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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휨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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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erformed to evaluate the flexural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with electric arc fur-

nace oxidizing slag aggregates. Electric arc furnace slag is a by-product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refining scrap steel. The elec-

tric arc furnace slag can be used as a concrete aggregate, because it mainly consists of CaO and SiO2, similar to natural rocks and

minerals. Three rectangular columns with various types of aggregate were cast to test in flexure. All of the test specimens had a

cross-section of 250 × 250 mm and a height of 1,500 mm in test region. The specimens were designed to apply reversed cyclic anti-

symmetric moment and constant axial for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mens with electronic arc furnace oxi-

dizing slag aggregates had superior flexural performance than the specimen with natural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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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골재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골재자원 고갈 문제 및

골재 수급불균형 문제로 골재채취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천연골재를 대신할 대체자원에 관한 연

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산

업부산물인 철강슬래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철의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는 크게 2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선 공정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

와 고로슬래그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제강슬래그

는 전기로슬래그와 전로슬래그로 나눌 수 있다. 고로슬

래그 미분말은 시멘트의 대체재료 등 비교적 고부가가치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제강슬래그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며 대부분 저부가가치적인 노반재 및 지반 개량재,

성토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강슬래그가 고로슬래그

와 달리 대부분 노반재나 성토용 등 저부가가치적인 용

도로만 사용되었던 이유는 과거의 철강 정련공정 중 산

화 정련공정과 환원 정련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환

원 슬래그에 포함된 유리마그네슘(free-MgO) 및 유리석

회(free-CaO)에 의한 팽창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제강 기술의 발달로 산화환원 정련공정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유리마그네슘 및 유리석회의

함유량이 매우 낮은 산화슬래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

다.
1,2)

일본의 경우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공정 관리를 통한 골재의 체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콘크

리트용 골재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3)
 국내의 경우

2011년에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에 대한 산업규정(KS

F 4571)
4)
이 개정되면서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제강슬래

그를 활용한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대부분 골재의 안정화 처리 방법에 관한 것

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구조부재 적용을 위한 연구는 미

진한 상태이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평균 절건밀도가 3.6 g/cm
3
 정도

로 일반골재에 비하여 단위용적중량과 골재의 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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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따라서 이러한 중량의 특징을

적극 고려하여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는 지하 구조물이

나 옹벽, 댐과 같이 중량을 요하는 구조물에 적용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구조용 콘크리트

골재로 활용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류득현 등
2,5)
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보통강도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및 부착 성능을 평가하

였으며 그 결과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와 동등 이상

의 휨 및 부착 성능을 확인하였다. 김상우 등
1)
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횡구속 거

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면이 150 mm이고 높이가 300

mm인 원형 실린더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 결과,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

체는 천연골재 실험체와 동등 이상의 횡구속 효과를 발

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

래그 골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복 횡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휨 성

능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사용 재료

실험에 사용된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의 화학적 조성

및 품질기준을 Tables 1과 2에 나타내었다. 전기로 산화

슬래그의 화학성분은 산화용해 정련과정에서 생성되는

산화철(FeO), 산화망간(MnO),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

루미늄(Al2O3)과 정련과정을 위하여 추가되는 유리석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3)
 이러한 성분들은 천연골재의 조

성과 유사하며, 포틀랜드 시멘트와 동일한 알칼리성을 나

타낸다.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품질기준
4,6)
은 구조용 골재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율이 2.0% 이

하, 절건밀도가 3.1~4.0 g/cm
3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실험에 사용된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의 절건밀도

및 흡수율 모두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일본의 H사 전기

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리석회 함유

량은 0.15%, 염기도는 1.15로 나타나 관련규준
4)
을 모두

만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천연 굵은 골재와 천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각각 2.59과 2.54 g/cm
3
, 흡수율이

각각 0.80%과 0.88%, 조립률이 각각 6.55와 2.80, 단위

용적중량이 각각 1.54와 1.61 kg/l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1(a)에

나타내었으며, 철근의 기계적 성질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주철근은 항복강도가 300.4 MPa, 탄성계수가 167

GPa, 항복변형률이 0.0018인 D10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횡보강근은 항복강도가 453.0 MPa, 탄성계수가 196 GPa,

항복변형률이 0.0042인 D6 철근을 사용하였다.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AF oxidizing slag

Test item

EAF oxidizing slag aggregate

Coarse aggregate Fine aggregate

KS F 4571
4)

Test result KS F 4571
4)

Test result

Unit volume weight (kg/l) ≥ 1.6 2.20 ≥ 1.8 2.66

Oven density (g/cm
3
) 3.1~4.0 3.78 3.1~4.0 3.77

Absorption ratio (%) ≤ 2.0 0.70 ≤ 2.0 0.20

Percentage of solid volume (%) - 58.8 - 68.4

FM - 7.00 - 2.9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AF oxidizing slag

Composition Fe2O3 CaO SiO2 MgO Al2O3 MnO

Content (%) 21.2 26.7 17.7 5.3 12.2 7.9 Fig. 1 Stress versus strain relationship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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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30 MPa로 계획하였으며, 100 × 200

(mm) 실린더형 공시체를 각 실험체별로 3체씩 제작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실험체 파괴일에 맞추어 시험하

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각 실험체의 평균값

은 AN, AS 및 CS 실험체에서 각각 34.9, 32.1, 35.3

MPa로 나타났다. 여기서 AN은 굵은 골재와 잔골재 모

두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 AS는 굵은 골재와 잔골

재 모두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사용한 실험체, CS는 전

기로 산화슬래그 굵은 골재와 천연잔골재를 사용한 실험

체를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1(b)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체 계획

이 연구에서는 천연골재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기둥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골재 종류를 변수로 총 3체의 실험체

를 계획하였다. 실험체는 전단파괴를 방지하고 휨 파괴

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단경간비를 3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철근은 항복강도가 300.4 MPa인 D10 철근을 총 12개

배근하였다. 횡보강근은 철근비가 1.2%인 D6 철근을

63.3 mm 간격으로 실험구간 전체에 배근하였다.

실험체의 배근상세 및 변형률 게이지의 부착위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총 길이는 2,700 mm, 단면은

250 × 250 (mm)이다. 실험구간은 1,500 mm로 계획하였으

며, 실험체의 상부 스터브는 900 × 400 × 600 (mm), 하부

스터브는 1,200 × 400 × 600 (mm)로 제작하였다. 횡보강근

의 배근형태는 내외부 띠철근이 있는 일반적인 배근형태

로 계획하였다. 주근 및 횡보강근의 변형률을 계측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실험구간에 있는 주철근과 횡보강

근에 일정한 간격으로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가력방법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 kN 용량

의 액츄에이터(actuator)를 사용하여 일정한 축력을 가력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reinforcement

Steel bars As (mm
2
) fy (MPa) fu (MPa) Es (GPa)

D10 71.3 300.4 395.3 167

D6 28.3 453.0 456.0 196

Table 4 Concrete mix properties

Specimens

Design 

strength 

(MPa)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AD

CF-AN 30 41.2 45.5 180 383 750 905 3.06

CF-AS 30 45.2 47.0 175 341 1141 1251 2.71

CF-CS 30 42.7 46.5 175 361 784 1248 2.87

Table 5 Properties of specimens

Specimens

Aggregate
fck

(MPa)

Reinforcement

ρs a/dCoarse

aggregate

Fine

aggregate
Longitudinal Transverse

CF-AN Natural Natural 34.9
12-D10

fy = 300.4 MPa

D6@63.3 mm

fy = 453.0 MPa
1.2% 20% 3.0CF-AS Slag Slag 32.1

CF-CS Slag Natural 35.3

N

bdfck
------------

Fig. 2 Details of specimens (unit: mm)

Fig. 3 Test setup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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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500 kN 용량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반복 횡하

중을 가력하였다. 또한 횡하중 가력시 수평유지와 편심

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프레임에 수평 유지

장치를 설치하였다. 하중재하 방법은 Fig. 4에 나타낸 것

과 같이 일정한 축력을 가력한 상태에서 횡하중을 주철

근의 항복시 변위를 기준으로 증가시키되 각 하중 단계

별로 2회 반복(cycle)하였다.

3. 실험 결과

3.1 하중-변위 관계

실험에서 계측한 하중-변위 관계는 Fig. 5에 나타내었

으며, Table 6은 각 실험체의 최대하중과 항복모멘트 및

최대모멘트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모든 실험체는 주철근의 항복이 선행한 후 단부에

서 압축 파괴하는 전형적인 휨파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5와 Table 6에 나타낸 ∆y는 4.1절에서 정의하고 있

는 연성의 정의에 의하여 산정한 항복변위를 의미한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CF-

AN 실험체는 정방향의 최대하중이 100.6 kN으로 실험체

중에서 가장 높은 내력을 나타내었으며, ∆y는 8.1 mm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만을 사용한 CF-

AS 실험체의 경우 정방향의 최대하중은 88.9 kN으로 천

연골재만을 사용한 CF-AN 실험체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났으나, 부방향에서는 최대하중이 101.9 kN으로 CF-AN

실험체보다 높은 내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골재만을 사용한 CF-AS 실험체의 ∆y는 정방향일

때 7.3 mm로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CF-AN 실험체의 ∆y

에 비하여 이르게 나타났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굵은 골

재만을 사용한 CF-CS 실험체는 정방향에서 최대하중이

Fig. 4 Reversed cyclic loading history

Table 6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Specimens
fck

(MPa)

fy
(MPa)

Axial load 

ratio (%)

ρs

(%)

∆y (mm)
Peak load

(kN)

My·exp

(kN·m)

Mu·exp

(kN·m)

+ − + − + − + − + − + −

CF-AN 34.9

300.4 20 1.2

8.1 8.0 100.6 97.9 68.6 66.6 75.5 73.4 1.22 1.18 1.22 1.18

CF-AS 32.1 7.3 6.6 88.9 101.9 59.9 70.7 66.7 76.5 1.06 1.25 1.07 1.23

CF-CS 35.3 7.5 6.0 90.4 101.0 62.3 69.6 67.8 75.8 1.10 1.23 1.09 1.22

Mean 1.13 1.22 1.13 1.22

My exp⋅

My ana⋅

-----------------
Mu exp⋅

Mu ana⋅

-----------------

Fig. 5 Lateral force versus displacemen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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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kN으로 CF-AN 실험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정방향일 때 ∆y는 7.5 mm를 나타내어 CF-AS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CF-AN 실험체보다 이른

항복을 보였다.

실험체의 항복 및 극한모멘트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

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항복모멘트는

탄성해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극한모멘트는 콘크

리트구조 설계기준
7)
에 근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복모멘트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

석 결과의 비는 정방향일 때 CF-AS 실험체가 1.06, CF-

CS 실험체가 1.10으로 나타났다. CF-AN 실험체는 1.22

로 다른 실험체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대모멘트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는 정

방향일 때 CF-AN 실험체가 1.22로 나타났으며 부방향일

때는 1.18로 정방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CF-AS 실험

체는 정방향일 때 1.07, 부방향일 때 1.23으로 예측되었

으며, CF-CS 실험체는 정방향일 때 1.09, 부방향일 때

1.2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준
4)
에서 권고하는 소요 휨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기존 휨이론을 이용하여 전기로 산화슬래

그 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항복모멘트와 최

대모멘트를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주철근 및 횡보강근의 변형률

실험구간에 부착한 주철근의 변형률 게이지 값을 이용

하여 하중단계에 따른 주철근과 횡보강근의 변형률 관계

를 구하였으며, 이를 각각 Figs. 6과 7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실험체는 양단부에서 약

d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주철근 변형률이 크게 나타나는

인장이동(tension-shift)이 관찰되었으나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만을 사용한 CF-AS 실험체에서는 파괴가 발생한 실

험체 하단부에서 인장력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철근이 항복변형률을 상회하는 것으로부터

철근의 항복에 의한 휨파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CF-AN 실험체에서는 단부에서

중앙부까지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철근의 변형률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Fig. 6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에 비하여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CF-AS 실

험체와 CF-CS 실험체의 경우 인장 및 압축 단부에서만

변형률이 크게 나타났다.

Fig. 7은 실험구간에 배근된 횡보강근의 각 하중 단계

별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모든 실험체

의 횡보강근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을 하회하고 있어 전단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골재의 종

류와는 무관하게 횡보강근의 변형률 분포는 모든 실험체

에서 양단부의 횡보강근 변형률만이 크게 나타났다.

3.3 균열 및 파괴 양상

최대하중일 때의 실험체 균열양상은 Fig. 8에 나타내

었다. 모든 실험체는 골재 종류에 관계없이 양단부에 휨

균열이 발생한 후 하중의 증가와 함께 주철근이 항복하

Fig. 7 Strain distributions of transverse reinforcement

Fig. 6 Strain distributions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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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휨 균열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둥 단부에서

중앙부로 진전되면서 경사균열로 발전하였다. 이후 단부

콘크리트의 압괴와 더불어 주근의 좌굴현상이 발견되었다.

실험 종료 후 CF-AN 실험체는 다른 실험체에 비하여

콘크리트의 박리가 크게 발생하였고 실험구간 하단부의

압괴와 함께 주철근의 좌굴이 관찰되었다. 또한 다른 실

험체에 비하여 균열이 기둥 중앙부로 많이 진전되는 양

상을 보였다. CF-AS 실험체는 CF-AN 실험체 보다 균열

수와 콘크리트의 박리가 적게 나타났으며, CF-CS 실험

체는 CF-AS 실험체와 유사한 균열양상을 나타내었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연성률

부재의 연성은 부재내력의 큰 저하 없이 변형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연성의 정의는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온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8)

(1)

여기서, ∆u는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변위 이력

곡선에서 최대하중 이후 최대하중의 85%에 해당하는 변

위이며, ∆y는 최대하중의 75% 지점의 접선과 최대하중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항복변위로 정의하였다.
8)

Fig. 10은 앞에서 언급한 연성의 정의를 통하여 산정

한 연성률을 골재의 종류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프이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골재만을 사용

한 CF-AN 실험체의 연성지수는 정방향과 부방향에서 각

각 7.0과 6.6으로 평균 6.8의 변위연성능력을 나타내었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굵은 골재만을 사용한 CF-CS 실험체

는 정방향과 부방향의 연성지수가 각각 6.7과 7.9로 평

균 7.3의 연성지수를 나타내어 CF-AN 실험체와 유사한

연성능력을 보였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만을 사용한 CF-

AS 실험체는 정방향과 부방향에서 각각 8.5와 9.4로 다

른 실험체보다 높은 연성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Fig.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만

을 사용한 CF-AS 실험체에서는 주철근의 인장력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주철근의 부착응력이 천연골재 실험체와

달리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능력에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주철근비와 항복강도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에너지 소산능력

실험에서 계측된 하중-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각 하중

단계별 에너지 소산능력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에너지 소산능력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각 하중단계별 1

사이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였다.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를 사용한 CF-AS와 CF-CS 실험체가 천연골재 실험체인

CF-AN 실험체보다 높은 에너지 소산 능력을 나타내었

다. 특히,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CF-AN 실험체의 경우

6∆y 이후 하중지지 능력을 상실한 반면, 전기로 산화슬

래그 골재를 사용한 CF-AS 실험체와 CF-CS 실험체는

8∆y까지 하중지지 능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실험 종료

시점에서의 에너지 소산 면적의 총합을 비교하여 보면

CF-AS 실험체와 CF-CS 실험체의 누적에너지 소산면적

µ
∆

∆u

∆y

------=

Fig. 9 Definition of ductility

Fig. 8 Crack patterns of specimens at peak load

Fig. 10 Ductility factor according to aggregat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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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F-AN 실험체보다 각각 약 3.5배와 3배 더 높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1절의 연성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에너지 소산 능력이 우수

함을 의미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반복하중을 받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

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휨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는 천연골

재를 사용한 실험체와 유사한 휨강도를 발휘하였으

며,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권고하는 소요 휨강

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2)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는 천연골

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동등 이상의 연성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전기로 산화슬래그만을 사용한

CF-AS 실험체는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CF-AN 실험

체보다 약 1.3배 높은 변위연성지수를 나타내었다.

3)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는 에너지

소산 능력에서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휨 성능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주철근비와 항복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구조부재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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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휨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철 스크랩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천연 광물과 유사한 석회(CaO)

와 실리카(SiO2)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골재로 이용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골재종류를 실험변수로 총 3체

의 직사각형 기둥 실험체를 제작하고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실험구간에서 250 × 250 (mm)의 단면과 1,500

mm의 높이를 가지며, 반복 역대칭 모멘트와 일정한 축력을 받도록 계획하였다. 실험 결과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동등 이상의 휨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RC 기둥, 휨거동, 연성

Fig. 11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ccording to aggregat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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