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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

요약

본 발명은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제강슬래그 조골재 및 세골재를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 및

물을 혼합하여 구성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0.6~2.0중량부의 물유리를 추가로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물유리를 첨가함으로써 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때 야기될 수 있는 팽창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를 사용할때 야기될 수 있는 초기강도 저하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제강슬래그

골재를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함에 있어서 안정된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

색인어

제강슬래그, 콘크리트, 물유리, 에이징, 유리석회, 포졸란계 혼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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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물유리를 첨가제로 사용함에 의하여 제

강슬래그내 유리석회에 의한 팽창 및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에 의한 초기강도 저하를 억제한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리석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고로슬래그는 일찍부터 콘크리트용 골재로 규격화 되어 있다. 하지만, 제강슬

래그는 유리석회에 의한 부피팽창으로 인하여 도로용 골재, 성토재와 같은 비교적 저급한 토목용 재료로만 활용되어 왔다.

상기 제강슬래그는 용선으로 부터 강을 제조할때 발생되는 슬래그로써, 이러한 제강슬래그에는 슬래그 형성과정에서 완전

히 슬래그화 되지 않은 생석회가 남아 있다. 또한, 슬래그화된 구성 광물중에서도 냉각 상변태시에 생석회가 석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석회 성분들을 유리석회라고 하며, 상기 유리석회는 이후에 물과 반응하여 Ca(OH)2 상태가 되면서 부피

팽창을 야기함으로써, 균열이나, 파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강슬래그가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된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골재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이에 따라 제강슬래그도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

아지고 있다. 이러한 종래기술로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5-279095호, 2001-130945호, 2003-2726호 및 2002-

179451호가 있다.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5-279095호에서는 전로슬래그, 용선예비처리슬래그를 직경 5mm 이하로 풍쇄, 구상화하여 콘

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에서는 제강슬래그를 세골재로만 사용하고 있어, 조골제를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1-130945호는 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사용한 예로써, 에이징(aging) 처리한 제

강슬래그 조골재 및 세골재,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고 있다. 상기 종래

기술에서 건전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50% 이상 첨가하거나,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

쉬, 실리카 퓸 혼합량의 합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50% 이상 첨가하게 되

면, 초기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몰드 및 거푸집 사용시 작업 효율이 떨어져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3-2726호에서는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하였지만 성형방법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제조방

법이 아닌 가압성형법 등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종래기술로는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없는 문제점

이 있다.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2-179451호에서는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하고 고로 수쇄슬래그 입자를 20~70% 혼합하

여 기존 콘크리트 제조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조하였다. 상기 종래기술에서는 제강슬래그의 유리석회에 의한 팽창은 고로

슬래그의 가용성 규산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로 수쇄슬래그 입자에서 용출되는 가용성 규산의 양과 속도

는 유리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Ca(OH)2가 되는 반응에 비하여 대단히 느리다. 따라서, 양생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물유리를 첨가제로 사용함에 의하여 제강슬래그의 팽창을

신속히 억제하고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에 의한 초기강도 저하를 억제한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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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제강슬래그 조골재 및 세골재를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 및 물을 혼합하여 구성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0.6~2.0중량부의 물유리를 추가로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제강슬래그 조골재 및 세골재를 단독 또는 혼합으로 하여 골재로 사용하고, 여기에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 및 물을 혼합하여 구성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 물유리를 추가로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강슬래그에는 슬래그화 되지 않은 유리석회가 남아있고, 또한 슬래그화된 구성 광물중에서도 냉각변태시 유리석회

가 석출된다. 이러한 유리석회는 이후에 물과 반응하여 Ca(OH)2 상태가 되면서 2배 이상의 부피팽창을 일으키게 되며, 이

후 박리, 균열, 파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제강슬래그는 도로용 골재, 성토재와 같은 비교적 저급의 토목용 재료로만 활

용되어 왔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유리석회에 의한 부피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유리를 첨가하여 가용성 규산을 신속하게 공

급함으로써, 칼슘실리케이트를 생성시켜 팽창을 억제하게 된다.

상기 물유리는 물에 투입되면 즉각적으로 가용성 규산과 소다성분으로 해리되어 가용성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유리석회에

서 생성된 Ca(OH)2와 곧바로 반응하여 칼슘실리케이트를 생성하여 이후의 팽창을 억제하게 된다. 또한, 상기 소다성분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수화를 활성화시켜 초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상기 물유리의 첨가량이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0.6중량부 미만이면 초기강도를 확보할 수 없고, 2.0중량부

를 초과하면 내해수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기 물유리 첨가량은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0.6~2.0중량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에이징 처리한 제강슬래그를 사용한다면 제강슬래그의 부피팽창을 보다 저감할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하

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시멘트에 포함되는 포졸란계 혼화재로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와 같이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량의 철분이 장기간에 걸쳐 용출되어 나옴으로써, 식물의 생

육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인공어초 및 해중림초와 같은 해양생태계 복원용 구조물용으로 사용시 상당히 좋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강슬래그는 기존의 천연 쇄석보다 단단하여 좋은 내마모성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동일 배합의 경우에 자연쇄석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팽창과 관련된 문제점을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면,

콘크리트로 제조되는 파일(pile), 전신주, 암거 및 수로관 등의 2차 제품의 재료로도 매우 적합하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1]

제강슬래그 세골재:제강슬래그 조골재=1:1, 물:시멘트=1:1로 하여 콘크리트를 배합하였다. 이때, 시멘트는 4,000±10㎠/

g 입도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45% 혼합된 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였고, 제강슬래그 골재는 0.15~5mm를 세골재로 사용

하였고, 5~25mm를 조골재로 사용하였으며, 물유리 첨가량은 하기 표 1과 같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시편은 성형후 24시간 경과 후 탈형을 실시하고, 탈형 후 23℃의 항온 수조에서 24시간 양생하여 초기

압축강도를 측정하였고, 같은 배합의 시편을 28일간 양생하여 ASTM C 1202-97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염소이온 침투저

항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기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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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분 물유리 첨가량

(시멘트 첨가량 100

중량부에 대한 중량부)

초기 압축강도

(kg/㎠)

28일 양생후 염소이온 침투 저항

성

(coulombs)

 비교재1  0  58  1138

 비교재2  0.2  66  1211

 비교재3  0.4  72  1245

 발명재1  0.6  80  1232

 발명재2  0.8  92  1375

 발명재3  1.0  97  1340

 발명재4  1.2  112  1492

 발명재5  1.4  116  1771

 발명재6  1.6  124  2012

 발명재7  1.8  127  2215

 발명재8  2.0  129  2278

 비교재4  2.2  131  2400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를 만족하는 발명재1~8은 비교재에 비하여 우수한 초기강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염소이온 침투에 대한 저항성도 2300coulomb 이하로 내해수성도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유리 첨가량이 본 발명의 범위보다 적은 비교재1~3은 초기강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물유리 첨가량이

본 발명의 범위보다 많은 비교재4는 내해수 저항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때 물유리 첨가량이 2.0중량부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활성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콘크리트 조직의 치밀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하기 표 2는 종래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자극제로 많이 사용되던 소석회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특성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표 2]

 구분 Ca(OH)2 첨가량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한 중

량부)

초기 압축강도

(kg/㎠)

28일 양생 후 염소이온 침투 저

항성

(coulomb)

 종래재1  2.0  75  1835

 종래재2  2.5  73  2017

 종래재3  3.0  98  2312

 종래재4  3.5  119  2543

 종래재5  4.0  122  2669

 종래재6  4.5  125  2738

 종래재7  5.0  134  3011

상기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소석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초기 압축강도는 증가시킬 수 있으나, 내해수성

(염소이온침투 저항성)을 함께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실시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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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과 같은 배합방법으로 하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천연쇄석 골재와 제강슬래그 골재에 대해서 각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천연쇄석 콘크리트의 경우 세골재는 표준사를 사용하였고, 제강슬래그 콘크리트의 경우는

제강슬래그 세골재를 사용하였다. 물유리를 첨가한 경우, 물유리 첨가량은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1.5중량부를 사용

하였다.

[표 3]

 구분 3일 강도

(kgf/㎠)

7일 강도

(kgf/㎠)

28일 강도

(kgf/㎠)

3개월 강도

(kgf/㎠)

6개월 강도

(kgf/㎠)

천연쇄석

콘크리트

 125  249  389  463  472

물유리 첨가

천연쇄석

콘크리트

 149  279  392  455  468

제강슬래그

콘크리트

 106  254  407  475  489

물유리 첨가

제강슬래그

콘크리트

 162  301  415  478  496

먼저, 천연쇄석콘크리트와 제강슬래그 콘크리트를 비교하면, 초기강도에 있어서 천연쇄석콘크리트가 다소 높은 압축강도

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강슬래그 골재에서 용출되는 유리석회의 팽창에 의해 강도가 다소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천연골재 콘크리트에 물유리를 첨가하였을 경우의 초기강도 개선은 물유리의 소다성분에 의해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수화

가 촉진되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강슬래그 콘크리트에 물유리를 첨가한 시편이 초기강도 개선 효과가 가장 크며, 장기강도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나

타났다. 이것은 제강슬래그의 팽창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수화 활성을 촉진하여 초기강도 발

현을 촉진함으로써 제강슬래그 골재가 가지는 고강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물유리를 첨가함으로써 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때 야기될 수 있는 팽

창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포졸란계 혼화재를 포함하는 시멘트를 사용할때 야기될 수 있는 초기강도 저하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제강슬래그 골재를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함에 있어서 안정된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내해수성도 확보되어 해양용 구조물로도 이용이 가능한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강슬래그 조골재 및 세골재를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포즐란계 시멘트 및 물을 혼합하여 구성되는 콘크

리트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 첨가량 100중량부에 대하여 0.6~2.0 중량부의 물유리를 첨가하여 조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강슬래그를 이

용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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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강슬래그는 에이징 공정을 거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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