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부 단백석, 화강암, 화강암질 안산암, 사암, 점판암, 규질암 

등 비결정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골재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반응

하여 콘크리트에서 과도한 팽창, 균열 등을 초래하여 구조물을 훼손

한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따뜻하고 다습한 환경에

서 골재의 활성 실리카 성분과 시멘트의 알칼리(

 또는 


) 

성분 사이의 반응이며 이를 알칼리-실리카 반응(Alkali- Silica 

Reaction, ASR)이라 한다. 국내 골재의 품질은 양호하여 ASR에 의

한 피해가 잦지는 않으나 90년대 이후 쇄석골재의 사용양이 증가하

였고, 실제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서 ASR에 의한 손상이 보고된 바가 있음을 근거로 할 때(Hong et 

al. 2006) 향후 몇 년 이내로 ASR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ASR을 감소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첨가제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실리카 품과 같은 포졸란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강

도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혼화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품의 단가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혼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산업부산물 중 하나인 페로니켈슬래그

(Ferronickel Slag, FNS)는 카드뮴, 납, 브롬, 염소 및 아크롬 이온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양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체 자원

으로 평가 받는다(Cho et al. 2014).

Elements   
  

FNS U U U U U U

FSP U U U U U U

Standard 0.3 0.005 1.5 3.0 1.5 1.0

*U : Undetected

Table 1. Evaluation of heavy metal dissolution (Cho et al. 2014) (mg/l)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이 ASR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Ferronickel Slag Powder in ASR

김민석1ㆍ서우람1ㆍ이석근2*

Min-Seok Kim1
ㆍWoo-Ram Seo1

ㆍSuk-Keun Rhee2*

(Received November 9, 2021 / Revised December 22, 2021 / Accepted January 3, 2022)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on ferronickel slag has focused on its potential as aggregate and fine aggregate,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otential of ferronickel slag powder as a concrete admixture. For concrete, which fly ash, 

blast furnace slag, and FSP were mixed with each 10 % type the reactivity was evaluated by applying ASTM C 1260 of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pansion rate of fly ash decreased by 8.43 % and that 

of fine blast furnace slag powder decreased by 14.46 %, while the expansion rate of ferronickel slag decreased by 49.40 %. 

it was confirmed that ferronickel slag can sufficiently be replaced existing supplementary cementitious admixtures such as 

fly ash and blast furnace slag in terms of suppressing the reactivity of aggregates. However as a result of SEM analysis, 

ettringites were generated, and additional research about how it affects concrete is needed.

키워드 :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 알칼리 실리카 반응(ASR),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Keywords : Ferronickel slag powder, Alkali-silica reaction(ASR), Fly ash,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GGBF)

J Rec Const Resources 10(1)9-14(2022) Print ISSN : 2288-3320
Online ISSN : 2288-369Xhttps://doi.org/10.14190/JRCR.2022.1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krhee@khu.ac.kr 
1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Kyonggi-do, Korea)
2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Kyonggi-do, Korea)

Copyright ⓒ 2022 by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Institut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



김민석⋅서우람⋅이석근

10 Vol. 10, No. 1 (2022)

기존의 FNS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잔골재로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은 FNS 미분말(Ferronickel Slag powder, FSP)의 콘크리트 

혼화재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ASR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Fly 

ash와 고로슬래그 등 기존 혼화재와의 비교 및 분석하였다.

2. 시멘트-FSP 치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

ASR 평가 시험을 위한 혼화재 혼입률을 결정하기 위해 본 논문

은 시멘트-FSP 치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KS F 2425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및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을 준용하였다. 

2.1 시험재료

본 논문은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FSP를 사용하였다. FSP

는 국내 P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분말도는 3,500 cm2/g이며 

XRF 분석을 통하여 Table 2와 같은 화학성분 구성을 얻었다.

Elements       Others

Concentration 41.88 30.9 15.14 6.148 1.92 4.01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erro-nickel slag powder (wt%)

2.2 실험방법

시멘트-FSP 치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시

편의 배합 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SP의 치환율은 각각 

5 %, 10 % 20 %, 30 %로 설정하고 배합당 3개의 시편을 제작하였

으며,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시편에 대하여 W/C는 55 %, S/a는 

50.1 %로 설정하였다. 제작된 공시체는 28일간 습윤 양생후 압축

강도 시험을 시행하였다. 

2.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specimen (Day 28)

시멘트-FSP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28일

간 양생후 압축강도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시험 결과 OPC를 제외하고 10 % 치환율에서 평균 16.2 

MPa로 가장 큰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이 수치는 OPC의 평균 

압축강도인 19.4 MPa의 85 % 이하이다. 치환율이 30 %가 되면 

압축강도는 11.8 MPa로 OPC 60 % 정도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FSP 치환율이 10 %보다 작거나 커지면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

축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XRF 분석 결과 페로니켈 슬

래그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원소는 Si와 Mg이다. 이 중 Mg는 상온

에서 느린 수화반응이 일어나며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Bernard et al. 2017b).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치환율 20 % 이상 에서는 강도가 발현될 만큼의 충분한 수화반응

이 일어나지 못하고 Mg가 미수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임을 추

론할 수 있다. Kim et al.(2019)와 Cho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Kim et al.(2019)의 연구

에서는 FSP가 공극을 채워주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미수화물의 강

도가 수화물의 강도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구조체의 강도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하였으며, FSP가 충전재 역할을 

할 정도인 10∼20 % 치환 배합을 설계하는 것이 FSP를 효과적으

W/C (%) S/a (%)
Mix Proportion ()

W C FSP S G AD

OPC 55 50.1 168 307 0 910 925 1.84

FSP 5 55 50.1 168 292 15 910 925 1.84

FSP 10 55 50.1 168 276 31 910 925 1.84

FSP 20 55 50.1 168 246 61 910 925 1.84

FSP 30 55 50.1 168 215 92 910 925 1.84

Table 3. Mixing ratio of concre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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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ASR 

평가 시험의 첨가제 혼입률을 10 %로 결정하였다. 

3. ASR 평가 시험

골재의 반응성을 시험하는 방법은 크게 화학적 방법을 통한 골재

의 알칼리 함유량 분석 방법과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시편의 길이 

변화 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시편의 길이 변화를 

통한 ASR 평가 시험방법에는 모르타르 시편과 콘크리트 시편을 사

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시간에 따른 시편의 팽창을 측정하는 것은 

같지만 시편을 양생하는 방법과 조건 및 ASR을 판단하는 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Table 4는 ASR 평가 시험법중 

시편의 길이 변화 시험법들을 비교한 것이다. 그 중 ASTM C 1260은 

모르타르 시편을 알칼리도가 높은 고온의 용액에서 단기간 양생하여 

ASR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Table 5는 실제 ASR에 의해 파손이 발생

한 서해안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사용된 골재 5종에 대해 

네 가지 시험을 시행하였고 각각의 시험방법에 관한 결과이다(Kim 

et al. 2012). 시험에 사용된 골재가 실제로 ASR에 의해 파손이 발생

한 점으로 판단할 때 국내의 시험법보다는 ASTM C 1260 시험방법이 

ASR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Jun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ASTM C 

227 시험법을 적용하여 쇄석골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ASTM C 1260을 준용하

여 각 첨가제가 ASR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3.1 실험재료

ASR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플라이 애시(FA), 고로슬래그 미분말

(GGBF) 등의 기존 혼화재를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FSP)과 비교

하였다. Table 6은 XRF분석을 통해 얻은 각 혼화재의 화학구성을 

타나낸 것이다. XRF 분석결과 FA와 GGBF에 비해 FSP가 Mg함량이 

KS F 2546 ASTM C 227 ASTM C 1260 KS F 2585

Specimen type
25.4 mm × 25.4 mm 

× 254 mm mortar bar

25 mm × 25 mm

× 285 mm mortar bar

25 mm × 25 mm

× 285 mm mortar bar

100 mm × 100 mm × 400 mm 

or 75 mm × 75 mm × 400 mm 

concrete prism

Moisture condition

Install mortar bar about 25 mm 

away from the surface of the 

water.

38 ± 2 °C

38 °C
Submerged in 1M of   

solution 80 °C

Cover the surface of the 

specimen with a absorbent 

paper and than to prevent 

evaporation of moisture, it is 

placed in a polyethylene bag 

and sealed.

40 ± 3 °C

Time
6 months

(3 months)

6 months

(3 months)
14 days 6 months

Expansion criteria

> 0.05 % (in 3 months) : 

considered reactive

> 0.1 % (in 6 months) : 

considered reactive

> 0.05 % (in 3 months) : 

considered reactive

> 0.1 % (in 6 months) : 

considered reactive

< 0.1 % : cosidered innocuous

0.1 to 0.2 % : considered 

potentially reactive 

> 0.2 % : considered reactive 

> 0.1 % : considered reactive

Table 4. Differences in test conditions between test methods

Test method

Type of agg.

Result of test methods

Aggregate Cement-aggregate combination (expansion of length)

Chemical method Mortar-bar method Concrete method

KS F 2545 KS F 2546 ASTM C 1260 ASTM C 1293

Siltstone Possible reactive Non reactive. Reactive Non reactive.

Mudstone Possible reactive Non reactive. Reactive Non reactive.

Felsic vitric tuff Possible reactive Non reactive. Possible reactive Non reactive.

Andesite-2 Reactive Non reactive. Possible reactive Non reactive.

Andesite-2 Reactive Non reactive. Non reactive. Non reactive.

Table 5. Result of test methods for aggregates, respectively (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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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멘트-FSP 치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에 사용한 3,500 cm2/g 분말도의 FSP를 사용하였다. 

FA의 분말도는 3,700 cm2/g 이며 GGBF의 분말도는 4,420 cm2/g이다.

      Others

FSP 41.88 30.9 15.14 6.148 1.92 4.012

FA 43.83 1.97 17.37 8.442 21.42 6.968

GGBF 24.33 2.67 0.657 55.98 11.40 4.963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admixture (wt%)

3.2 실험방법

미국의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을 준용하

여 각 혼화재의 ASR 억제 성능을 평가하였다. Table 7에 따라 모

르타르를 25 mm × 25 mm × 285 mm 크기의 몰드에 채워 넣는

다. 24시간 후 몰드를 제거하고 실온의 물에 넣은 뒤 물의 온도를 

80 °C로 올린 상태로 24시간 동안 양생한다. 24시간 후 모르타르 

바의 초기 길이를 측정한 다음 80 °C 1N NaOH 용액에서 14일 

동안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한다.

Cement Aggregate Water FA GGBF FSP

OPC 396 990 205.8 - - -

Cement (90 %) 

+ FA (10 %)
396 990 205.8 44 - -

Cement (90 %) 

+ GGBF (10 %) 
396 990 205.8 - 44 -

Cemtent (90 %) 

+ FSP (10 %)
396 990 205.8 - - 44

Cement (90 %) 

+ FA (3.3 %)

+ GGBF (3.3 %)

+ FSP (3.3 %)

396 990 205.8 14.67 14.67 14.67

Table 7. Mixing ratio of mortar bar (g)

3.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각 혼화재의 ASTM C 1260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Fly ash는 8.43 %, 고로슬래그 미분말

은 14.46 % 팽창률이 감소했지만 FSP는 49.40 %의 팽창률 감소세

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가지 혼화재를 동시

에 사용하였을 때도 43.37 %의 팽창률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FSP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결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10 % 미만

의 FSP를 사용하여도 충분한 ASR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을 

원인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산화물형태의 이 과 반응하여 



로 석출되고 시편 내부의 전체적인 pH가 감소하게 된다. 


의 감소로 인해골재 표면의 실리카성분의 반응이 적어져 

ASR이 억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으로 인한 pH의 감소는 

를 불안정하게 하여(Bernard et al. 2017a) FSP의 첨가가 

콘크리트의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Fig. 2. Reasult of ASTM C1260 test

4. SEM 분석

ASR 평가 시험 후 각 시편의 단면을 SEM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FSP를 사용한 시편(Fig. 6)의 경우 많은 양의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혼합재를 모

두 사용한 시편(Fig. 7)에서도 약간의 에트린자이트의 생성을 확인

할 수 있다. Jun et al.(2009)와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ASR

과 에트린자이트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Jun et al.(2009)는 

ASTM C 227과 ASTM C 1260 시험을 비교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팽창을 보인 ASTM C 227의 시편에서는 에트린자이트가 발

견되었고 ASTM C 1260의 시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FSP 첨가 콘크리트의 염해 내구 저항성이 

향상된 이유로 콘크리트 내에서 에트린자이트의 생성을 들었다. 

또한 FHWA의 2006년 보고서에는 을 포함하여 에트린자이

트 생성에 기여하는 여섯 가지 인자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에트린자이트의 생성은 의 영향으로 용출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용출된  는 페이스트 내의 황과 반응하여 

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은 칼슘알루미네이트와 반응하여 에

트린자이트를 형성하게 된다. 시멘트 초기 수화반응 단계에서 에

트린자이트는 콘크리트의 경화시간을 조절하며, 강도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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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축 작용을 방지해준다. 그러나 시멘트의 초기 단계보다 지연

된 시간에 형성된 에트린자이트는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원인으로 

인식되며,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에서 형성된 에트린자이트는 성

장, 팽창 및 동결-융해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내구성능을 저하한다

(Lee and Hwang 2003). 따라서 FSP를 혼화재로 사용할 경우 구

조물의 팽창 방지 혹은 염해 내구 저항성 향상 등의 목적에 따라 

다른 치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의 콘크리트 혼화재로서

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수행하였다. 미국의 ASTM C 1260 시험 및 

시험 이후 시편의 SEM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멘트-FSP 치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OPC를 제외하고 FPS 치환율이 10 %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2. ASTM C 1260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Fly ash는 8.43 %,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14.46 % 팽창률이 감소했지만 FSP는 49.40 

%의 팽창률 감소세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Fly ash, 고로슬래그 및 FSP등 모든 혼화재를 동시에 사용하였

을 때도 43.37 %의 팽창률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FSP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결과 유사하다. 

4. 이러한 결과는 FSP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 과 

선제적으로 반응하여 시편 내부의 pH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5. ASR 시험 후 시편의 단면을 SEM으로 촬영한 결과 FSP를 첨가

한 시편에서 수많은 에트린자이트(ettringite)가 생성되었으며 

이 역시 의 영향임을 추론 할 수 있다. 

FSP를 혼화재로 사용할 때 압축강도 저하, ASR 저하 및 에트린

자이트 생성 등과 같은 현상은 다량 함유된 의 영향임을 확인하

Fig. 3. OPC

Fig. 4. Cement (90 %) + FA (10 %)

Fig. 5. Cement (90 %) + GGBF (10 %)

Fig. 6. Cemtent (90 %) + FSP (10 %)

Fig. 7. Cement (90 %) + FA (3.3 %) + GGBF (3.3 %) + FSP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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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페이스트내의 반응하여 ASR을 억제하고 pH를 

낮춘다. 페이스트 내 낮아진 pH 환경은 을 불안정하게 

하고  의 용출 및 에트린자이트를 형성하게 된다. 형성된 에트

린자이트는 콘크리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염해 내

구 저항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FSP를 혼화재로 사용할 겨

우 목적에 따라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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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이 ASR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페로니켈 슬래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골재 및 잔골재로서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의 콘크리트 혼화재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수행하였다. Fly ash, 고로슬래그 및 FPS 등을 각각 

10 %씩 혼입한 콘크리트에 대해 미국의 ASTM C 1260을 준용하여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Fly ash는 

8.43 %,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14.46 % 팽창률이 감소했지만,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은 49.40 %의 팽창률 감소세를 보였다. 

골재의 반응성 억제 측면에서 충분히 Fly ash, 고로슬래그 등 기존의 혼화재를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SEM 분석 

결과 수많은 에트린자이트(ettringite)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콘크리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