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

가공된 순환자원을 시멘트 혼화재로 활용한 흙 시멘트 공시체의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

최우석*, 하은룡, 김은섭, 정승환

A Study on Strength Properties of Soil Cement Specimen using 

Processed Recycle Resources as Cement Admixtures

Woo-Seok Choi*, Eun-Ryong Ha, Eun-Sup Kim, Seung-Hwan Jung

Abstract In this study, an influence of mixing ratio among firing oyster shell, non-firing oyster shell, magnetic 

separated converter steel slag and fly ash used as admixtures on strength properties of soil cement was evaluated 

by correlation analysis among compressive strength, deformation modulus and mixing ratio of admixtures. As a 

result, the strength of the specimens containing non-firing oyster shells was found to be larger than that of firing 

oyster shells, and it was confirmed that firing oyster shells could negatively affect the strength of soil cement 

specimens unlike previous studies. In add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magnetic separated 

converter slag and strength properties, so it is confirmed that it can be used as an admixture.

Key words Soil cement, Oyster shell, Firing burning, Converter slag, Magnetic separation, Correlation analysi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소성 굴패각, 비소성 굴패각, 자력선별된 전로 제강슬래그와 Fly ash를 혼화재로 활용하였을 

때 각 재료가 흙 시멘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와 배합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비소성 굴패각을 배합한 공시체 강도가 소성 굴패각을 배합한 공시체 강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와 달리 소성 굴패각이 흙 시멘트 공시체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력 선별된 전로 제강슬래그 비율과 강도 특성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이를 

혼화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핵심어 흙 시멘트, 굴패각, 소성, 전로 제강 슬래그, 자력 선별, 상관분석

1. 서 론

흙 시멘트는 흙에 시멘트를 중량기준 5∼15% 섞어 

안정처리 하는 개념으로 연약지반 개량, 구조물 기초, 

기초지반 보강, 가시설 벽체, 제방 보강, 히빙 및 보일링 

저감대책, 그라우트 몰탈, 개착터널공법 적용 시 복토 

등의 재료로써 활용된다(Shin et al., 2005; 한국연구재

단, 2014; Choi et al., 2016). 최근 지반공학 분야에서 

흙 시멘트의 활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흙 시멘트에 사용

되는 시멘트 수량을 대체하고 성능을 증진시키는 시멘

트 혼화재로써 고로슬래그, Fly ash, 굴패각 등의 순환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Yoon and Kim, 

2006; Cokca et al., 2009; Ko, 2009; Park, 2009; Wang 

et al., 2013; Arribas et al., 2015; Choi et al., 2017).

이러한 시멘트 혼화재로써 순환자원의 역할은 잠재수

경성이나 포졸란(Pozzolan) 반응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강도 증진 효과를 꾀하는 것 외에도 콘크리트에서 골재

의 역할과 같이 건조수축저감 및 보강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혼화재 효과를 확인하

는 방법은 혼화재가 배합된 흙 시멘트 공시체의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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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후 그 원인을 잠재수경성 및 포졸란 반응의 화학

식으로 제시하고, SEM촬영에 의해 반응물의 미세구조

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도 증진에 있어서 각 재

료가 끼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러한 연유로 아직까지 시멘트 혼화재로써 순환자원의 

활용은 관련 연구 및 사례가 누적된 고로슬래그나 Fly 

ash로 국한되어 있고 그 외의 재료들의 활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멘트 혼화재로 쓰이는 다양한 종류

의 순환자원을 혼합하여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강도 차

이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서 활동도가 부진하였던 

순환자원들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화재로써 특성이 연구된바 있는 굴패

각과 전로 제강슬래그, Fly ash를 흙 시멘트에 쓰이는 시

멘트를 대체하는 혼화재로써 활용하고, 굴패각과 전로 제

강슬래그의 배합비에 따른 강도 특성을 확인하였다. 상세

하게는 자력선별 된 전로 제강슬래그와 소성 굴패각, 비소

성 굴패각을 시멘트, Fly ash와 혼합하여 각각의 배합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고, 강도 및 탄성계수와 

배합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재료가 공시체의 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굴패각, 전로 제강슬래그

의 시멘트 혼화재로써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순환자원의 화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혼화재로써 활용한 굴패각(OS), 전로 제

강슬래그(CS), Fly ash(FA)에 대한 화학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XRF 실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굴패각

(OS)은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비료 업체로부터 구입

한 것으로 Ca 성분을 90% 이상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로 제강슬래그(CS)는 광양 제철소 재활용 업체

로부터 구입하였으며, Si, Fe, Ca 가 주를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났다. Fly ash(FA)는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

한 Fly ash로 Si, Al을 주 성분으로 함과 동시에 CaO 

함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F급 Fly ash로 판단된다. 

XRF 실험에 의해 확인된 순환재료의 화학성분은 일

반적인 굴패각, 전로 제강슬래그. F급 Fly ash의 화학성

분 범위와 유사하며(Yoon and Kim, 2006; Choi et al., 

2013; Kim, 2015), 각 재료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험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재료로 판단

된다.

2.2 굴패각 가공 조건

굴패각 가공은 일반적으로 세척, 분쇄, 소성으로 이루

어지며 세척 및 분쇄는 구입 당시 완료된 제품을 구입

하는 것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

(Yoon and Kim, 2006; Lee et al., 2009) 를 활용하여 

소성만을 실시하였다(Fig. 1). 가공조건은 Table 2와 같

으며, 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성 전후의 굴패

각에 대해 XRD 실험을 실시하였다. XRD 실험결과

(Fig. 2, Fig. 3) 소성 전 굴패각의 Ca는 99%의 탄산칼

슘(CaCO3)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소성 후 굴패각의 Ca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unit : %)

Material
XRF analysis (%)

SiO2 Al2O3 Fe2O3 CaO K2O MgO Na2O MnO P2O5 TiO2 etc.

OS 4.24 1.17 0.71 90.40 0.27 0.50 1.70 0.40 0.27 0.15 0.17

CS 19.27 4.43   31.18  32.03  0.12   4.79   0.54   3.25   2.57   0.85   0.97 

FA 57.73 20.15 8.41 6.14 1.23 1.71 1.07 0.10 0.35 1.63 1.48

(a) Roaster Kiln (b) Oyster shell after firing

Fig. 1. Firing b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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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78% 석회(CaO), 20%의 탄산칼슘(CaCO3)형태

로 변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성 굴패각의 CaO는 

SiO2, Al2O3, Fe2O3와 에트링자이트(Ettringite) 반응 및 

포졸란 반응하여 고형물질을 생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시체의 강도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한다(Yoon and 

Kim, 2006,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굴패각을 소성 

전의 비소성 굴패각과 소성 후의 소성 굴패각으로 구분

하여 굴패각을 혼화재로써 역할이 미립의 재료가 첨가

됨에 따라 비표면적을 늘림으로서 강도를 증진시키는 

보강재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패각 내 CaO에 

의해 수화반응을 도와주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3 전로 제강슬래그 가공 조건

전로 제강슬래그(CS)의 가공은 자력선별 후 75 µm

이하로 파분쇄하는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제강슬래그의 

자력선별에 관한 연구(Kim, 2015, Choi et al., 2017)에 

의하면 1500 Gauss에서 제강슬래그를 자력선별하여 분

류한 Fe가 많은 제강슬래그는 중금속 오염 토양 안정화

Table 2. Conditions of firing burning 

Paticle size Equipment Firing temperature Firing Time

<75 μm Roaster Kiln 900°C 4 hour

Fig. 2. XRD result of oyster shell before firing

Fig. 3. XRD result of oyster shell after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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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자석에 붙지 않은 제강슬

래그는 Ca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력에 의해 붙지 않고 남은 제강슬래그

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력선별에 의해 제강슬래그를 Fe가 많은 재료와 Fe

가 적은 재료로 분리 후 Fe가 적은 재료를 파분쇄하여 

이에 대한 XRF 실험을 실시하였다(Fig. 4, Table 3). XRF 

실험결과 선별된 전로 제강슬래그(SCS)는 선별전보다 

Ca 및 Si, Al 성분 합의 총 함량이 각각 1.92%, 1.14% 

증가하고 Fe 함량이 3.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력선별에 의해 증가된 Ca 및 Si, Al 성분은 일반적으

로 시멘트 혼화재로 쓰이는 고로슬래그의 주성분이기

도 하며, 잠재 수경성에 의해 장기강도를 증진시키는 

성분이다. 따라서 선별된 전로 제강슬래그는 선별하기 

전의 전로 제강슬래그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4 대상 시료 및 실험 방법

2.4.1 대상 시료

흙 시멘트 공시체의 대상 시료은 전라남도 여수 여자

만 갯벌에서 채취하였으며, 대상 시료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75 µm이하의 흙이 50% 이상이고, 액

성한계 및 소성한계 실험결과로 확인된 특성으로 보았

을 때 압축성이 낮은 점토로 분류되나 나머지는 대부분 

모래 입도의 흙으로 확인되었다. 

2.4.2 배합비

흙 시멘트 공시체의 배합비는 전체 안정화제 중량비

중 시멘트 비율 50%, 60%, 7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나머지 부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각 

순환자원의 비율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Table 5). 상세하게는 굴패각 및 Fly ash 비율은 기존 

연구(Kim, 2007)에서 이미 1:0.8 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용하였으며, 전로 제강슬래그 중량과 굴

패각 및 Fly ash 중량합의 비율을 4가지 Case로 하여 

총 12가지 Case의 배합비를 결정하였다. 이중 굴패각은 

소성 굴패각, 비소성 굴패각 모두 적용하게 되므로 총 

24가지 Case에 대한 배합비를 선정하여 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2.4.3 실험 조건

실험은 흙 시멘트 공시체의 제작과 압축강도 실험방

법에 관한 기준인 KS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

험 방법) 및 KSF 2329(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실험 조건 및 실험 전경은 Table 6, 

Fig. 5과 같다.

(a) Magnetic separator (1500 Gauss) (b) Classifiers for converter slag

Fig. 4. Magnetic separation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converter slag after magnetic separation (unit : %)

Material
XRF analysis(%)

SiO2 Al2O3 Fe2O3 CaO K2O MgO Na2O MnO P2O5 TiO2 etc.

SCS 19.59 5.25 27.70 33.95 0.14 5.41 0.53 3.15 2.48 0.80 0.98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soil

Content Gs
Passing sieve 

4.75 mm (%)

Passing sieve 

75 μm (%)
LL (%) PL (%) USCS

Wfield 

(%)

A 2.69 99.985 51.0 30.3 18.7 CL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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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x proportion of soil cement specimen

Content

Mix proportion (g)

Cement

(C)　
SCS　 OS* FA Accelator* Water　

W/S

***
Soil No.

C50 90.0

5.0 47.2  37.8  

1 180.0 1

1,200

1

20.0 38.9  31.1  2

35.0  30.6  24.4  3

50.0  22.2  17.8  4

C60 108.0

4.0  37.8  30.2  

1 180.0 1

5

16.0  31.1  24.9  6

28.0  24.4  19.6  7

40.0  17.8  14.2  8

C70 126.0

3.0  28.3  22.7  

1 180.0 1

9

12.0  23.3  18.7  10

21.0  18.3  14.7  11

30.0  13.3  10.7  12

* OS : 2case of firing oyster shell and non-firing oyster shell

**Accelator : KOH

***W/S : Water - Stabilizer ratio

Table 6. Preparation method for specimen and curing

Content

Test standard KSF 2328, KSF 2329 

Compacting Method

Energy of compacting 5.63 kg･cm3 (Method A)

Number of compaction layer 6

Number of compacting for each layer 9

Curing condtion Wet curing
Temperature (°C) 23°C (±2)

Relative humidity (%) 95%

Curing time 7days, 28days, 60days, 90days

(a) Curing of specimens (b) Compressive strength test

Fig. 5. Curing and compressive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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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관분석

2.5.1 이론적 배경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연속형인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검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상관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상관계수(Correlation analysis)는 

변수가 특정 분포를 따를 것이라 가정하에서 분석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변수가 특정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이 없는 상태에

서 분석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인 재료의 

비율과 강도특성은 선형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

로 상관분석에 있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Chung et al., 2008; Lee et al., 2016).

피어슨 상관계수 계산은 두 변수 간의 공분산(Covariance) 

분석에서 시작한다. 공분산이란 두 개 변수의 개별 관

측 값들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 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공분산의 값이 양의 값(+)이면 한 변수

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의 값도 증가함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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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계수(R)는 표준화된 공분산 값으로 공분

산을 각 변량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이다. 

공분산과 마찬가지로 R의 값이 양의 값(+)이면 두 변수

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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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값은 -1≤R≤+1의 범위를 가지며, R=1인 경우 반

지름과 원둘레의 관계처럼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

미하고 R=-1인 경우 사용한 연필의 길이와 남은 연필

의 길이의 관계와 같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

다. R=0이면 두 변수 간의 아무런 선형의 관계가 없이 

완전히 독립적임을 의미한다(Chung et al., 2008).

2.5.2 SPSS

상관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로서 1969년 미국 시카고 대학

에서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를 활용하여 

강도 및 탄성계수와 재료 배합비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를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일축압축강도

Fig. 6, Fig. 7에 일축압축 강도 실험결과를 도시하였

다. 모든 Case에서 양생일수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였으

며, 특히 28일 이후에 강도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시멘트계 안정화제와 달리 60일, 90일 이상 장

기적인 강도증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성 

굴패각과 비소성 굴패각을 비교하였을 때, 소성 굴패각

이 공시체의 장기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Case의 강도보다 비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Case가 강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성 굴패각이 비소성 굴패각에 비해 효과를 나타내

지 못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전로 제강슬래그

를 공시체에 혼합하였으므로 제강 슬래그가 굴패각 내 

CaO의 반응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로 제강슬래그는 굴패각 

내 CaO와 수화 반응 및 포졸란 반응을 할 수 있는 Si, 

Al, Fe가 약 53% 포함되어 있고, 전로 제강슬래그가 전

체 안정화제의 3%미만 혼합된 NO. 1, 5, 9에서도 소성 

굴패각의 효과가 비소성 굴패각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가정을 원인으로 추

측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원

인으로는 XRD 실험 결과로 나타난 소성 굴패각에서 

CaO 성분이 78%로 측정된 것은 실험시 사용한 시료에

서만 특정지어 나타난 결과이며, 충분히 소성되지 않은 

시료가 공시체 제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2004)에 따르면 굴패각 소성시 결

정들이 응집되어 굴패각의 비표면적이 작아지게 된다

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소

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는 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CaO 성분이 부족함과 동시에 오히려 재료의 비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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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감소된 굴패각이 혼합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더 큰 비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보다 

강도가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2 탄성 계수

일축압축시험에서 탄성계수를 계산하여 Fig. 8, Fig. 9

에 도시하였다. 탄성계수 또한 일축압축강도와 마찬가

지로 소성 굴패각보다 비소성 굴패각이 더 높게 나타남

이 확인되었다.

Case 별 일축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결과를 종합하였

을 때, 비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의 NO. 4, 6, 7, 

10, 11, 12 Case가 강도특성이 다른 Case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강도 및 탄성계수가 높게 나왔으며, 언급된 

Case는 모두 전로 제강슬래그가 굴패각에 비해 많이 혼

합된 Case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에서의 시멘트 혼화재로써 성능은 전로 제강슬래

그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NO. 4 Case의 경우 

전체 안정화제 중량대비 전로 제강슬래그 혼합률이 

27.7%이므로 자력선별한 전로 제강슬래그를 전체 안정

화제 중량대비 27.7% 이상으로 혼합 시에도 효과가 있

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cases mixed converter slag, fly ash and firing oyster shell

Fig. 7. Compressive strength of cases mixed converter slag, fly ash and non-firing oys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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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관분석

각 재료별 비율에 따른 강도 특성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

으로 검토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 결과 값을 도시하였다(Fig. 10∼

Fig. 13). 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의 강도와 탄성

계수는 전반적으로 전로 제강슬래그와 양의 상관관계

를 갖고, 굴패각 및 Fly ash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의 강도

와 탄성계수는 7일, 28일, 60일에서 전로 제강슬래그와

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점점 상관관계 값이 높

아지면서 90일이 되자 양의 상관관계로 바뀌었으며, 굴

패각 및 Fly ash는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상관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값은 대부분 시멘트, 전로 제강슬래그, 굴패

각 및 Fly ash 순서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계수

는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크고, 그 값

이 양수이면 강도 및 탄성계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로 제강슬래그와 굴패각을 

비교해보았을 때 상관계수 값이 양수임과 동시에 굴패

각보다 상관계수의 절대값 또한 큰 전로 제강슬래그가 

혼화재로써 역할을 더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 및 상관분석결과를 모두 놓고 판단하였을 

때, 전로 제강슬래그를 혼화재로 활용시 앞서 언급한대

로 전체 안정화제 중량대비 27.7%이상 활용이 가능할 

Fig. 8. Deformation modulus of cases mixed converter slag, fly ash and firing oyster shell

Fig. 9. Deformation modulus of cases mixed converter slag, fly ash and non-firing oys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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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ment (b) Separated converter slag

(c) Firing oyster shell (d) Fly ash

Fig. 10.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ing ratio of each material and compressive strength in case of specimens mixed 

firing oyster shell

(a) Cement (b) Separated converter slag

(c) Non-firing oyster shell (d) Fly ash

Fig. 1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ing ratio of each material and compressive strength in case of specimens mixed 

non-firing oys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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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ment (b) Separated converter slag

(c) Firing oyster shell (d) Fly ash

Fig. 1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ing ratio of each material and deformation modulus in case of specimens mixed 

firing oyster shell

(a) Cement (b) Separated converter slag

(c) Non-firing oyster shell (d) Fly ash

Fig. 1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ing ratio of each material and deformation modulus in case of specimens mixed 

non-firing oys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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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장기 양생시 강도특성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므로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로 제강슬래그의 상관계수

의 값이 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경우와 비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경우에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로 

제강슬래그 이외에도 수화반응 및 포졸란 반응을 도와

주거나 보강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혼화재의 혼합

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굴패각과 전로 제강슬래그, Fly ash를 

활용하고, 각각의 배합비에 따른 강도 특성과 각 재료

가 공시체의 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멘

트 혼화재로써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성 굴패각을 혼합한 공시체보다 소성하지 않은 굴

패각을 혼합한 공시체의 강도 및 탄성계수가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

로, 굴패각 소성에 의해 CaO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 채로 비표면적만 증대시킨 것이 원인으로 판단

된다. 

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은 기존 연구와 굴패각 원

료, 소성조건, 입도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또

한 굴패각을 소성시 혼화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소성 굴패각이 혼화재로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보다 소성 굴패각의 경우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에 비하여 혼화재로써 활용도

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강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소성 굴패각을 시멘트 혼화재로써 재

활용함에 있어서는 배합에 따른 강도 실험이 꼭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관분석 결과 공시체 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재료는 시멘트, 전로 제강슬래그이며, 굴패각, Fly 

ash 는 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력 선별된 전로 제강슬래그가 잠재수경성에 의

하여 강도를 증진시킨 것인지 미분말로써 보강재 역

할을 한 것인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시멘트 

혼화재로써 연구가 미미하였던 전로 제강슬래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전로 

제강슬래그를 고로 슬래그처럼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혼화재와 다양한 배합비로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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