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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슬래그 골재를 함유한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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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if the exploitation of copper slag produced during the smelting process of copper as aggregate for construction

purpose has been permitted since 2004 in Korea, the lack of sufficient data enabling to evaluate its long-term stability that is its

durability has to date impeded its applicatio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18

and 27 MPa-class commercial concretes in which natural sand (fine aggregates) has been partially replaced by copper slag through

accelerated and exposure tests so as to provide bases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copper slag concrete.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in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in most of the mix proportions in which 30% of natural sand was

replaced by copper slag. In the case where crushed sand was adopted, tests verified similar characteristics for replacement ratio

of 50%. Particularly, the results of the exposure test conducted during 8 years demonstrated that equivalent level of durability was

secured compared to the case using natural sand. In the case of 18MPa-class lower grade concrete, exposure test verified also that

the physical lifetime similar to 50 years could be secured until carbonation reaches cover depth of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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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산업부산물로 인식되어 대규모의 소비처가 제한

되던 동슬래그는 2000년에 KS F 2543(콘크리트용 동슬

래그 골재)이 제정되고,
1)
 이어 2004년에는 KS F 4009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 개정시 동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

로 편입시킴에 따라 건설용 골재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한편, 동슬래그가 가지고 있는 골재로서의 물리적 특

성 규명 및 환경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배합수준도 제시되었다.
2)
 

이와 같이 동슬래그의 안정된 소비와 부가가치 획득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기술적 요건의 검증

이 대부분 갖추어 졌으나, 현재까지 장기적인 안정성 특

히 내구성에 대한 보고자료가 미흡하여 실용화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슬래그 골재를 함유한 콘크리트의 실용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용적인 수준에서의 콘크리트 배

합조건을 대상으로 촉진 내구성 실험은 물론, 2000년 5

월에 제작되어 일반 대기환경에서 재령 8년을 옥외 폭

로시킨 실험체의 내구적 특성을 측정·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개요

2.1.1 실험요인 및 수준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및 피복두께를 실

험변수로, 다양한 콘크리트 배합 조건을 조성시켜 기본

품질항목 및 부가 항목에 대한 측정은 물론, 내구성 측

정을 위해 촉진 및 옥외폭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요인과 변수는 Table 1과 같다.

2.1.2 사용재료

본 실험을 위해 제조된 콘크리트 사용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한편, 본 실험의 주요 재료인 동슬래그는 L사에서 생

산된 정제동 제련 슬래그이며, 제련 방식에 따라 분류되

는 연속로 부산 슬래그이다. 실험에 사용된 동슬래그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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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의해 구한 동슬래그의 밀도는 일반 천연골재에

비하여 31~44% 정도이며, 이에 따라 단위용적질량도 일

반골재에 23~32% 정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실적률은

일반골재에 비해 3% 정도 낮은 경향이다.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서는 골재의 흡수율을

3%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슬래그 골재는 0.20%를

나타내고 있어 규정치를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반 잔골재에 비하여도 낮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속로 슬래그의 결정 형태가 대부분 유리질(glassy state)

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 또한 기공 및 요철이 없는 상태

여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슬래

그 생산공정이 수쇄방식을 취하고 있어 골재 표면에 부

착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및 이물질의 함유가 매우 낮

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3)
 Table 3은 연속로 동

슬래그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철근은 Ø13 mm의 원형철근으로, 콘크

리트 타설 직전에 녹, 불순물, 기름성분, 산화철 피막 등

을 제거하도록 철근 표면을 전동식 와이어 브러쉬 및

No.10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아세톤으로 깨끗이 닦

아 사용하였다.

2.1.3 콘크리트의 배합조건

내구성 분석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조건은 현재

실용화 실적이 가장 많은 해양 구조물 및 테트라포트의

활용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fcu(28)) 18, 27 MPa를

채택하였으며, 배합비는 배합설계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

었다.
4)
 

동슬래그의 혼입률은 잔골재 대체비율이 30% (실용화

최적수준)와 50%(실용화 가능수준)의 2종류가 되도록 하

였으며, 비교를 위해 대체하지 않은 경우와 부순모래 (유

사 대체골재)를 40% 대체한 경우를 병행하여 실험하는

한편, Table 4와 같이 목표 슬럼프 150 mm, 목표 공기량

4.5 ± 5%인 배합을 선택하여 기본 배합비로 이용하였다. 

Table 1 Variation of test

Characteristics Variation

Concrete

strength (MPa)*
4  18, 27

Cover

(mm)
4  20, 30

Slump

target (mm)
1  150 ± 25

Air content

target (%)
1  4.5 ± 1.5

Test items

Fresh

concrete

Workability (slump)

Air content

Bleeding

Hardened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Bending strength

Void ratio

Unit weight

Shape of section

Shrinkage

Durability

Carbonation ACC EXP(8yr)

Rebar

corrosion
ACC EXP(8yr)

Chloride

attack
ACC EXP(0.5yr)

Freezing-

thawing
ACC -

AAR ACC -

Sulfate

attack
ACC -

Note) The strength of concrete refers to as the designated strength

ACC : accelerate test, EXP : exposure test

Table 2 Materials for concrete specimens

Materials Characteristics

Binder

 OPC

 Specific gravity: 3.15 g/cm
3
, Blaine: 3,235 cm

2
/g

 Blast furnace slag

Specific gravity: 2.85 g/cm
3
, Blaine: 3,000 cm

2
/g

Coarse

aggregate

 Crushed lime stone(Gmax 25mm)

 Density: 2.63 g/cm
3
, Absorption rate: 1.03%, FM: 6.92

 Solid volumn: 59.7

Fine

aggregate

 Natural sand(Sea sand)

 Density: 2.46 g/cm
3
, Absorption rate: 0.94%, FM: 2.86

 Solid volumn: 63.5

 Crushed sand

 Density: 2.53 g/cm
3
, Absorption rate: 0.90%, FM: 3.36

 Solid volumn: 63.6

 Copper slag

 Density: 3.40 g/cm
3
, Absorption rate: 0.20%, FM: 3.51

 Solid volumn: 60.4

Admixture
 AE water-reducing agent 

Naphthalene type, Specific gravity: 1.2 g/cm
3

Note) abbreviate : crushed sand (CRU sand), copper slag (COP

sand)

Fig. 1 Shape of copper slag

Table 3 Chemical components of copper slag (unit : %)

Fe Fe3O4 SiO2 Cu CaO MgO Al2O3

38.13 4.17 33.46 0.91 4.67 0.98 4.74

Note) Free CaO : 0.02%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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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구성 실험방법

2.2.1 중성화 저항성

촉진 중성화 실험은 Ø100 × 200 mm의 크기로 제작된

실험체를 전 양생기간 8주 경과 후 온도 20 ± 2
o
C, 상대습

도 60 ± 5%, 탄산가스농도 5 ± 0.2%의 조건으로 행하며,

폭로실험은 150 × 600 × 1,200 mm의 크기로 제작된 실험

체를 8년간 일반 대기환경에 폭로시켜 2가지 실험 모두

페놀프탈레인 비색판별법을 이용하여 중성화 깊이를 측

정하였다. 

2.2.2 철근부식 저항성 실험

동슬래그를 혼입한 RC 부재는 동슬래그의 구성성분

중 분극작용을 저해하는 영향요소가 내재되어 있을 염려

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염해 환경을 조성하여 철근의

부식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용조건에서 철근의 부식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현재까지는 촉진실험에 의

해 철근부식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촉진실험은 피복두께를 20 mm, 30 mm의 2수준으로 하

여 Fig. 2와 같이 100 × 100 × 400 mm의 크기로 실험체를

제작하고, Fig. 3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25 ± 3
o
C

의 인공해수 (5%) 중에서 24시간 침지 후, 110
o
C, RH 70%

의 온·습도 조건에서 24시간 건조시키는 과정을 1cycle

로 하여 30cycle까지 반복하였다. 

한편, 촉진실험과 병행되는 재령 8년의 폭로실험 결과

는 상호 상사성 및 촉진배율의 관계를 규명함에 따라 일

반 대기환경에서의 철근 부식 진행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의 부식은 점상의 녹, 면상의 녹, 소정의 두께로

형성된 녹 및 단면감소를 동반한 녹 등이 있다. 이들을

평가하는 수법으로서 부식면적률, 단위길이당 질량감소

율 등을 측정하여 부식상황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Table 4 Mixing propotion of concrete specimens

Variable

Design

strength

(MPa)

Max size

of coarse

aggregate

(mm)

Slump

(mm)

Air

content

(%)

Unit

water

(W)

(kg/m
3
)

Binder

(B)
W/B

(%)

S/A

(%)

Unit weight of

Fine aggregate (S)

Unit 

weight of

coarse 

aggregate

(kg/m
3
)

Unit 

weight of 

admixture

(g/m
3
)

OPC

(kg/m
3
)

Blast

furnace slag

(kg/m
3
)

SEA 

sand

(kg/m
3
)

CRU 

sand

(kg/m
3
)

COP

slag

(kg/m
3
)

27-RF1 27 25 150 4.5 171 248 165 41.4 40.0 638 - - 1,023 2,065

27-RF2 27 25 150 4.5 178 253 168 42.3 41.1 388 266 - 990 2,104

27-S30 27 25 150 4.5 166 234 156 42.5 41.4 471 - 279 1,018 1,953

27-S50 27 25 150 4.5 168 245 163 41.2 41.8 336 - 464 1,000 2,039

18-RF1 18 25 150 4.5 195 212 141 55.3 45.8 726 - - 918 353

18-RF2 18 25 150 4.5 197 213 142 55.4 46.8 443 304 - 897 356

18-S30 18 25 150 4.5 195 217 144 54.0 46.7 516 - 306 899 361

18-S50 18 25 150 4.5 188 204 136 55.4 47.7 385 - 532 902 509

Fig. 2  Shape of the mould used for rebar corrosion resistance

test

Fig. 3 Testing apparatus used for rebar corrosion resista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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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염해 저항성

촉진실험의 평가항목인 염화물 이온의 확산계수 산정

은 실험장치로부터 구한 염화물 이온 농도 profile을

curve-fitting하여 구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Tang과 Nilsson에 의해 제안된

방법
5)
을 이용하기 위하여 50 mm 두께의 콘크리트 시편

에 일정기간 동안 30V의 전압을 공급한 후, 시편을 쪼

개어 비색판정에 의해 염화물 이온의 침투 깊이를 측정

하고 상기 연구자가 제시한 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cell의 (−) 전극에는 3%의 NaCl 용액을 채우고

(+) 전극쪽에는 0.3N의 Ca(OH)2 용액을 채워 구성하였다.

즉, 염화물 이온에 대하여 전하 z=−1, 전기장 E/l=−600V/m,

온도 T = 297K(25
o
C)일 때 xf와 xd사이의 상관관계인 식

(1)로부터 염화물 이온의 확산계수를 식 (2)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1)

(2)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해지는 확산계수 D는 실측치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이론치로 취급되며, 결과의 양부에 따

라 향후 복잡한 실측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안하기 위함이다.

한편, 폭로실험은 Ø100 × 200 mm의 크기로 제작된 실

험체를 울산 신항만에 6개월간 침지한 후, 소정의 크기

로 슬라이스하여 염화물 이온의 농도구배를 측정하고 정

규확률지상에 도해하여 겉보기 확산계수를 구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상기 과정을 통해 구해진 확산계수는 Fick

의 확산법칙에 의거 철근위치의 염화물량 예측 및 한계

염화물량 도달시간 예측에 이용하였다.

2.2.4 동결융해 저항성 실험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성능저하 및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KS F 2456(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의 저항 시험법), ASTM C666(resistance of concrete to

rapid freezing and thawing)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80 × 100 × 400 mm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2주간 수

중양생을 실시한 후, KS F 2456의 시험방법 중 A의 방

법인 수중동결, 수중용해의 조건으로 콘크리트 시편에 간

극수의 빙점 이하 온도와 빙점 이상의 온도를 주기적으

로 가하였다. 동결융해 싸이클의 온도를 2~4시간 사이에

서 교대로, 4
o
C에서 −18

o
C로 변화시켰다.

동결융해 실험 이후의 손상은 일정한 주기 (30cycle 간

격)로 상대동탄성계수를 측정하는 한편, 소정의 동결융

해 cycle이 진행된 후 질량감소율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2.2.5 알칼리-골재 반응 실험

본 실험은 동슬래그의 알칼리-골재 반응 유해성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제반 내구성 실험시 이상 팽창이 발생되

었을 경우 그 원인이 다른 골재사용에 의해 기인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동슬래그와 병행하여 세척사, 부순모래, 쇄

석에 대해서도 알칼리-골재 반응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반응여부는 KS F 2546과 JIS A 5308 부속서 8의 시

험규정에 따라 25.4 × 25.4 × 285.8 mm의 모르타르바를 제작

하여 40
o
C의 반응온도에서 팽창률을 구하였다. 모르타르바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의 등가알칼리량 (Na2Oeq = Na2O +

0.658 × K2O)은 0.854%이며 제작 후 6개월까지의 길이변

화율을 측정하여 알칼리 골재 반응여부를 검토하였다.

2.2.6 황산염 반응 실험

황산염 침해는 경화된 콘크리트 내의 반응물질과 결합

하여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를 형성함으로써 불규칙적

인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균열을 통하여 많은 양의

수분이 유입되고 결국에는 콘크리트가 심각한 파괴현상

을 보인다. 

동슬래그 골재의 사용에 따른 상기 영향 정도를 고찰

하기 위해 먼저 실험체를 50 × 50 × 250 mm로 제작하고

10%의 Na2SO4에 소정의 재령동안 침지시킨 후, 실험체

의 양단에 설치한 게이지 플러그를 통해 길이변화율을

측정, 팽창성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질량변화를 관찰

하여 실험체의 용해도 및 박리·탈락 추이를 평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특성 실험 결과

3.1.1 슬럼프 (워커빌리티)

목표 슬럼프를 150 mm로 한정하여 배합계획을 수립한

xf xd 1.061xd
0.589

–=

D 1.189 10
11– xd 1.061xd

0.589
–

t
-------------------------------------⎝ ⎠
⎛ ⎞×=

Fig. 4 Status of specimens for outdoor expos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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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대부분의 배합이 목표 슬럼프를 만족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조립률이 큰 동

슬래그의 함량이 증가할 경우 목표 슬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요 잔골재량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3.1.2 공기량

본 실험에 사용된 배합은 전체적으로 목표 공기량인

4.5 ± 1.5%를 만족하였다.

3.1.3 재료분리 저항성 (블리딩)

f28 27 MPa 계열의 실험실 배합은 0.10~0.16% 정도의

블리딩률을 나타내었으며, f28 18 MPa 계열의 배합은 이

보다 높은 0.17~0.24% 수준이었다. 

콘크리트의 블리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위수량과 잔골재율이다. 18 MPa 계열의 배합은 27 MPa

계열에 비하여 20 kg/m
3
 이상 많은 수량을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블리딩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잔골재를 동슬래그로 30%, 50% 치환한 f28 27 MPa 배

합의 경우는 블리딩이 치환하지 않은 배합보다 낮고, f28

18 MPa 배합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밀도가 세척

사에 비하여 높은 동슬래그를 혼입하고 적정한 물-결합

재비를 유지하는 한 블리딩이나 레이턴스가 없지만, 물-

결합재비가 높아질 경우에는 동슬래그의 유리질 표면 영

향에 의해 블리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결합재비가 높은 배합에 동슬래그를 사용할

경우는 블리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즉 잔골재율을

조절하거나 AE제 및 감수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굳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실험

3.2.1 압축강도

호칭강도 (f28) 27 MPa 계열은 증가계수 (α = 1.14)를 고

려하여 30.8 MPa의 배합강도 (fcr)로 설계되었으며,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30.5~33.5 MPa 수준을 발

현하였다. 

동슬래그를 혼입한 배합의 경우 증가계수를 고려한 강

도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배합의 경우에

는 약간 미치지 못하였으며, 동슬래그 혼입률 50% 배합

이 30%인 배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f28 27 MPa 계열

의 경우 동슬래그 혼입률 50%까지 압축강도 발현에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슬래그의 거친 표면조직

과 시멘트 매트릭스의 결합력이 작용한 결과이며, 혼입

률 50%의 경우는 30%에 비해 물-결합재비가 감소한 원

인이 추가된 결과로 사료된다. 

f28 18 MPa 계열은 증가계수 (α=1.18)를 고려하여 21.2 MPa

로 배합강도 (fcr)를 결정하였다.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확인 결과, 19.9~21.4 MPa로 나타났으며 동슬래그를 30%,

50% 혼입한 배합의 경우 증가계수를 고려한 강도의

92%~96%를 발현하였다. f28 27 MPa 계열의 경우와 비교

하였을 때 18 MPa 계열에서 동슬래그 혼입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일반배합보다 적게 발현된 것은 혼합수량 증

가에 따른 강도저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휨강도

배합강도별로 휨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 호칭강도

내에서 휨강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f28 27 MPa의 휨강

도는 5.6~5.8 MPa로 나타났으며, 배합별 강도차이는 두

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f28 18 MPa의 경우에도 동슬래그

혼입률에 따라 0.2~0.5 MPa 정도의 작은 강도 증가가 관

찰되었다. 

3.2.3 공극률

ASTM C643 (Standard test method for specific gravity

and voids in hardened concrete)에 따른 총공극률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7%~18% 수준에서 호칭강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목표 공기량이 동일하

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며, 세

척사 및 부순모래와 같은 유사 대체제 사용시에 비해 다

공성 소재인 동슬래그의 사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

었다. 즉, 동슬래그는 내부의 기공이 폐쇄공극이고 흡수

율 또한 낮아서 콘크리트에 혼입되어도 전체 공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5는 동슬래

그 파쇄 단면에서 관찰되는 공극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이다. 

Fig. 5 Cross-sectional shape of copper slag

Table 5 Experimentally measured mechan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Bleeding

(%)

Comp.

strength

(28day, MPa)

Flexural

strength

(28day, MPa)

Void

content

(%)

Unit 

weight

(kg/m
3
)

27-RF1 0.152 31.2 5.72 17.5 2204.4

27-RF2 0.161 30.5 5.65 17.8 2267.8

27-S30 0.098 32.4 5.79 17.5 2288.0

27-S50 0.146 33.5 5.83 18.4 2456.1

18-RF1 0.165 19.9 3.46 18.7 2215.6

18-RF2 0.174 21.4 3.60 18.9 2246.4

18-S30 0.225 19.6 3.66 18.4 2296.5

18-S50 0.233 20.4 3.95 19.4 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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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단위용적질량

f28 27 MPa 계열의 단위용적질량은 2,200~2,456 kg/m
3

수준이며, 세척사만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밀도가 세척

사보다 큰 부순모래, 동슬래그를 사용한 배합의 단위용

적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도가 2.53인

부순모래를 40% 치환한 배합의 단위용적질량은 세척사

만을 사용한 배합에 비하여 약 2.8%의 증가가 있었으며,

밀도가 3.40인 동슬래그를 30% 치환한 배합은 4.0%의

단위용적질량 증가가 있었다. 동슬래그를 50% 치환한 배

합은 평균 2,456 kg/m
3
으로 세척사만을 사용한 배합에 비

하여 약 11.5%의 질량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동슬래그 50% 치환 배합에서 급격한 질량 증가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동슬래그 사용은 콘크리트 배합의 질

량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슬래

그 사용에 따른 낮은 물-결합재비도 질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f28 18 MPa 계열의 배합도 세척사만을 사용한 배합보다,

부순모래, 동슬래그 등의 사용에 따라 질량의 증가가 있

었으나 그 증가비율은 27 MPa 계열에 비하여 높지 않았다.

3.2.5 단면형상

콘크리트 시편의 배합별 단면형상을 관능적으로 관찰

한 결과, 호칭강도와 관계없이 동슬래그의 점유비율은 비

슷하게 나타났다. 밀도가 큰 동슬래그의 분리가 우려되

었으나, 본 분석을 통해 콘크리트 내에서 동슬래그 분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6은 동슬래그가 포

함된 콘크리트 실험체의 단면을 촬영한 것이다. 

3.3 내구성 실험

3.3.1 중성화 저항성 

1) 촉진 중성화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수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촉진 중성화에 의한 측정결과 중성화 재령 8주까지 f28

27 MPa 계열의 경우 5.9~8.3 mm, f28 18 MPa 계열은 16.1~

18.7 mm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물-결합재비가

높아 콘크리트 내 공극이 많이 존재하는 배합일수록 중

성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7 MPa 계열에서 천연모래를 동슬래그로 50% 대체한

경우 재령 8주에서 5.9 mm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재

령 1, 2주에서는 오히려 동슬래그로 대체하지 않은 배합

보다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18 MPa 계열의 경우도

중성화 재령 1, 2주에서는 일반 배합에 비하여 중성화

속도가 빨랐지만 4주, 8주에서는 일반 배합과 유사한 중

성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슬래그에 의한 강도 증가를 보상하기 위해 결

합재량이 낮아지도록 설정된 배합설계에 의해 총알칼리

량이 저하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특정 경향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Fig. 7은 촉진 중성화 실험결과를, Fig. 8은 대표적인

Fig. 6 Cross-sectional shape of specimen using copper slag Fig. 8 Example of accelerated carbonation depth

Fig. 7 Measured accelerated carbon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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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옥외폭로 중성화

옥외폭로 중성화 측정결과 폭로 재령 8년 경과 후, f28

27 MPa 계열은 4.7~5.2 mm, f28 18 MPa 계열은 7.9~8.5 mm

의 깊이로 중성화가 진행되었다. 촉진중성화와 동일하게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중성화 심도는 작았으며, 동슬

래그를 혼입한 경우 일반배합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중성화된 부분은 매립철근의 피복재 역할을 하는 콘크

리트의 기능 상실로 철근 발청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

등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8년간 옥외폭로시킨 중성화 실험결과값으로부터 중

성화 속도계수를 산출하고 피복두께에 따른 철근위치의

중성화 도달시간을 예측하여 보았다. 이때 적용된 중성

화 예측식은 시간 t의 제곱근에 중성화 속도계수 A를 곱

하여 중성화 깊이를 산출하는 식이다.

Table 6은 실험에 사용된 배합수준에서 재령별 중성화

깊이의 진행도와 철근 위치까지의 중성화 도달 시간을

예측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수명을 30년

으로 간주할 경우
6)
, 동슬래그를 함유한 조건 역시 중성

화에 의한 한계수명이 목표내구수명을 초과하는 결과이다.

3.3.2 철근부식 저항성 

콘크리트는 알칼리도가 높아 강재표면에 치밀한 부동

태피막 (두께 20~60 × 10
-10

m)이 생겨 일반적으로 철근은

부식하기 어렵다. 그러나 콘크리트 중에 일정량 이상의

염화물 이온 (Cl
-
)이 존재하면 부동태 피막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하기 쉽게 된다. 

철근부식 저항성 실험결과, 실험실에서 제작한 f28

27 MPa 계열 중의 피복두께 20 mm는 10사이클 경과 후

질량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20사이클에서 0.3%

이하, 30사이클에서 0.43% 이하로 매우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피복두께를 30 mm로 모델링한 경우는 철근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한층 우수하여 피복두께의 증가를

통한 철근부식 저항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28 18 MPa 계열의 배합도 27 MPa 계열과 동일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Figs. 9 및 10은 촉진 및 폭로에 의한 철근부식 실험결

과를 통해 나타난 부식 상태를 면적률로 표현한 것이며,

실험체의 피복두께별로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촉진 실험에 의한 결과는 피복두께에 의

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폭로 조건에서는 피복두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촉진

실험은 염수에 의한 부식을 의도한 것으로서, 염수의 확

산이 30 mm까지 용이하게 진행된 반면, 폭로 실험은 중

성화에 의한 것으로 8 mm 정도의 중성화가 진행되었지

만, 국부적으로 중성화 깊이가 피복두께를 초과된 부위

에서 부식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은 촉진싸이클에 따른 철근의 질량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이며, Fig. 12는 철근 부식이 가속됨에 따른 콘

크리트 실험체의 외관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실제 폭로 조건에 의미를 둘 경우, 모든 실험조

건에서 동슬래그 30%의 함유조건은 세척사만을 사용한

A t

Table 6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s by type of mix

proportions and time for carbonation to reach rebar

Variable

Carbonation

depth

(mm)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s*

Time for carbonation

to reach rebar (year)

Cover

(20 mm)

Cover

(30 mm)

27-RF1 4.7 1.66 144.8 325.8

27-RF2 5.2 1.84 118.3 266.2

27-S30 4.9 1.73 133.2 299.8

27-S50 5.1 1.80 123.0 276.7

18-RF1 8.0 2.83 50.0 112.5

18-RF2 8.5 3.01 44.3 99.6

18-S30 7.9 2.79 51.3 115.3

18-S50 8.2 2.90 47.6 107.0

*Values calculated based on the results of 8 year-long car-

bonation exposure test

Fig. 9 Example of rebar corrosion state (accelerated test, 2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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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RF1)와 유사한 수준이며, 부순모래 사용의 경우 (RF2)

에 비해서는 보다 양호한 부식 억제 성상을 나타내었다.

3.3.3 염해저항성

1) 염화물 확산계수에 의한 추정

Fig. 13에서 알 수 있듯이 총 통과전하량은 실험체별

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실험결과에 의해 산정된 염화

물 확산계수는 동슬래그를 혼입하지 않고 세척사 만을

사용한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동슬래그의 구성성분

중에 전도성이 양호한 비정질의 금속성분이 소량 함유되

어 있는 관계로 초기 전위차가 결정되나 동일한 강도로

배합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콘크리트 전체의 치밀도가

유사하게 반영되어 통과되는 전위차의 증분이 유사하였

다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배합강도상의 비교를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f28 18 MPa

계열과 27 MPa 계열 간에 전체적으로 ±3.5 × 10
-8
cm

2
/sec

Fig. 10 Example of rebar corrosion state (exposure test, 20 cycles)

Fig. 11 Measured weight reduction ratio caused by corrosion

of rebar

Fig. 12 Example of surface state of concrete after accelerated

corrosion test

Fig. 13 Passing current during chloride diffu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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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확산계수의 증감이 관찰되었다.

해수 중에 침지한 실험체는 표면염화물량 (Co)과 콘크

리트 내부의 염화물량 (C)을 실측하고 C / 2C0와 표면으

로부터의 거리 (x)를 정규확률지 상에 도해하여 얻게 되

는 구배 에서 확산계수(D)를 구할 수 있다. 

Tables 7 및 8은 콘크리트 내부의 염화물 분포를 curve-

fitting한 것으로 Tang & Nilsson의 촉진실험 방법에 의

해 계산된 이론농도곡선과 비교한 예이다. 

2) 길이변화율

해수침지시 콘크리트의 수축 및 팽창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체를 울산 신항만에 침지한 3개월까지의 길

이변화 안정성의 예로 f28 27 MPa 계열에서 0.15~0.35%

의 길이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정리하여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동 그

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담수 0.01%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크게 팽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수 중의

성분에 의한 팽창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반 배합에 대한 길이변화율의 변

동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슬래그 골재 사용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X선 회절분석 결과 해수침지 및 담수침지 시편

모두 대부분의 시료에서 골재의 주성분인 SiO2, 석회암

의 주성분인 CaCO3, 석탄회의 주성분인 CaAl2Si2O8 성

분이 검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동슬래그 콘크리트의 해

수 침지에 따라 에트린자이트와 같은 수화팽창기구의 발

견은 어려웠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화생성물의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

멘트페이스트가 아닌 콘크리트 시편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미분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

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골재의 주성분이 검출된 것

으로 판단된다.

3.3.4 동결융해 저항성

실험대상 콘크리트의 동해 저항성에 대한 평가 결과로,

동결융해 150사이클이 경과된 공시체의 상대동탄성계수

는 모두 92%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f28 27 MPa 계열의 경

우 96% 이상, f28 18 MPa 계열의 경우도 94% 이상의

상대동탄성계수를 나타내 150사이클 경과까지는 동해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Fig.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50사이클 경과

후 f28 27 MPa 계열의 배합은 질량 감소가 거의 없었으며,

표면상태 또한 Fig. 17과 같이 초기와 비슷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f28 18 MPa 계열의 배합은 150사

이클 경과 후 0.9~1.5%의 질량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표면의 탈락현상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3.3.5 알칼리-골재반응 저항성

알칼리-골재반응 실험결과 3개월 경과 후 동슬래그를

1 2Dt

Table 7 Computation of diffusion coefficients using normal probability paper (f28 27 MPa series)

SEA

sand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3754 0.1702 0.0167 0.0019 0.0002 0.0002 0.0002

31.055 14.084 1.3791 0.1530 0.0157 0.0157 0.0149

□
 t = 0.5yr = 15,552,000sec, C0 = 0.6044wt%, x3σ = 3.659 cm,

 D = = 4.784 × 10
−8

cm
2
/s

SEA sand 

+CRU

sand 4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3987 0.1891 0.0167 0.0020 0.0002 0.0002 0.0002

30.277 14.357 1.2666 0.1549 0.0152 0.0152 0.0152

○
 t = 0.5yr = 15,552,000sec, C0 = 0.6585wt%, x3σ = 3.654 cm,

 D = = 4.768 × 10
−8

cm
2
/s

SEA sand 

+COP

slag 3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3380 0.1751 0.0167 0.0019 0.0002 0.0002 0.002

28.095 14.551 1.3857 0.1554 0.0150 0.0150 0.0133

■
 t = 0.5yr = 15,552,000sec, C0 = 0.6015wt%, x3σ = 3.673 cm,

 D = = 4.820 × 10
−8

cm
2
/s

SEA sand 

+COP

slag 5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3481 0.1734 0.0167 0.0017 0.0002 0.0002 0.0002

28.833 14.363 1.3826 0.1433 0.0141 0.0141 0.0133

●
 t = 0.5yr = 15,552,000sec, C0 = 0.6036wt%, x3σ = 3.684 cm,

 D = = 4.754 × 10
−8

cm
2
/s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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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한 실험체는 0.075%의 수축이 있었으며 세척사, 쇄

석, 쇄사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6개월 경과 후는

3개월의 결과에 비하여 수축현상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다. Fig. 18은 알칼리-골재반응의 길이안정성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칼리-골재반응에 대

한 모르터바법 판정기준은 3개월 경과시 0.05%, 6개월

경과시 0.1%의 팽창률 이하이면 골재는 무해로 판정하

며 사용된 모든 골재가 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슬래그를 포함하여 본 내구성 실험에 사용된

모든 골재는 알칼리-골재반응이 매우 적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8 Computation of diffusion coefficients using normal probability paper (f28 18 MPa series)

SEA

sand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4314 0.1857 0.0187 0.0019 0.0002 0.0002 0.0001

37.152 15.993 1.6096 0.1602 0.0156 0.0146 0.0121

□
 t = 0.5yr = 15,552,000sec, C0 = 0.5801wt%, x3σ = 4.59 cm,

 D = = 5.886 × 10
−8

cm
2
/s

SEA sand 

+CRU

sand 4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4088 0.1916 0.0190 0.0190 0.0002 0.0002 0.0002

35.130 16.461 1.6362 0.1624 0.0163 0.0156 0.0129

○
 t = 0.5yr = 15,552,000sec, C0 = 0.5818wt%, x3σ = 4.086 cm,

 D = = 5.965 × 10
−8

cm
2
/s

SEA sand 

+COP

slag 3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4555 0.1800 0.0188 0.0019 0.0002 0.0002 0.0002

38.164 15.260 1.5937 0.1567 0.0153 0.0144 0.0136

■
 t = 0.5yr = 15,552,000sec, C0 = 0.5898wt%, x3σ = 4.047 cm,

 D = = 5.850 × 10
−8

cm
2
/s

SEAsand 

+COP

slag 50%

Depth (cm) 0.5 1.5 2.5 3.5 4.6 5.5 6.5

Cl
-
(wt%) 0.4088 0.1892 0.0185 0.0018 0.0002 0.0002 0.0002

35.686 16.158 1.6106 0.1580 0.0140 0.0157 0.0148

●
 t = 0.5yr = 15,552,000sec, C0 = 0.5728wt%, x3σ = 4.065 cm,

 D = = 5.904 × 10
−8

cm
2
/s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C

2C
0

---------- 100×

x
3σ
3

---------⎝ ⎠
⎛ ⎞

2
1

2t
-----×

Fig. 14 Measured length variation

Fig. 15 Results of freezing-thawing cyclic test  (relative resilient

modulus)

Fig. 16 Results of freezing-thawing cyclic test  (weight lo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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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황산염 저항성

Figs. 19 및 20은 황산염 반응에 의한 체적팽창과 이로

인한 질량 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f28 27 MPa

계열의 배합은 재령 180일 경과 후 질량이 감소하였으

나 매우 소량이며, 길이변화율은 재령 30일까지는 수축

을 하다 그 후부터 다시 팽창하여 재령 180일에는 약

0.1%대의 팽창률을 나타내었다.

f28 18 MPa 계열은 재령 30일까지는 질량감소가 없었

으나 재령 90일에서 약 0.01%가 감소하였으며, 재령 180

일에서는 0.05%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길이

변화율은 30일까지는 0.1%~0.3%까지 수축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 팽창현상이 관찰되었으나, 변동추세가 완만하고

초기길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동슬래그 혼입에 따른 질량 변화는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척사 및 유

사 대체골재 사용시와 동등 수준의 화학 안정성을 발현

하였다. 따라서, 해수 중의 유해성분에 대한 저항성 분

석 결과 및 본 황산염 저항성 실험결과를 통해 오·폐

수 처리시설 등에서도 동슬래그 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함

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동슬래그 골재를 함유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대해 촉

진 및 폭로실험에 의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18 MPa 및 27 MPa를 모델로

천연모래 만을 사용한 경우와, 미분함량이 많은 부

순모래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동슬래

그 30% 및 50%를 치환한 경우를 예로 내구성을 검

토한 결과, 30% 치환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천연모래

를 사용한 배합과의 내구특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순모래를 사용한 경우는 대체

로 50% 치환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폭로실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6개월간 해수에 침

지시킨 콘크리트의 팽창균열 등 주목할만한 성능저

하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성화 및 철근부식

실험체의 8년간 폭로결과에서도 천연모래만을 사용

한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함은 물론,

저품위인 18 MPa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피복두께

20 mm까지 중성화에 도달하는 물리적 수명을 50년

이상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폭로실

험과 함께 수행된 각종 촉진실험은 실험체간의 상

대적 우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폭로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상기 내구성 실험결과와 선행된 연구성과를 통해

Fig. 17 Surface state after freezing-thawing cyclic test (150

cycle)

Fig. 18 Result of length variation by AAR

Fig. 20 Result of length variation by sulfate attack 

Fig. 19 Result of weigh variation by sulfate attack



78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0권 제6호 (2008)

천연모래 대신 동슬래그를 30% 정도 치환하여 사

용함에 있어 특이할만한 공학적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동슬래그를 건설용 골재로

활용할 경우, 현재 심화되고 있는 골재 수급난의 현

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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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의 제련과정에서 생성되는 동슬래그의 건설용 골재 활용이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

재까지 장기적인 안정성 즉, 내구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자료가 미흡하여 실용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동슬래그를 천연모래(잔골재)의 부분 치환재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내구적 특성을 18 MPa 및 27 MPa급

상용 콘크리트에 대해 촉진 및 폭로 실험을 수행하여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동슬래그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가속시키기 위

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동슬래그 30% 치환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천연모래를 사용한 배합과의 내구특

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순모래를 사용한 경우는 대체로 50% 치환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8년간 진행된 폭로실험 결과에서도 천연모래만을 사용한 경우와 대비하여 동등한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함은 물론,

저품위인 18 MPa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피복두께 20 mm까지 중성화에 도달하는 수명을 50년 이상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동슬래그, 산업부산물, 잔골재, 내구성, 폭로실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