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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itle: CONCRETE COMPOSITION IN WHICH SUBSTITUTION RATE OF SILICA-BASED SLAG FOR CONCRETE I S
INCREASED USING LIQUID ACTIVATING AGENT

(54) 발명의 명칭: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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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일반 준PC계 혼화제) 70OPC +30 FNS (맞춤형 준PC계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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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General quasi-PC-based admixture
BB ... Customized quasi-PC-based admixture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concrete composition in which the substitution rate of a silica-based slag for concrete i s
increased using a liquid activating agent and, more specifically, to a concrete composition in which the substitution rate of a silica-based
slag for concrete i s increased using a liquid activating agent, wherein the liquid activating agent i s used to increase the substitution
rate of silica-based slag for concrete with respect to cement, the silica-based slag being obtained by finely pulverizing, to at least a
cement particle standard, granulated ferronickel slag (prime sand), one of the industrial byproducts of ferronickel, which i s a steel raw

material product. According to a preferabl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concrete composition comprises: 165-169 kg/m 3

of water; 2 1-374 kg/m 3 of cement; 803-883 kg/m 3 of fine aggregate; 923-93 1 kg/m 3 of coarse aggregate; and 12-22 kg/m 3 of a liquid
activating agent per unit volume of th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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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와함께 (조약 제21조(3))

composition, wherein 25-35 wt% of the silica-based slag for concrete i s added by substitution with respect to 100 wt% of the cement.

(57) 요약서：본 발명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콘크리트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 더욱상세하게는액상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증수재 페로니켈슬래그(
프라임 샌드)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한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에 관한 것이 다 ᅳ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콘크리트 조성물의 단위체적에 대하여, 물 165~169kg/m 3 ; 시멘트 231~374kg/m 3; 잔골재
803 883kg m3 ; 굵은골재 923~93 1kg/m3;및 액상 활성화제 12~22kg/m 3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시멘트 100증량0/0에
대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슬래그가 25~35증량%치환하여 첨가되도록 이루어진다ᅳ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 더욱 상세하게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 (프라임 샌드)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한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의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흔합 콘크리트의 제조는 그간

많은 연구를 양산하 였고, 활용 범위를 확장하면서 국내외적으로도 그 활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각종 시멘트 대체재의 개발이 기존 OPQordinary

Portland Cement;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원가절감 측면 혹은 고성능(고내 구성 ,
고강도성 ,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개발로 이어지는 원천 기술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멘트 대체재의 개발뿐만 아니라,시멘트 대체제의 조기 강도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고성능 흔화제 , 최적 치환률의 개발에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 기존에는 각종 산업 폐기물로 치부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흔화재로써 인정을 받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는 고로슬 래그미분말,

플라이 애쉬,실리카품 등을 들 수 있으며 , 그간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쉬의 경우는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이 유기적으로 절층되고
있으며 ,실리카품의 경우는 관련 공장 및 대량생산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우수한 고품질성 에도 불구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가 2015 년에야
이르러 국산화 보급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3] 한편, 최근 또 다른 철강 산업의 부산물로써 제 4의 재료로써 등장한
페로니 켈은 스테인리스의 주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 니켈계의
스테인리스강은 내열, 내식성, 내산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

주방용품 등에서 사용되 어지고 있다.
[4] 페로니켈의 생산 주요공정 은 원료처리, 건조, 예비환원, 용융환원 (전기로

공정), 정련 및 주조 공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약 20% 정도의 니켈과 80%

정도의 철이 함유된 페로니켈을 생산하게 되는데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는 바로 페로니켈 생산과정 중 전기로 공정의 중간단 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제형 부산물을 지칭한다.



[5] 페로니켈슬래그는 페로니 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된 니켈광석, 유연탄
등이 고온에서 용융되어 페로니켈과 분리된 후 얻어진 유용한 자원이다.
페로니 켈슬래 그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우수한 친환경적 자원으로
콘크리트용 골재, 주물사, 연마재, 사문암 대체재 등의 천연자원 대체재로

활용되어 자원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뉴칼레 도니아 등 선진국에 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페로니켈슬래그를 활용하고 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용융슬래그 가 자연
공넁에 의해 생산된 프라임 스톤과 물을 분사하여 급속 넁각되어 생산된 프라임

샌드로 분류된다.
[6] 프라임 스톤의 경우는 용융슬 래그가 자연 공넁에 의해 서서히 넁각시켜 자갈

형태로 생산한 제품이며 성토재, 노반재, 아스팔트용 골재, 사문암 대체재 등

토목용 골재로 사용시 다짐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7] 프라임 샌드의 경우는 용융슬 래그에 물을 분사하여 모래 형태로 생산한 제품을

일컫는데 천연모래 이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콘크리트용 모래로
사용이 가능하다.

[8] 그러나 이를 대량 시멘트 치환 대체재로 기술개발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국내의 경우에는 (주)SNNC 에서 유일하게 페로니켈슬래그 생산을 통한 독점
시장을 구축하여 자가 실내 연구를 진행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그리스의 Larco 사 등에서 페로니켈 슬래그 활용 초속경 시멘트 대체재를
개발하였으 나 현행 국내의 페로니켈슬래그 원료 광석과는 화학적 구성성분

측면에서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한 상태이다.
[9] 본 발명의 배경의 되는 기술로는 특허등록 제 1247707 호 "페로니켈 슬래그를

포함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흔합재 "(특 허문헌 1)가 있다.
[10] 상기 배경기술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 트용 흔합재에 있어서 ,

이수석고, 무수석 고 또는 이들의 흔합물에 페로니 켈 슬래그를 흔합하며

분말도가 4,000 ~ 10,000 cm2/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흔합재 '를 제안하여, 페로니켈 슬래그를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흔합재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아직까지 부산 슬래그의

재활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단순 매립에 의존하거 나, 노반재 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서만 활용되고 있는 페로니켈 슬래그의 활용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 부하를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 및 품질이 뛰어난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하게 한다.

[11] 그러나 상기 배경기술은 페로니켈 슬래그의 시멘트 치환율을 높일 수 없어

사용에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12]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 (프라임 샌드) 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하여, 시멘트 대체 치환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각종 환경 조건하에서 콘크리트 공사 및 고내구성을 요하는
각종 흔합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 수단
[13] 본 발명은 콘크리트 조성물의 단위체적에 대하여, 물 165~169kg/m 3; 시멘트

231~374kg/m 3; 잔골재 803~883kg/m 3; 굵은골재 923~931kg/m 3 ；및 액상 활성화제
12~22kg/m 3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시멘트 100중량 ¾에 대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가 25~35 중량 치환하여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14] 또한,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 는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를 미분쇄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15] 또한, 설계기준 압축강도 24MPa, 27MPa, 30MPa 및 35MPa 규격에 대해

물/결합재비 (W/B) 44.1-52.2%, 잔골재율 (S/a) 이 47.6-49.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16] 또한, 시멘트 비중은 3.15, 잔골재의 단위중량 2.1-2.7 g/cm 3, 굵은골재의
단위중량 2.1-2.9 g/cm 3,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비중은 3.04, 비표면적은
3,800cm7g ~60,000cm7g, 골재 최대치수는 25mm, 잔골재의 조 립률은 2.3~3.2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17] 또한, 액상 활성화제는, 폴리 카르복실 레이트 20 60중량 첨가제 1~40중량 ¾
및 물 15 30중량 를 흔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18] 또한, 첨가제는 TEA 40 60중량 질산 나트륨 (NaNo 3) 1~30중량 ¾ 및 구연산
1~20중량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19]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 (프라임 샌드) 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하여, 시멘트 대체 치환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각종 환경
조건하에서 콘크리트 공사 및 고내구성을 요하는 각종 흔합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0] 본 명세서에서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 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만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도 1은 일반적 인 조건에서의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를 흔화재로 사용시

시멘트 치환률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 실험 결과를 도시한 도이다.
[22] 도 2는 보통포 틀랜드 시멘트 (OPC) 를 100% 사용한 시험체와 본 발명의

콘크리트 조성물로 제작한 시험체의 강도실 험 결과를 대비하여 도시한 도이다.

[23] 도 3은 상기 도 2의 재령강도에 따른 가격 성능비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24] 아래에서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제시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제시된 실시 예는 본 발명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예시적인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25] 이하 바람직 한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6] 본 발명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한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7]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콘크리트 조성물의 단위체적에
대하여, 물 165~169kg/m 3; 시멘트 231~374kg/m 3; 잔골재 803~883kg/m 3; 굵은골재
923~931kg/m 3 ；및 액상 활성화제 12~22kg/m 3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시멘트 100중량 에 대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가 25~35 중량 ¾

치환하여 첨가되도록 한다.
[28] 본 발명에 사용되는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 는 페로니켈의 산업부 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를 미분쇄하여 형성되는데, 페로니켈의 산업부 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는 슬래그 입자 상태에서는 전혀 반웅성이 없지만,

페로니켈 슬래그 를 일정 크기 이하로 미분쇄할 경우 시멘트와의 반웅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단순 골재가 아닌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흔합재로

사용될 수 있다.



[29] 따라서, 본 발명에 사용되는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 는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를 미분쇄하여 형성되며 비표면적
3,800cm7g ~60,000cm7g 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0] 시멘트를 결합재로 사용한 일반적 인 콘크리트의 경우 수화과 정에서 생성되는

수산화 칼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알칼리 환경이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알칼리
환경 하에서 흔화재로 흔입된 플라이 애시나 고로슬 래그의 포졸란 반웅 또는
잠재수경성 반웅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흔화재로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와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시멘트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반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31] 따라서, 포졸란 반웅이 나 잠재수경성 반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액상

활성화제가 배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2] 본 발명에서 사용되 는 액상 활성화제는 폴리 카르복실 레이트 20 60중량 ¾,

첨가제 1~40중량 ¾ 및 물 15 30중량 ¾를 흔합하여 이루진다.
[33] 폴리 카르복실 레이트 (polycarboxylate) 는 분산력을 발휘하도록 구성되는

유동화제 로 사용되 며, 20중량 ¾ 미만으로 사용시 에는 분산력 이 층분히

발휘되지 않아 반웅성 이 떨어지며, 60중량 를 초과하여 흔합되 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60중량 ¾흔합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34] 첨가제는 반웅성 을 향상시 키기 위한 다양한 첨가제를 흔합하도록 하여 폴리
카르복실레이트와 함께 유동성 및 분산력을 증가시켜 반웅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35] 특히, 본 발명에서는 첨가제로 아민계인 TEA(Tri-Ethanol- Amine) 외에 질산

나트륨 (NaNo 3) 및 구연산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흔합비를 도출하여

반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6] TEA(Tri-Ethanol-Amine) 은 수화반웅을 촉진시 키기 위하여 사용되 며 40중량 ¾

미만으로 사용시 에는 반웅성 이 느려지며, 60중량 를 초과하여 흔합시 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TEA 는 40 60중량 ¾흔합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37] 질산 나트륨 (NaNo 3)은 조강제로 사용되며, 구연산은 경화지연제로 사용되어

바람직 하게는 질산 나트륨 (NaNo 3) 1~30중량 ¾ 및 구연산 1~20중량 ¾로 흔합되어

작업시간 및 강도발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8] 본 발명에서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24MPa, 27MPa, 30MPa 및 35MPa 규격에

대해 물/결합재비 (W/B) 44.1-52.2%, 잔골재율 (S/a) 이 47.6-49.0% 인 것이
바라직 하며, 시멘트 비중은 3.15, 잔골재 의 단위중량 2.1-2.7 g/cm 3, 굵은골재 의

단위중량 2.1-2.9 g/cm 3,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비중은 3.04, 비표면적은
3,800cm7g ~60,000cm7g, 골재 최대치수는 25mm, 잔골재의 조 립률은 2.3~3.2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9] 도 1은 일반적 인 조건에서의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를 흔화재로 사용시

시멘트 치환률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 실험 결과를 도시한 도이다.
[40] 도 1에서와 같이, 일반적 인 조건에서의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를



흔화재 로 사용한 경우 에 설 계기준강도 35MPa 급 에서 의 콘크 리트용 실 리카 계

슬 래그의 치환률에 따른 재 령별 압축강 도 측 정 결과, 28일 재 령에서 의

압축 강도는 보통포 틀랜드 시 멘트 (OPC) 를 100% 사용한 시 험 체 대비 20% 의

콘크 리트용 실 리카 계 슬래그 치환률 범위까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으 며 ,

이후 치환률이 증 가함에 따 라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도 2는 보통포 틀랜드 시 멘트 (OPC) 를 100% 사 용 한 시 험 체와 본 발 명의

콘크 리트 조 성물로 제작 한 시 험 체의 강도실 험 결과를 대비하 여 도시 한 도 이다 .

[42] 표 1

[표 1]

[43] 상 기 표 1에서 와 같은 조 성 비로 , 액상 활성 화제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용

실 리카 계 슬 래그 미분말의 치환률을 30% 로 상 향 고 정시 킨 조건에 서 의 콘크 리트

조 성물로 제작 한 시 험 체를 제작하여 반복 실 험하 였으 며 , 액상활성 화제는 도

2a에서 는 폴 리카르복실 레이트 30중 량 첨가제 15중 량 ¾ 및 물 22중 량 로

이루 어지도록 하 여 시 험 체를 제작하여 실 험 한 결과를 도시하 였으 며 , 도

2b에서 는 폴 리카르복실 레이트 45중 량 첨가제 20중 량 ¾ 및 물 22중 량 로

이루 어지도록 하 여 시 험 체를 제작하여 실 험 한 결과를 도시하 였다.

[44] 여기서 첨가제는 TEA 50중 량 질산 나트륨 15중 량 ¾ 및 구연산 10중 량 ¾로

구성하 였다.

[45] 도 2에서 와 같 이 , 본 발 명의 액상 활성 화제를 이용하여 흔화재 로 콘크 리트용

실 리카 계 슬 래그를 30% 까지 치환하여 강도를 실 험 한 결과, 100% 로

보통포 틀랜드 시 멘트 (OPC) 를 사 용 한 경우 와 대비하 여 재 령 28일 전까지 는 다소

강도가 낮으 것으로 나타났 으나, 28일 재 령에서 의 압축 강도는



보통포 틀랜드 시멘트 (OPC) 를 100% 사용한 시험체 대비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6] 즉, 상기 도 1의 경우에 일반 흔합 콘크리트에서의 시멘트에 대한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 미분말의 치환률의 최적 범위는 28일 재령에서 설계기준
강도에 도달하는 20% 의 치환률을 적정한 치환값으로 선정하는게 바람직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치환률을 증가시 키기 위해
페로니켈슬래그 원재료의 화학적 구성 성분의 반웅성을 증가시 키도록 맞춤형

액상 활성화제의 적용을 통해 치환률을 상승시킬 수 있으면서도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47] 한편, 본 발명에서는 흔화재 로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를 사용하여 기존의

다른 흔화재와 대비하여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존 시멘트의 치환율을
30% 로 늘린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의 가격대 역시 기존에 100%로

보통포틀 랜드시 멘트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이다.
[48] 도 3a 및 도 3b는 각각 상기 도 2a와 도 2b의 재령강도에 따른 가격 성능비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49] 도 3에서와 같이, 각 재령 강도에 따른 가격 성능비 (압축강도 /가격 ) 비교 결과를
도시하였는데, 이는 보수적인 분석을 반영하고자 16년 8월 현재, 전국 레미콘
최고가 지역인 강원지 역 레미콘내 시멘트 평균가격 73,000 원/ton 과 콘크리트

실리카계슬래그 미분말의 현장 도착도 비용 기준 40,000 원/ton 을 치환 적용함에
따른 강도별 가성비로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와 같이 28일
재령에서

[50] 100%로 보통포틀 랜드시 멘트를 사용한 시험체에 비하여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로 제작된 시험체 사용시에 대략 114 115%가 증가되어 유사한 거동 및
기존의 일반콘크리 트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1]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 (프라임
샌드) 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하여, 시멘트 대체 치환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각종 환경 조건하에서 콘크리트 공사 및 고내구성을 요하는 각종
흔합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다.

[52] 지금까지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제시된 실시 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 발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변형 및 수정 발명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아래에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산 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 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은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철강원료 생산품인

페로니켈의 산 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 (프 라임 샌드) 를 시멘트 입자

이상 수준으로 미분쇄하여 얻은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 래그의 시멘트에 대한

치환율을 높이도록 하여, 시멘트 대체 치환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각종 환경

조건하에서 콘크리트 공사 및 고내구성을 요하는 각종 흔합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



청구범위
[청구항 1] 콘크리트 조성물의 단위체적에 대하여,

물 165 169kg/m 3;

시멘트 231~374kg/m 3;

잔골재 803~883kg/m 3;

굵은골재 923~931kg/m 3 ；및

액상 활성화제 12~22kg/m 3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시멘트 100중량 에 대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가
25~35 중량 ¾치환하여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 는 페로니켈의 산업부산물 중 수재 페로니켈
슬래그를 미분쇄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설계기준 압축강도 24MPa, 27MPa, 30MPa 및 35MPa 규격에 대해
물/결합재비 (W/B) 44.1-52.2%, 잔골재율 (S/a) 이 47.6-49.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시멘트 비중은 3.15, 잔골재의 단위중량 2.1-2.7 g/cm 3, 굵은골재의
단위중량 2.1-2.9 g/cm 3,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비중은 3.04,

비표면적은 3,800cm7g ~60,000cm7g, 골재 최대치수는 25mm, 잔골재 의
조 립률은 2.3~3.2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액상 활성화제는,
폴리 카르복실 레이트 20 60중량 첨가제 1~40중량 ¾ 및 물

15 30중량 를 흔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첨가제는 TEA 40 60중량 질산 나트륨 (NaNo 3) 1~30중량 ¾ 및 구연산
1~20중량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실리카계 슬래그의 치환율을 높인 콘크리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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