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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heological properties of cement pastes containing ground Finex-slag (4000, 6000, 7000 cm
2
/g) were investigated by

mini-flow test and coaxial cylinder viscometer. And also blast furnace slag(4000, 6000, 7000 cm
2
/g) were used for comparison.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Finex-slag and blast furnace slag showed very similar trend in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cement pastes. The fluidity of cement pastes blended Finex-slag and blast furnace slag powder were improved by high replacement
ratio. In the relationship of plastic viscosity and yield stress appeared the tendency of the proportion greatly. And in the relationship
of plastic viscosity, yield stress and mini-flow appeared the tendency of the inverse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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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재료로써 시멘트의 고유동, 저열, 고강도화는

세계적인 연구추세이며, 이런 연구는 적은 혼합수로 고유

동성을 갖으며 재료분리현상이 작고, 시공 후에는 고강도

와 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한 시멘트의 개발과, 재료특성을

고려한 시공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1,2)

콘크리트의 고유동, 저열, 고강도특성을 위해 고성능 감

수제, 고성능AE감수제가 개발되었고,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실리카퓸 등의 다양한 혼합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콘크리트 혼합재 중 고로슬래그는 선철

제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잠재수경성 물질로써, 미분말

의 형태로 시멘트에 혼합되어질 경우 장기강도증진, 수화

열 저감, 내구성 증진 등의 시멘트 경화체의 물성을 개선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기존 철강업체에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가 주로 급냉슬래그의 형태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혼합재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제철업체의 기술 개발로

2007년 5월부터 파이넥스(Finex) 공법에 의한 슬래그가 발

생하고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의 고로공법과는 달리

소결공정과 코크스 공정을 생략하여 투자설비 비용과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원료탄과 철광석을 분

탄상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효과가 크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파이넥스 생산 규모는 연산 150

만ton 규모에서 2010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되어 파이넥

스 슬래그 부산물량도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넥스 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한 시멘

트의 특성 중 유동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파이넥스 슬

래그를 4000, 6000, 7000 cm
2
/g로 분쇄하여 물/결합재(이

하 W/B라 함) 0.35, 폴리카복실레이트계 고유동화제(이하

PC라 함) 0.3% 조건에서 치환량을 0, 10, 30, 50, 80 wt%

로 변화시켜 미니플로우 시험과 점도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험을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한 시멘트

에서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및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시멘트는 S사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이하 OPC라 함)를 사용하였으며, 혼합재로 P사의 파

이넥스 슬래그(이하 FS)와 고로슬래그(이하 S/P라 함)를

사용하였다. 두 종류의 슬래그를 각각 비표면적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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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7000 cm
2
/g로 분쇄하였고, OPC와 FS, S/P의 화학조성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조건 및 치환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고성능 유동화제로서는 PC를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산출하

기 위해 예비실험을 통하여 W/B와 PC함량을 선정하였고,

재료분리의 기준은 Fig. 1에 나타낸 페이스트의 형태와

표면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2.1. 미니플로우 시험 및 점도 측정
4,7)

미니플로우 시험은 유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을 달리하고 W/B와 PC첨가량을 고정하

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미니플로우 시험 방법

5)

은 모르타르와 시멘트 페이스트의 시멘트 작업성에 대한

혼합재의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매우 빠

르고 경제적인 시험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

용된 미니플로우 콘은 일반적인 플로우 콘보다 더욱 작

고 플로우와 미니플로우의 결과 값이 우수한 상호연관성

을 나타내고 있는 것
6)
이 특징이다. 시험은 2-3-2 교반법

으로 하였으며 미니플로우 콘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채운

뒤 1분간 정치 후, 콘을 수직으로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

려 페이스트의 퍼짐이 멈추었을 때 중심을 지나는 대각

선 4방향의 평균직경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였다. 

점도시험은 미니플로우 시험과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항온이 가능한 원통형 용기에 넣고 실온에서 회전속도의

범위를 최소 1 rpm에서 최고 150 rpm까지 상승 및 하강

시켜 유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회전식

점도계는 Brookfield사의 RVDVII+(USA)이며, spindle은

SC4-29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니플로우

FS, S/P의 분말도에 따른 치환량을 변화하였을 때 페이

스트의 미니플로우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S 혼합

시멘트의 시험결과는 S/P 혼합시멘트의 결과와 상당히 유

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미니플로

우 측정값이 증가하였으나,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전체

적으로 플로우 값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말도

또는 비표면적이 커짐에 따라 수화활성이 증가하고 입자

간 구속수가 증가하면서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자유수 감

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8) 
또한 선정된 0.3%의

PC 함량 또한 고분말도에서의 적절한 분산력을 주기에

부족하여 유동성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점도

Fig. 3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초기 점도값의 결과를 나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wt%)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Ig.loss Total Basicity

OPC
1

17.29 4.07 3.28 67.58 2.10 3.46 1.23 1.00 99.01 -

FS
2

24.43 18.09 0.54 43.48 9.09 2.72 0.64 0.00 98.99 2.89

S/P
3

29.00 13.52 0.60 49.83 3.48 1.66 0.49 0.01 98.59 2.30

OPC1:Ordinary Portland Cement, FS2:Finex-slag Powder, S/P3:Blast Furnace slag Powder 

Table 2. Experimental Factors

Levels Factors

W/B 0.35

Admixture
Finex slag(FS4, FS6, FS7)

Blast Furnace slag(S/P4, S/P6, S/P7)

Replacement ratios of

mineral admixture
0, 10, 30, 50, 80 (wt%)

Dosages of PC 0.3 (wt%)

FS4, 6, 7(4000, 6000, 7000 cm
2
/g), S/P4, 6, 7(4000, 6000,

7000 cm
2
/g)

PC:Policarboxylate Type Superplasticizer(Solid 20%)

Fig. 1. The paste samples of normal state and segregation.

Fig. 2. Change of mini-flow in cement pastes containing

different fineness of FS and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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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viscosity in cement pastes containing different fineness of FS and S/P.

Fig. 4. Rheological curves of the samples with various replacement ratio of FS and S/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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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측정된 점도값은 치환된 슬래그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표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그 폭은 작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니플로우 결

과 값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분말도 7000 cm
2
/g

에서의 점도는 FS 혼합시멘트가 S/P 혼합시멘트보다 전

체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슬래그의 분말도별 치환량을 변화하였을 때 시멘트 페이

스트의 유동곡선 측정을 통한 전단응력 변화를 Fig. 4에 나

타내었고, 이 그래프로부터 산출한 소성점도 항복응력 값

은 Fig. 5에 Hysteresis loop 면적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

다. 유동곡선의 하강곡선에서 slope는 소성점도, 전단속도 0

에서 전단응력 축의 절편은 항복응력을 의미한다. 분말도

증가에 따라 유동곡선의 slope가 증가하여 소성점도의 값은

증가하며, 항복응력 값들도 증가한다. 또한 Hysteresis loop

의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갖는 의미는 페이스

트의 수화가 진행됨에 따른 붕괴된 구조의 양을 의미한다.
8,9)

소성점도와 항복응력 측정값으로부터 분말도 7000 cm
2
/g

에서의 결과 값이 미니플로우 결과와 다른 경향으로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FS 혼합시

멘트의 경우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소성점도와

항복응력은 각각 50 wt%와 30 wt%를 전후로 하여 증가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S/P 7000 cm
2
/g에서는 소성점도는

동일하게 감소하지만 항복응력 값은 변화를 보였다.

Hysteresis loop 면적은 저분말도에서 S/P 혼합시멘트가 높

게 나타났으나, 분말도 7000 cm
2
/g에서는 FS 혼합시멘트

가 높게 나타나 초기 점도값과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부터 FS 혼합시멘트가 비표면적 증가에 따른 수화활

성과 표면장력 증가로 인한 응집현상이 S/P 혼합시멘트

에 비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점도 측정시간 이후

의 페이스트의 상태를 Fig. 7를 통해 확인한 결과, FS 혼

합시멘트의 경우가 시간경과에 따라 빠르게 분산력을 잃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3. 상관관계분석

본 실험에서는 미니플로우 결과와 점도 실험을 통해 얻

은 소성점도와 항복응력 결과값들을 종합하여 상호연관

성을 고찰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상호연관성 결과로부터 소성점도와

항복응력은 거듭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으로 결정계수(R
2
)

가 0.948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소성점도,

항복응력과 미니플로우의 상관관계로부터 미니플로우와

소성점도, 미니플로우와 항복응력은 각각 지수적 반비례

경향으로 결정계수(R
2
)는 0.765와 0.675로 나타났다.

Fig. 5. Plastic viscosity and yield stress of the samples with

various replacement ratio of FS and S/P contents.

Fig. 6. Hysteresis loop area of the samples with various

replacement ratio of FS and S/P contents.

Fig. 7. State of the pastes after measuring viscosity test (FS7-

80 wt% & S/P 7-80%).

Fig. 8. Relationship of plastic viscosity, yield stress and mini-

flow of FS blended cement. (a) Plastic viscosity & Yield

stress, (b) Plastic viscosity, Yield stress & mini-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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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이넥스 슬래그와 고로슬래그의 분말

도별 치환율을 변화시켜 유동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미니플로우 측정 시험결과 FS 혼합시멘트의 유동특

성은 S/P 혼합시멘트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2. 점도시험에 의한 초기점도 측정결과 치환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점도 값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고분말(7000 cm
2
/g)에서 FS 혼합시멘트의 점성이 동일

실험조건의 S/P 혼합시멘트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점도시험에 의한 소성점도와 항복응력의 상호연관성

을 분석한 결과 거듭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으로 결정계수

(R
2
)=0.948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4. 소성점도, 항복응력, 미니플로우의 상호연관성을 분

석한 결과 지수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고 결정계

수(R
2
)는 각각 0.765, 0.675로 나타났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09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

으로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A. Aguado, R Gettu, and S.P. Shah, “Concrete Technology;

New Trend, Applications,” pp.177-95, RILEM, E & FN

Spon, London, 1995.

2. K. Gancsh Bau, “High Performance Concrete,” ICIIWC-93,

3 169-80 (1993).

3. T. S. Um, “A Study of Effecting Factor in the Reology and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s,” J. Kor. Ceram. Soc., 34

[10] 1027-36 (1997).

4. T. H. Park, M. H. Noh, and C. K. Park, “Characterization of

Rheology on the Multi-ingredients Paste Systems Mixed

with Mineral Admixtures,” J. Korea Concrete Institute., 16

[2] 241-48 (2004).

5. S. Ramachandran, “Mini Slump of Research Techniques,”

pp. 78-9, Concrete Admixtures Handbook, 1995.

6. V. S. Ramachandran, Z. Shihua, and J. J. Beaudoin, “Appli-

cation of Miniature Tests for Workability of Superplasticizer

Cement Systems,” Il Cemento., 85 83-8 (1988).

7. S. K. Yang, W. J. Lee, D. S. Kim, Y. S. Chung, J. S. Ryu,

and J. R. Lee, “Rheological Properties of Cement Using

Admixtures,” J. Korea Concrete Institute., 15 [1] 271-75

(2003).

8. C. D. Yoo, “Effect of Blastfurnace slag Fineness on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Cement Pastes,” J. Kor. Ceram.

Soc., 44 [2] 103-09 (2007).

9. H. S. Park, “Rheological Properties of Cement paste

Blended Blast Furnace slag or Fly Ash Powder,” J. Kor.

Ceram. Soc., 45 [6] 336-44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