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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고로슬래그미분말업계를 대변하는 <고로슬래그>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특히 우리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의 회지인 <고로슬래그>지는 슬래그미분말업계는 물론 시멘트, 레미콘, 건
설 등 유관업종의 축하 속에서 탄생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고로
슬래그>지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업계의 열린 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업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
며, 국내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건설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콘크리트 산업으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이미지 변화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슬래그미분말업계는 친환경 콘크리트의 시멘트 대체재를 생산해 건설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켜 건설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협회지인 <고로슬래그>지의 창간은 슬래그미분말산업이 어떤 산업이며, 어떤 역
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땀 흘리고 있는지 등을 널리 알리고 세상과 적극 소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회원사는 물론 산·학·연·관 업계 종사자,
슬래그미분말업계와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과도 가능해야 할 것
입니다. 비록 출발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고로슬래그>지가 이런 다양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

무엇보다도 <고로슬래그>지의 창간을 계기로 우리 업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과 자부심
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업계가 생산하는 한 줌의 슬래그미분말이 콘크
리트가 되고, 건설구조물이 되고, 집의 뼈대가 되어 최종적으로 국민 주거복지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
을 널리 알림으로써 슬래그미분말업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로슬래그>지는 회원사 및 모든 미분말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하며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협회지이자 업계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
며, 여러 성과 및 제언을 함께 나누는 대화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로슬래그>지의 문
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소중하게 담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고로슬래그>지의 창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슬
래그미분말 업계의 명실상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회장
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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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메시지

협회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의 협회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많은 제도 및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이
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도 2008년 12월 폴란드 기후변화 총회에서 한국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성장과, 녹색기술과 청정에너
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의 CO2배출량은 약 40%로 보고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한 건설관련 업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미
분말을 건설재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제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건
설재료 중 없어서는 안 되는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으로 주요 기관에서 합리적인 사
용 방안과 규격 개정 연구 등을 통해 현재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귀 협회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자원순환형 국가 구현에 초
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레미콘업계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협회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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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지의 무궁한 도약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의 협회지인 <고로슬래그>지의 창간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5월 설립 이후 제철소에서 발생한 제철 부산물을 시멘트 대
체제로 사용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콘크리트의 주요 원료인 슬래그파우더를 사용하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사들은 꾸준한 기술개
발과 함께 고객인 레미콘, 콘크리트 및 건설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신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회 설립 2주년 만에 협회지 창간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정보교류와 함께 선진 기술 및 해외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더 나
아가 협회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협회지 창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도약을 기원합니다.
㈜삼표기초소재 대표 이성연

창간을 축하하며, 협력을 통해 시멘트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
먼저 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회지인 <고로슬래그>지 발행을 계기로 국민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로
슬래그의 다양한 기능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
리 시멘트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와 회원사가 국가경제와 관련 산업의 발전
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시멘트산업을 대표하
여 다시 한 번 협회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장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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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이 대세인 요즘, 저탄소녹색성장시대의 등장과 함께 CO2 저감과 에너지 절감, 자원 재활용,
환경친화형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콘크리
트의 강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재료인 동시에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고로슬래
그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현대제철 조업자재구매팀 김진수 부장에게 들어봤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시켰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출하에 따른 많은 문제

현대제철 구매본부 소속으로 조업자재구매팀의 부

점이 있었지만, 현재 안정적인 출하 업무를 진행하

장으로 부산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

고 있습니다.

난 2009년에 당사가 제철소를 건설하던 시기, 수

우리 회사는 당진에 제철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생

재슬래그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경
인과 중부권역에서는 수재슬래그를 판매하기가 쉽
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로 설비 가동이 처음
이어서 수재슬래그의 발생물량과 그에 대한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수재슬래그를 가공해 처리하는 업체선정을 하게 됐
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 또는 처리
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수재슬래그 업무
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철소 가동 초기인 2010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물 판매 업무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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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부산물의 광물성 혼합재료로 콘크리트의 성
능을 향상을 위한 실용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제조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만
수재슬래그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큰 장점
이 있습니다. 특히,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잠재 수경
성을 가지고 있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 수산화칼슘이나 황산염의 자극작용
으로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억제 ▲알칼리실
리카반응 억제 ▲황산염 및 해수에 대한 화학 저항
성 향상 ▲염화이온이나 산소 침투 저항성 향상 등
산능력은 1,200만 톤으로 제3 고로를 가동 중입니
다. 지난 2010년 1월 5일 제1 고로 가동을 시작으로
11월 25일 제2 고로를 가동했으며, 2013년 9월 제
3 고로를 가동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후판, 냉연, 열연, 특수강, 선재 등이 있으
며, 인천공장은 전기로 가동으로 철근, 형강류, 스
테인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공장

의 장점으로 해양이나 해안가 등 가혹한 환경조건에
있는 구조물 등의 철근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콘
크리트용 혼화재료인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특수용
도로 30~60%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시멘트를 사용하
는 것보다 원가가 절감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은 초기강도가 일반적으로 낮아 응결지연으로 인한 겨
울철 공사 기간 단축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 전기로를 가동해 철근, 형강, 철도 레일, 특수강,
압연 롤, 중기궤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는 고로슬래그의 가능

에도 당진에도 전기로를 가동 중이며 순천은 냉연공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장, 울산은 강관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수재슬래그는 소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해,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슬래그 시멘트의 특성을 꼽는다면

합니다. 고로슬래그는 현재도 수요가 부족해 중국,

최근 수재슬래그 파우더를 레미콘 사에서 직접 배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합하는 것보다 가공업체에서 슬래그 시멘트를 제조

레미콘의 배합비 표준화 등 건설사와 함께 지속적인

해 레미콘 사에 판매하는 추세입니다. 수재슬래그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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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슬래그시멘트의 강자 쌍용기초소재

원대한 도전으로 100년 미래 꿈꾸다

전북권 유일의 슬래그 시멘트업체 쌍용기초소재.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11월 설립되어 2004년 4
월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성장·발전해 나가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8만6,744㎡(2만6,240
평)의 넓은 부지에 롤러밀 1기, 믹서 1기, 저장 사일로 7기를 갖추고 슬래그시멘트와 슬래그미분말,
저발열 시멘트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연간 슬래그시멘트 180만톤, 슬래그미분말 82만톤의 생산규모
를 갖춘 쌍용기초소재는 2004년 공장 준공 이후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쌍용기초소재는 2004년 공장 준공 이후 고로슬래

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지난 10년간 전북권 시

그시멘트와 고로슬래그미분말, 저발열시멘트 등을

멘트 산업의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북 유일의 슬래그

근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잠재수요에 대해 선제

시멘트 제조사로 전북권 및 충청도, 경기도 일원에

적 대응과 효율적 설계로 기업의 미래 성장과 가치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수년째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침체되는 등 판매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회사는 시장 밀착형 제품 개발과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고의 제품 생산·공급

공정, 품질 지원 등의 종합 서비스로 꾸준한 매출신

쌍용기초소재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연속 100만

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

톤 판매를 달성하면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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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기초소재는 전북 유일의 슬래그시멘트 제조사로 전북권 및 충청도, 경기도 일원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는 특허 취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시작했다. 그 성과를 반영하듯 2006년에 전라북도

2013년에 새만금 신항만 공사에 활용되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데 이어 2007년에는 전라

2013년에는 EIP(Eco Industrial Park, 생태산업

북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소비자 만족상을 수상하는

단지)사업단의 지원 아래 유효순환자원 활용의 독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쌍용기초소재

자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연구결과는

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데 이어

환경적인 효과 외에도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증진

2010년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저발열 시멘트 생산설

등 품질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쌍용

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소재가 2014년 산업단지 50주년 기념 지역발

2012년에는 군산 지역 내 여러 기업들이 산업부산

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 처리에 고심하는 것을 보고, 시멘트 제품과 연계

쌍용기초소재는 국립 군산대와도 지속적인 산학연

한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부산물인 기능성 폐기물 석탄재와 슬

최근에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서 고층건물의

래그시멘트를 결합한 친환경 매립용 복토재를 개발

지지력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기초에 사용되는

하여 특허를 얻었다. 실제로 이 제품은 2012년과

고강도콘크리트(PHC)파일에 고강도 S/P(저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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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사 1연안 가꾸기 등 환경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쌍용기초소재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도 유명하다(사진은 2016 한마음 목표달성 전진대회)

슬래그파우더)를 적용하는 연구 실적을 발표하기

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시작된다는 각오로 철저한

도 했다.

자체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성과 위해요인을

이러한 잇따른 연구개발 성과는 쌍용기초소재 주력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여기서 그치지 않고 쌍용기초소재는 2014년부터

에서 생산하는 고로슬래그시멘트의 강점으로는 수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생산

화열 저감, 높은 화학 저항성, 수밀성, 내해수성, 알

관리) 5S(정리, 정돈, 청결, 청소, 습관화) 활동을

칼리골재반응 억제, 하절기 콘크리트 슬럼프 유지

실천하는 등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밀

율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강도(28일 이

착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 셋째 주 금요

상)가 우수하여 기초건축자재나 대형 SOC(Social

일을 정기 안전·환경 점검의 날로 정해 예방점검에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공사에서 각광

나서고 있으며 1사 1연안 가꾸기, 1사 1공원 가꾸기

받고 있다.

등 환경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쌍용기초소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슬래그시멘

쌍용기초소재는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에도

트의 단점인 초기강도 개선을 위해 최적의 원료사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폐

용과 품질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열회수설비를 설치했고, 2014년부터는 에너지 목표

나가고 있다.

관리제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자체 에너지 절감계획
을 수립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효순환자원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활용을 위한 설비 및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쌍용기초소재는 환경 및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다.

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올해는 ‘희망과 미래는 깨끗

한편 쌍용기초소재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도 유명

한 환경과 우리의 안전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

하다. 회사 규모에 비해 34명이라는 비교적 단출한

고 전 임직원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쾌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 일당백의 역할을 해

적한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4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년 산재예방 위험성 평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내는 이유는 체계적인 교육

5월에는 무재해 5배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

훈련 및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었다. 이는 전 임직원이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안

쌍용기초소재는 각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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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쌍용양회 동해훈련원 및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제로

쌍용기초소재는

상생과

소통을

위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기능

CSR(Corpo 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

직 근무자의 경우 동절기 대보수 기간 동안 현장 설

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비보전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예로 산돌학교와 일맥원(보육원)에 대한 정기적인 후

토록 하고 있다. 관리직의 경우 직무향상 교육 외에

원을 꼽을 수 있다. 산돌학교는 발달장애 대안학교로

도 선·후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입사원

정신지체 아동들의 사회화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학

의 조직적응을 돕고 인력 대체로 인한 회사의 업무

교설립 이래 10년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주로 바자

공백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 음악회, 체육대회 행사시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이밖에 은파음악회 등 지원이 필

지역사회를 돌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요한 지역 내 소규모 자선 음악회를 지원하는 등 활발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에 대

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쌍용기초소재

한 봉사 및 공헌활동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쌍용기

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후원활

초소재 역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윤리기업으로 정착

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쌍용기초소

전북권 유일의 슬래그시멘트업체인 쌍용기초소재. 이

재 구성원 모두 기업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 활동 외

회사는 군산 앞바다와 새만금 방조제가 한 눈에 내려

에도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

다보이는 곳에서 원대한 도전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

다고 믿기 때문이다.

워가고 있다.

Mini Interview / 쌍용기초소재 안병주 지원본부장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론 이는 우리 협력직원들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Q. 정부나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북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유수 기업들이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몇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
하며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
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개정안
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쌍용기초소재의 강점은 무엇인지
A.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연구, 무엇보다도 결속력 있는 조직 문화가 강점
이다. 지난 2008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무분규 사업장으로 선진 노사문화
를 구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상생협력의
동반자 정신을 발휘하여 위기 극복에 일조한 노동조합에 본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Q. 쌍용기초소재 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소개한다면
A.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업
무성과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역량이 상향평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특히 다양한 복
지후생제도와 성별·직군·직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Q. 앞으로 계획은
A. 앞으로 혼합계 시멘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
문에 주 제품인 슬래그시멘트 판매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면서 시장 변화를
주목하여 신규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시행으로
대형 SOC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공사현장에 최
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여 신규수요 개척과 미래성장을 위한
신동력 발굴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설비투자와 R&D
로 새로운 건설소재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종합
건축소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 사업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과 활용 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을
선점하고 특수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신제품 연구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겠
다. 지금껏 이어온 친환경 제품 기업이미지를 더욱 발전시켜 쌍용만의 독
창적인 제품 브랜드를 개발해 나갈 생각이니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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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협회, 2016년도 제2회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세미나 후 기념촬영 장면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

협회 이사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술세미

도 판교 소재 퍼스트클래스 퍼스트홀에서 2016년

나는 고로슬래그미분말과 같은 산업 부산물의 재활

도 제2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려기초소재㈜,

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노력과 슬래그산

㈜브이샘, ㈜삼표기초소재, 쌍용기초소재㈜, 영진

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한국기초소재㈜ 등 협회 회원사가 주관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협회는 온실가스 감축

하고 건설구조물 내구성 혁신 연구센터(ERC)가 후

과 지구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산업으로 슬

원한 이번 행사는 산학연관 고로슬래그 관계자들

래그업계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

이 대거 참석해 세미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

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이사연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

슬래그미분말 및 저탄소 콘크리트 최신 동향 소개

으로 한양대 태성호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

이사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양대학교 태성호

태형 박사, ㈜삼표기초소재 이창진 실장, 원광대 최

교수의 ‘콘크리트의 온실가스 저감 및 평가기술’을

세진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참석자 간 질의응답

제목으로 하는 특강이 이어졌다. 그는 온실가스 저

과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감기술과 평가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온실가스 평가

12

1

2

3

4

5

6

1. 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판교 소재 퍼스트클래스 퍼스트홀에서 2016년도 제2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협회 이사연 회장
3. 한양대 태성호 교수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형 박사
5. ㈜삼표기초소재 이창진 실장
6. 원광대 최세진 교수

사례에 대해 소개한 뒤 콘크리트의 온실가스 배출

한 뒤, 슬래그 시멘트 제조공정, 고로 슬래그 수화

량 저감 및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

특성, 경화 콘크리트의 성질, 치환율 및 분말도 등

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콘크리트 산업의 활

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슬래그 시멘트의 이

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용 원리, 슬래그 시멘트가 내구성이 좋은 이유 등에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형 박사가 ‘저탄소 콘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크리트 제품의 활성화 전략 및 해외 온실가스 현황’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세진 교수는 ‘고로슬래그

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이어갔다. 김태형 박사는 이

대량 활용 연구동향’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의 대미

번 특강을 통해 저탄소 콘크리트 관련 연구동향, 인

를 장식했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고로슬래그 관

증제도, 제품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저탄소 콘

련 산업동향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고로슬래그

크리트는 공사비용 저감, 공기단축, 환경부하 저감

사용 콘트리트 특성 및 활용 증대와 관련된 최신 연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

구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철강슬래그는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유

다음 순서로 ㈜삼표기초소재 이창진 실장이 ‘슬래그

효한 친환경 소재”라 지적한 뒤 “고로슬래그 대량

미분말의 품질특성’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이

활용기술을 통해 고로슬래그 이용확대를 도모해 나

창진 실장은 중세시대의 시멘트와 건축기법을 소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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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

고로슬래그미분말 활용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

1. 머리말

분급기에서 소정의 분말도의 것을 선별하여 제조하는데
용도에 따라 석고를 첨가하기도 한다.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인 고로슬래그미분말이 고성능 콘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혼화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크리트 제조 및 CO2 저감 건설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특히, 다른 혼화재료와 비교하여 품질안정성이 크고 대

slag for use in concrete)은 KS F 2563에 그 적용범위

량 치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 사용량이 제철산

및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다. <표 1>과 같이 비표면적(

업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g)에 따라 1종(8000∼10000), 2종(6000∼8000), 3종

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용 용도에

(4000∼6000)의 3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하자

유통되는 종류는 3종 고로슬래그미분말로 여기에 석고

발생 및 클레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를 첨가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대 콘크리트 제조에서 필수불가결한

한편 활성도지수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슬래그 치환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적재적소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율 50%의 모르타르 강도 비율이다.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제공하기 위하여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제조, 반응메커니

강도발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말도가 높을수록 초기

즘, 장점 및 사용시 유의사항, 지속가능한 건설재료로서

재령의 강도발현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발열속도가 빠르

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게 되기 때문에 매스콘크리트용 : 4000, 고강도콘크리트
용 : 6000 등을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제조방법 및
시멘트와의 반응메커니즘

고로슬래그미분말의 평균적인 화학성분은 SiO2 = 33%,
Al2O3 = 14%, CaO = 42%, MgO = 6%, TiO2 = 1%, Fe2O3
= 0.5% 정도이다. 이를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비교해

고로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

보면 CaO가 적고, SiO2와 Al2O3가 각각 10% 정도 많은

성되는 것으로, 고온의 용융슬래그를 대기 중에서 냉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수냉에

하는 서냉슬래그와 압력수로 급냉하는 수쇄슬래그로 나

의한 급속냉각으로 비정질의 유리상태 광물로 되어 있

뉜다. 수쇄슬래그는 유리질(비정질)이며 알칼리자극에

다. 규석처럼 Si와 O의 결정구조가 강인하면 알칼리 용

의해 경화하는 성질(잠재수경성)을 갖는다. 고로슬래그

액 중에서도 간단하게 용해하지 않지만, 고로슬래그미분

미분말은 수쇄슬래그를 볼밀 등에서 건조·미분쇄한 후

말은 Si와 O의 구조에 간극이 있는 망상구조이고,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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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용액 중에서 OH의 침입이 용이하게 되어 망상구조가

도가 무혼입 콘크리트 보다 큼 ③내해수성, 내산성, 내

파괴되어 수화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를 ‘잠재수경성’이라

황산염성에 대하여 효과가 큼 ④치밀한 콘크리트를 얻

고 한다. 이러한 수화반응은 고온에서는 특히 가속되므

을 수 있어 수밀성 및 염분차폐성이 향상됨 ⑤적절한 치

로 증기양생에서는 초기 압축강도가 높게 되어 프리캐스

환율을 설정하면 알칼리실리카(ASR) 반응 억제 효과가

트콘크리트 제조에 유리한 측면이 많고, 콘크리트표면

향상된다.

의 기포발생이 적어 수려한 콘크리트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강도 발현이나 탄산화(중성화) 저항성, 양생
의 영향 등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치환율이 클 경우 변화

3. 고로슬래그미분말 사용시 유의 사항

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 사용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경

하다. 따라서 적용범위나 사용환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

우 그 치환율에 따라 특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고로슬래그

특히, 고로슬래그미분말을 대량 치환한 경우 그 치환율

미분말의 사용에 의한 성능이나 특성변화는 아직 해명되

에 따라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①발열

지 않은 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후 화학적인 접근 연구

속도가 저감되어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억제 ②장기강

등을 포함하여 해명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림 1>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제조 과정

고로에서 선철 제조

고로 수쇄슬래그(수냉)

수쇄슬래그 분쇄 공장

고로슬래그미분말

<표 1> 고로슬래그미분말의 품질 규격(KS F 2563)과 치환율에 따른 활용 용도(예)
종류
품질

활용
용도

고로슬래그미분말

4000

6000

8000

50~70

60~70

30~70

40~70

40~70

40~70

50~70

50~70

50~70

45~55

45~60

45~70

고유동화

30~70

30~70

30~60

고강도화

-

30~50

30~60

1종

2종

3종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수화열
억제

비표면적(㎠/g)

8000~10000

6000~8000

4000~6000

ASR

재령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

재령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재령 91일

활성도지수
(%)

10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플로값 비(%)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삼산화황(SO3)(%)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강열 감량(%)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고로슬래그 미분말 치환율(%)

억제
황산염
저항성
화학
저항성

*이 값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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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

<그림 2>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조성 및 잠재수경성 반응 메커니즘

1. Slag가 물과 접촉하면 Ca와 Mg이온은 물에 상대적으로 쉽게 용출되고 slag입자 표면은 음전하로 대전. (Ca-O, Mg-O 결합이
Si-O, Al-O결합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쉽게 결합이 깨지고 용출됨)
2. 수용액 중의 양이온인 H와 H3O이온이 음전하로 대전된 표면으로 이동하고, 불투성의 피막을 형성.
3.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여 Ca(OH)2를 형성함에 따라 수용액 속 OH이온의 농도도 증가. 다수의 OH는 Slag의 피막을 제거. 피막
으로 인해 용출되지 못했던 SiO4이온과 AlO2이온이 물 밖으로 용출.
4. 용출된 SiO4이온과 AlO2이온은 Ca(OH)2와 결합하여 C-S-H와 C-A-H를 형성하여 강도 증가.
분체 종류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Cement

19.47

5.24

2.69

61.8

3.72

2.49

0.18

0.87

Fly Ash

65.5

18.4

5.74

4.03

0.68

0.84

1.35

1.46

Slag

37.49

11.58

0.16

36.22

8.61

2.00

0.68

0.95

<표 2> 고로슬래그미분말 치환에 따른
플레인콘크리트 비교 성능 평가
성능
항목

경화전
물성

강도
특성

주요 항목

<표 3> 고로슬래그미분말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특성

플레인 콘크리트 비교 성능 평가

유동성

○

同정도 (약간 좋음)

블리딩

○

同정도

응결

-

지연됨

단열온도상승

△

조건에 따라 다름 (치환율)

초기강도

×

낮음

장기강도

◎

높음

고강도

○

同정도

건조수축

○

同정도

탄산화(중성화)

-

조건에 따라 다름 (치환율)

내동해성

○

同정도

수밀성

◎

매우 우수함

염분차폐성

◎

매우 우수함

내해수성

◎

매우 우수함

화학저항성

◎

매우 우수함

ASR저항성

◎

매우 우수함

무혼입

고로슬래그미분말 치환율

低분체비 ↔ 高분체비

低분체비 ↔ 高분체비

콘크리트 특성

블리딩율

경
화
전
특
성

약간
많음

적음

16

매우
많음

블리딩
종료시간

동등

늦음

빠름

응결시간

동등

늦음

빠름

-

많음

적음

단열온도
상승

치환율을 높이는 것으로 상승량을 억제
낮음

내구성

약간
적음

높음

낮음

높음

압축강도
경
화
후
특
성

치환율에 따라 피크가 존재함
투수계수

동등
작음

큼

낮음

약간 높음

작음

큼

길이변화
치환율에서 큰 차는 없지만 50% 정도 큼

4. 지속가능 건설재료로서 고로슬래그미분말의 미래

<그림 3>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장점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철강산업에서 생성되는 유용한 리
사이클 재료로 치환율에 대응하여 시멘트사용량을 줄여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등의 천연자원을 절감함으로
써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로슬래그미
분말의 제조과정에서는 시멘트와 같은 소성공정이 없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듯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석회석 사용량을 줄일 수 있
고, 에너지소비가 적기 때문에 석회석의 열분해나 연료
의 연소에 기인하는 CO2 배출량이 저감되어 지구온난화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콘크리트의 수밀성, 화학물질에 대

5. 맺음말

한 저항성, 알칼리실리카반응 억제, 염분차폐성 등 내
구성이 향상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고로슬래그미분말은 고강도콘크리트, 고유동콘크리트,

의 라이프사이클이 길어져 메인터넌스나 스크랩앤드빌

고내구성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고성능콘크리트 혼화재

드(Scap & Build)에 따른 에너지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

로 매우 유효한 재료라고 확신하며 그 사용량도 더욱 확

다. 특히,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시멘트 수화반응에서 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성되는 불안정한 수산화칼슘과 반응하며, 안정한 수화

지속가능한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 가장 적합한 혼화재료

물을 형성하고 경화체조직을 치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라고 판단된다.

시멘트와 비교하여 염소이온이나 알카리이온의 고정능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로슬래그미분말이 만능재료

력(능동적 열화원인 제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로

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고로슬래그미

슬래그미분말을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게 되면 수밀

분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성, 화학저항성, 내해수성, 염분차폐성, 알칼리실리카반

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고로슬래

응제어 등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지속가능한 콘크리트

그미분말을 대량 사용하는 경우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

를 제조할 수 있다.

한 상태에서 치환율을 조절해 가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

이밖에 수산화칼슘의 생성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후로렛

다. 앞으로 아직까지 불분명한 고로슬래그미분말의 반

센스(백화와 유사)의 저감, 내화·폭렬저항성의 향상 등의

응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 해명이 더욱 활발하게

성질과 함께 콘크리트 내화성능이 우수하다는 보고도 있다.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서 불구하고 현재 고로슬래그미분
말을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의 원료 또는 고로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CO2 저감량 산정에 포함되나, 레
미콘공장에서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CO2 저감량 산정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에서 활용되는 고로
슬래그미분말을 CO2 저감 방법으로 법제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伊代田, “고로슬래그미분말을 대량 사용한 콘크리트”, 콘크
리트공학, Vol. 52, No. 5,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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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휴가지로 안성맞춤, 완도로 떠나는 가족 여행

해상왕 장보고의 땅 완도를 찾아서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완도대교를 건너 완도 땅에 들어서면 완도읍이 나온다. 완도읍과 신지도를
잇는 연륙교 신지대교가 완공되면서 신지도까지는 육로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고금도, 생
일도, 평일도 등 주변 섬은 모두 물길을 통해 건너가야 한다. 청산도, 보길도 등 완도 주변 섬들이
인기를 끌지만 완도 본섬의 매력도 만만치 않다. 이에 완도 본섬과 연륙교로 이어진 신지도가 품
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을 둘러봤다. 여름 휴가지로 인기 만점인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그 이름
만큼이나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했다.
장보고 장군의 흔적 품은 청해진 유적지

야 할 이름이 있다. 바로 완도 태생의 ‘장보고 장군’

완도대교에서 13번 국도를 따라 10km 남짓 달려가

이다. 신라시대,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까지 잇는

면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청해진 유적이 발견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한 청해진이 바로 이곳 완

된 장도(장군섬)가 나온다. 지금이야 목교가 놓여

도에 있었고 그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다.

언제든 장도에 들어설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물때를

장보고는 장도에 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고 해

맞춰야 구경할 수 있었다. 장도 청해진지(사적 제

상권을 장악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뛰

308호)에 들어서면 외성문, 내성문 등을 복원해 두

어난 무예로 당나라로 건너가 벼슬을 하던 중 당나

어 당시 청해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해 노비로 팔아넘기는

여기서 잠깐, 완도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

것을 보고 신라로 돌아와 해적을 소탕해 해상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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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완도 청해진 유적지(장도)에서 바라본 풍경
2, 장보고 장군 동상
3. 장보고 기념관
4. 남도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5. 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돌이란 뜻을 지닌 구계등 몽돌 해변
6. 청해포구 촬영장 전경

정시킨다. 그리고 일본과 당나라를 잇는 중계무역

있으니 목을 축이거나 간식거리를 장만하는 데 어

을 시작하여 해상 교역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차지

려움이 없다.

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

다시 완도 본섬으로 돌아와 남쪽으로 달려보자. 몽

청해진 유적지 장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장좌리 대

돌 해변 구계등(명승 제3호)이 나타난다. ‘돌들이 9

야리 일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배가 드나

개의 계단을 이룬다’는 뜻의 구계등은 작게는 밤톨

들던 부두 시설부터 토성, 우물터 등이 남아있다. 9

만한 크기부터 크게는 공룡의 알만한 것들까지 다

세기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이 자리했던 흔적들

양한 크기의 몽돌로 채워져 있다.

이다. 보석 같은 섬을 품은 이 물길로 얼마나 많은

다음 차례는 청해포구 촬영장이다. 아담한 포구에

배들이 들고 났을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지대교

안긴 청해포구 촬영장은 드라마 해신, 정도전을 비

를 건너 명사십리로 향한다.

롯해 영화 명량 등이 촬영된 장소다. 부두와 포구,
선박 등 객관, 저잣거리, 군영막사, 망루 등의 건물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구계등 몽돌까지

이 설치되어 있다. 찬찬히 구경을 하려면 40분 정

‘모래 우는 소리가 십리에 걸쳐 들린다’는 뜻을 품

도는 필요하다.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었다는 명사십리(明沙十里) 해수욕장. 고운 모래가

라면 촬영 장소를 찾아보는 재미도 더할 수 있다.

빛을 받아 반짝인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

내부에 간단한 음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매점도

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반소매 옷을 입

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있었을 장보고 장군은 이

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

제 없지만 그가 바라보던 물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다. 주변에 펜션과 캠프장을 비롯해 식당까지 숙식

서 흘러가고 있다.

을 해결할 곳도 넉넉하다. 주차장 인근에 편의점도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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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11회 글로벌슬래그컨퍼런스 2016 참가
고려기초소재㈜는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1회
글로벌슬래그컨퍼런스 2016에 참가했다.
슬래그 생산업체 및 사용자, 장비공급업체, 바이어, 업계 전문가 및 연구원 등
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슬래그 시멘트 시장 동향 및 제품
동향, 슬래그 제품 선광, 슬래그 시멘트 생산 및 사용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5월 24일 진행된 ‘세션 1 글로벌
슬래그 동향’에서는 우리나라의 포스코
가 한국의 슬래그 시장에서 포스먼트(
친환경 고성능 슬래그시멘트)의 개발과
현재 상태에 대해 발표해 화제를 모으
기도 했다.

2016 봄맞이 가족 산행대회
아주그룹 계열사인 ㈜브이샘은 건자재 전문기업 아주산업㈜이 개최한 ‘2016
봄맞이 가족 산행대회’에 참여했다.
브이샘은 아주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 250여명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등반에 도전, 유원지공원부터 산성로터리까지 약 4
시간여의 산행을 함께 완주하며 화합을 다졌다. 이번 산행은 임직원 건강증진
은 물론, 아주그룹 고유의 ‘좋은 기업문
화’ 확산을 다짐하며,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산
행중간에 보물찾기, 역사퀴즈, 소원풍
선 날리기, 자녀사랑 선물증정과 점심
식사 등을 진행하며 임직원과 가족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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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연안 가꾸기 행사 실시
쌍용기초소재㈜는 지난 5월 20일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해 준 지역에
대한 1사 1연안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
다. 쌍용기초소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및 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6 한마음 목표달성 전진대회 가져
쌍용기초소재㈜는 지난 2월 29일 회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6 한
마음 목표달성 전진대회’ 행사를 가졌
다. 충남 서천 희리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쌍용기초소재 임직원들은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한 단합과 결속
을 다졌다.

무재해 5배 인증
쌍용기초소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무재해 5배 인증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9년 5월 10일
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2,478일동안
무재해 목표 5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1

업계뉴스

고로슬래그 미분말 수출 선봉에 서다
영진글로벌㈜이 고로슬래그 미분말 수
출 역군으로 수출 선봉에 서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1년 12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00,000톤
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대한민국 최초
로 수출한 기업이다. 2011년 수출 선적
기 제작에 들어가 12월초 완공하여 2011년 12월 23일 싱가포르에 2만톤 첫 선
적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1년에 10만톤 이상을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비수기
고로슬래그 수급차원에서 시작한 수출이 이제는 한국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우수성을 알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한편 영진글로벌의 수출 능력은 시간당 600톤, 1일 7,000톤 이상으로 현재
수출처인 싱가포르 외에 필리핀 등 다양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로슬래그 미분말 외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제50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영진글로벌㈜이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 평택직할세관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원 및
유관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대강
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영진글로벌을 비롯한 모범 납세자 7개사, 세정협조자
4명, 유공 공무원 4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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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내

1. 협회 소개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철강 산업의 부산물인 고로수재슬래그를 재활
용하여, CO2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고
로슬래그 산업의 발전과 고로슬래그미분말를 생산하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발전, 우호증진에 힘쓰며, 관련 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 설립 근거 및 목적
■ 설립 근거
- 민법 제 3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설립 목적
본 협회는 제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등의 재활용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지속 가능
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
2013.03.31.

협회 설립 발기인 대회

		고려기초소재㈜, ㈜브이샘, ㈜삼표기초소재, 영진글로벌㈜
회원 가입

2014.05.07.	환경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교부 제 484호

2014.08.25.

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 회원가입

2014.12.03.

협회 개소식(2014.11.01. 업무개시)

사단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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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건설산업 관련통계

※건설경기 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건설수주(억원)

78,815

110,447

132,017

120,302

건축허가(천㎡)

12,199

12,259

16,179

15,583

미분양(호)

60,606

55,103

53,845

53,816

건축착공(천㎡)

6,938

8,886

12,687

14,456

건설취업자수(천명)

1,775

1,726

1,744

1,8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연도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 억원, %)

발    주    자    별
구분

합계

공공

공    종    별

민간
토목

건축

토목
토목

건축

건축
주거

비주거

2014. 4월

91,150

32,143

24,552

7,591

59,007

8,725

50,282

33,277

57,873

35,563

22,310

2015. 4월

108,505

34,418

25,416

9,002

74,087

3,199

70,888

28,616

79,889

46,008

33,882

실적

120,303

20,871

15,759

5,111

99,433

7,165

92,267

22,924

97,379

63,817

33,562

전년
동기비

10.9

△39.4

△38.0

△43.2

34.2

124.0

30.2

△19.9

21.9

38.7

△0.9

‘14년
동기비

32.0

△35.1

△35.8

△32.7

68.5

△17.9

83.5

△31.1

68.3

79.4

50.4

’15.4월 누계

425,491

135,801

102,645

33,155

289,690

26,455

263,235

129,101

296,389

186,910

109,481

’16.4월 누계

441,582

119,519

71,806

47,713

322,064

33,742

288,322

105,548

336,034

198,104

137,931

전년동기비

3.8

△12.0

△30.0

43.9

11.2

27.5

9.5

△18.2

13.4

6.0

26.0

’16.
4
월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 건자재 수급동향
시멘트 (천 M/T)
구분

생산

철근 (천 M/T)

출하

재고
내수

생산

출하

수출

재고
내수

수출

’15. 03

4,124

4,370

4,121

249

1,359

834

855

845

10

485

’15. 04

4,428

4,602

4,354

248

1,286

829

894

887

7

418

’16. 03

4,658

5,282

5,089

193

820

828

942

942

0

378

898

948

938

10

324

’16. 04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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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 Reliability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

고려기초소재주식회사는
고객존중과 환경중시를 기업이념으로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이룩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래그파우다·슬래그시멘트)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367
Tel. 041-357-2541

Fax. 041-357-5229

사단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법인

사단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법인

친환경 건축산업을
이끌어 갈
21세기 건축자재

고로슬래그
(사)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고로슬래그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