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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roperties of blast furnace slag from various areas and fundamental 

properties and length change on the case that the blast furnace slag was applied to surface 

coating dry-mortar.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생산 산지별 제품에 한 품질 성능에 한 연구와 각 고로슬

래그미분말이 바닥용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제품에 용될 경우의 성능 발  특징에 하여, 기  물성 

시험과 길이변화 특성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서   론

  

    국내의 고로슬랙그미분말 공장은 제철소가 있는 곳을 심으로 국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제철소  수입 슬래그 원석의 원산지별 제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

이 2차 제품의 성능 발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하여 연구를 계획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의 고로슬래그미분말은 남 2곳, 경북 1곳, 인천 1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으로 각 

제품별 품질 특성과 바닥용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제품 용시 품질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2.2 실험 방법

   고로슬래그미분말에 하여 그 성능의 극 화를 하여 시멘트 K 강도 시험을 응용하여 기본 

물성과 길이변화 특성을 악하 으며, 바닥용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특성을 한 악하기 하여 

조립율이 비슷한 ISO 표 사를 사용하여 실험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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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 KS규격 B사 D사 H사 S사

산화마그
네슘

(MgO)
(%) 10.0이하 5.80 5.06 6.45 4.63

삼산화황 
(SO3)

(%) 4.0이하 0.72 0.99 0.16 3.06

강열감량 (%) 3.0이하 0.98 0.14 0.10 1.06

염화물
이온 (%) 0.02이하 0.014 0.007 0.002 0.01

석고첨가
(유, 무)

4%이하 (유) (유) (무) (유)

고로수쇄 
슬래그
염기도

1.6이상 1.86 1.85 1.76 1.85

표1. 거래처 제출 고로슬래그미분말 화학  성분

항  목 단 KS규격 B사 D사 H사 S사

도 g/㎤ 2.8이상 2.90 2. 90 2.94 2. 82

분말도
비표면

㎠/g 4,000 -
6,000

4,530 4,609 4,163 4,639

로우
값 비 (%) 95이상 98 103 104 98

활성도

지수

7일 (%) 55.0이상 77 77.7 91 92

28일 (%) 75.0이상 104 97.9 103 -

91일 (%) 95.0이상 - 110. 0 104 -

표2. 거래처 제출 고로슬래그미분말 물리  특성

구  분
FLOW

(mm)
단 용

(g)

압축강도(Mpa)

3일 7일 28일

OPC 기 222 885.14 31 37 54

B사 220 877.22 19 33 56

D사 221 880.28 17 39 63

H사 225 879.60 21 26 61

S사 208 884.08 21 32 54

표3. 산지별 고로슬래그미분말의 물리  특성

*단 용 시험 : 400㎖ 용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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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지별 고로슬래그미분말의 길이변화 특성

  각 슬래그 생산 업체별 화학 성분이나 물리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석고 첨가에 한 별도의
 투입량에 한 거론이 없기 때문에 석고의 역할에 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3. 결과  고찰

  

3.1 K 강도 시험 결과  길이변화 특성

  표 3은 K 강도를 통하여 제품별 고로슬래그미분말의 물리 인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나타냈으며,

  그림 1은 제품별 길이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산지별 검토해 본  실험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고로슬래그미분말의 분말도가 높을 경우 강도  길이변화에 많은 향을 보여 다.

 2) 석고 치환량은 기 강도  길이변화 항성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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