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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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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디딤돌 삼아,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계 속의 슬래그시멘트 전문기업을 향한 한국기초소재의 꿈, 그 끝없는 도전!

본사 및 공장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 16-3

대표번호 : TEL 032-777-7871, FAX 032-777-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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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품질, 신뢰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우리 고로슬래그미분말업계의 대변지인 <고로슬래그>지가 창간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로슬래그> 협회지가 당초 지향했던 

업계 및 소비자 간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 때문으로 본 지

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들어 고로슬래그미분말이 건설산업에서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으

로 많은 각광을 받으며, 수요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로슬래그미분말업계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또 현장적용에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로슬래그미분말은 환경과 자원을 중시한 최적의 건설재료로 온실가스

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녹색 건설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 구조물

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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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품질, 신뢰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앞으로 우리 업계는 끝없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품질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

한다면 고로슬래그미분말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친환경 건설 자재라는 사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고로슬래그미분

말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17년 7월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회장 

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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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2017년도 제3회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6월 22일 경기

도 판교 소재 더 퍼스트클래스 퍼스트홀에서 2017

년도 제3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로슬래그 시멘트 관련 최신 동향과 정부 정책 등

을 소개하고 관계자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

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이

사연 회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삼표산업 박민용 

본부장, 한양대 ERICA

캠퍼스 건축학부 태성호 

교수, 군산대 신소재공

학과 이승헌 교수, 롯데

건설 김영학 수석의 특강

으로 진행됐고, 질의응답

을 통해 참석자 간 궁금

증을 해소하며 성황리에 

�협회는�지난�6월�22일�경기도�판교�소재�퍼스트클래스�퍼스트홀에서�2017년도�제3회�기술세미나를�개최했다

인사말을�하고�있는�협회�이사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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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됐다.

협회 이사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고로슬래

그가 건설업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번 세미나가 향상된 기술을 배우고 업무 역량을 강

화하는 기회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슬래그미분말 및 정책과 산업 현황 소개

이날 삼표산업 박민용 본부장은 ‘고로슬래그와 콘크

리트’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았다. 박 본부장은 고

로슬래그의 역사, 관련 규격 및 시방서, 고로슬래그 

사용 콘크리트의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정확한 

품질 평가와 분석을 위해 통계를 활용했다”며, “업

계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품질 구현을 위해 공동

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태성호 교수가 ‘친환

경 건설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태 교수는 한국의 온실가

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친환경건축물 인

증제를 설명한 후 실제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태 교수는 “현재 건

축 분야에서 친환경, 저탄소가 이슈화되면서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산업을 통해 국

가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승헌 교수가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역할과 결합재의 KS 제·개정 동

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콘크리

트 결합재의 현황, 고로슬래그 재료 설계, 고로슬래

그 관련 KS 개정 등을 설명한 뒤 표준에 대한 제언

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KS제·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롯데건설 품질기술팀 김영학 수석이 ‘롯

데월드타워 고성능 콘크리트 현장적용’ 사례를 다양

한 영상으로 소개했다. 국내 최고 높이인 롯데월드 

타워의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건설에 사용된 신기

술들을 소개하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 장비 및 배

관계획, 압송모니터링&사전품질관리 등 고층 빌딩 

제작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공유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이사연 회장은 “오늘 세미나

는 고로슬래그 산업과 관련하여 기초 개념부터 핵

심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

로도 산업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책에 유연하게 반

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1.�삼표산업�박민용�본부장��2.�한양대학교�건축학부�태성호�교수��3.��군산대학교�신소재공학과�이승헌�교수��4.�롯데건설�품질기술팀�김영학�수석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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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건축학부	
태성호	교수

개요

신(新)기후체제(POST-2020)의 대두와 함께 우리나라

는 2030년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부문을 

포함한 산업·발전, 교통,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콘크리트 산업에서는 콘크리트 제조에 투입되는 주/부 

원료를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기술이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

감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콘크리트 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절

감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

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은 주로 저탄소 건설재료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친환경 건설재료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설재료 특히 콘크리트 산업 종

사자들이 국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친환경 건설정책 및 

인증제도 내에서 친환경 건설재료가 어떠한 의미로 평

가 및 활용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친환경 

건설정책 및 인증제도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재료 및 콘

크리트 산업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정책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친환

경 건설재료의 활용을 적극 반영한 녹색건축물인증제

(G-SEED) 내의 여러 평가항목 중 ‘3.재료 및 자원’ 부문

의 평가항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국내 

친환경 건설 정책에 대한 콘크리트 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기술한다.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대규

모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이하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

감을 위한 제도로 그 성격이 다소 변경되었다. 

목표관리제에서는 <표 1>과 같이 산업·발전, 건물·교

통, 농업·식품, 폐기물, 해양·해운으로 구분하여 각 분

야별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

은 환경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5개 관장기관에서 관리업

체의 지정 및 관리,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목표 설정, 명세서 검토 및 확인, 이행관리 및 

실적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친환경 건설정책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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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센터에서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 및 국가배출

계수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업체(법인) 및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대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표 2>와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

상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

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에 따라 직접 감축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1차부터 3차까지

의 이행년도가 계획되어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 1차 이행년도이고 이후 3년씩 2차, 3차 이행년도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업종분류는 목표관리제 업종 분류

체계 및 국가 감축목표, 업종분류 등을 고려하여 5대 부

문 23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할당 대상 업체의 업종은 

목표관리제에서 지정받은 업종으로 지정한다. <표 3>

은 배출권거래제의 업종분류를 나

타내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 지정은 의무적 할당 대상 업

체와 자발적 참여 업체로 구분되

며, 의무적 할당 대상 업체는 최

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

균 125,000tCO
2
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
2
eq 이상인 사업장을 대

상으로 한다. <표 4>는 목표관리제

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표를 나타

낸 것이다.

녹색건축인증제(G-SEED)

녹색건축인증제(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2001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운영해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2013년도 

개정 보완한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라 할 수 있

다. 현재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내 녹색건축센터이며 10개소의 인증기관에서 인

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1.토지이용 및 교

통, 2.에너지 및 환경오염, 3.재료 및 자원, 4.물 순환 관

<표 1> 2016년도 관리업체 지정현황 

<표 2>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 기준

<표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업종분류

구분

관리업체수	(지정기준별) 온실가스 에너지

소계 업체 사업장
배출량	

(tCO
2
eq)

비율	(%) 소비량	(TJ) 비율	(%)

산업·발전 185 11 174 7,871,335 50.2 155,344 53.7
건물·교통 89 33 56 6,441,315 41.1  40.3
농업·식품 22 4 18 637,572 4.1  4.3
폐기물 11 4 7 599,988 3.8  1.1
해양·해운 2 2 0 140,087 0.9  0.7
합계 309 54 255 15,690,298 100.0 100.0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eq) 에너지	소비량	(TJ)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000 이상 25,000	이상 500 이상 100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87,500 이상 20,000 이상 350 이상 9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50,000 이상 15,000 이상 200 이상 80 이상

부문 전환
공공·

폐기물
건물 수송 산업

업종
발전·

에너지

수도

폐기물

건물

(통신

제외)

통신

항공

광업

음식료품

섬유

목재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

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디스플

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계(23) 1 2 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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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형태 Command	and	Control Market	Mechanism(가격기능)

관리	대상 관리업체 할당	대상업체

대상	물질 6대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6대	온실가스

기준

〉25KtCO
2
eq(〜2011.12.31)

〉20KtCO
2
eq(2012.1〜)

〉15KtCO
2
eq(2014.1〜)

25KtCO
2
eq이상	사업장의	업체

자발적	신청	지정	업체	

Phase 1년 3년〜5년

감축목표설정
무상

(Grandfathering,	Benchmarking)
무상+유상

(Phase	1.	2015〜2017.	무상)

MRV 운영지침,	제3자	검증 좌동

조기감축,	상쇄 기여계수	등에	의한	결정,	지침	없음 배출권	수량에	3%,	10%

이월,	차입 불인정 인정(차입	10%)

거래 불인정 인정

페널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전문가 논단Ⅰ

리, 5.유지관리, 6.생태환경, 7.실내 환경, ID.혁신적 설

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3.재료 및 자원

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3.재료 및 자원 부문은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

용,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3.5 녹색건축자재의 적

용 비율, 3.6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로 구성되

어 있다. 이중 3.1∼3.5 항목이 친환경 건축을 건축자재

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평가 항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을 통해 각 항목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ID. 혁신적인 설계 부분의 건축물 전

과정평가 수행 항목에서도 온실가스 등 환경영향이 적은 

건축자재의 선정이 해당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로 이어지

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녹색건축인증제에서 녹색건축자재라 함은 환경성

적표지제도, 환경마크제도, GR인증제도 등을 통해 인증

된 건축자재 및 운영기관(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환경성선

언 제품으로 인정한 건축자재를 의미한다. <표 5>에 신

축 비주거용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기준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산업의 대응전략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그 자체로는 경화하는 성질이 미약

하지만 알칼리 등의 자극으로 인해 잠재수경성 반응을 

일으켜 경화된다. 또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같이 사

용하는 경우 수산화칼슘과 황산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화가 촉진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콘크리트보다 

수화발열 속도 저감 및 콘크리트 온도상승억제 효과, 알

칼리 실리카 반응의 억제 효과, 황산염 또는 해수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향상, 장기강도 및 수밀성 향상, 염화물 

이온, 산소 침투 억제로 철근의 발청 억제, 블리딩 감소 

및 유동성 향상 등과 같은 우수한 성질로 고강도 및 낮은 

수화열로  인해 대형구조물에 사용이 적합하다. 특히 이

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까지 고려하면 고로슬래그 미

분말의 사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크다. 다만 치환율의 정

도와 기온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 등에 따라 응결지연 및 

초기강도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사용 환

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한다면 유용한 자

원재활용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품질 확인이 어렵고 품질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

은 재료(비KS 제품)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사용자나 

제조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

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9

정보분야 인증항목 구분 배점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1.5	적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평가항목 1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1.7	자전거	주차장	설치 평가항목 2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성능 필수항목 12

2.2	시험,	조정,	평가(TAB)	및	커미셔

닝	실시
평가항목 2

2.3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

원	장치
평가항목 2

2.4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4

2.5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2.6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3

2.8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사조

절	계획	수립
평가항목 2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3.6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4.5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

얼	제공
필수항목 2

5.3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 평가항목 1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전문분야 인증항목 구분 배점

ID	혁신적인	

설계

1.	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외피	열교	방지 가산항목 1

3.	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

평가	수행
가산항목 2

기존	건축물의	주

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4.	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

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5.	유지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

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6.	생태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녹색건축

전문가

녹색건축전문가

의	설계	참여
가산항목 1

혁신적인	녹색

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정보분야 인증항목 구분 배점

6.	상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6.3	생태면적률 평가항목 10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의		적용
평가항목 6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1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

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평가항목 2

8.	주택성능

분야

8.1	내구성 - -

8.2	가변성 - -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

성수준
- -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8.8	방범안전	콘텐츠 - -

8.9	감지	및	경보설비 - -

8.10	제연설비 - -

8.11	내화성능 - -

8.12	수평피난거리 - -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8.14	피난설비 - -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표 5>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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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Ⅱ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승헌	교수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역할

고로슬래그는 사회의 안전과 사회환경의 정비에 도움이 

되면서 순환형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

환경 재료이다. 시멘트라는 재료는 범용시멘트와 특수시

멘트의 두개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로슬

래그 시멘트(미분말)를 사용할 때 범용 시멘트인가 특수 

시멘트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범용 시멘트는 대량 생산되어 소비되어지는 시멘트이다. 

고로슬래그는 제철공장에서 부생되는 부산물이기 때문

에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수효가 많으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수효가 적으면 제철소에 쌓이게 된다. 

대량의 고로슬래그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

용 시멘트로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고로슬래그 시멘트

는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범용시멘트라는 입장

에서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이라

는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 

초기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대

신 싸게 입수할 수 있는 범용 시멘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되기 쉽다. 따

라서 수급량에서 포틀랜드 시멘트와의 조절이 필요하다. 

범용 시멘트로 사용되는 슬래그 시멘트는 증량재적 의미

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말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유동성, 

작업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품질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건축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성화에 대한 저

항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수시멘트는 콘크리트의 다양화, 고기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멘트이다. 고로슬래그는 산업부산물치고는 드물

게 품질이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분쇄공정에서 다양한 

입도분포를 갖는 분말을 제조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성

능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저발열·저수축 고로슬래그 시

멘트, 고강도 고로슬래그 시멘트와 같은 특수시멘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고로슬래그를 이용하는 것의 장

점은 킬른에서 소성하여 제조하는 것보다 소비량이 적

은 특수시멘트에서는 제조 원가, 제조의 용이성, 에너

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다양화와 

복잡화되는 콘크리트 시공기술에 대응하기 쉽다는 이점

이 있다.

결합재의 KS 제·개정 동향

시멘트,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관련 KS 인증은 많은 

부분 JIS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KS 규격

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가 개정

되었으며, 저발열 3성분계 혼합시멘트에 대한 KS 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역할과 

결합재의 KS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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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2015년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외주가 허용됨에 따

라 미분쇄기가 구비되지 않아도 KS 인증을 받게끔 되

었다. 이에 따라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설비 

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2016년 9월 개정 고시하였다.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초기강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많

은 자극제에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나

타낸 결과가 많다. 그러나 석고 이외의 자극제는 KS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S에 포함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멘트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350만톤(2020년 BAU기준)을 줄이는 수단으로 제시되

었다. 즉 혼합재 사용량을 5%에서 10%로 증대시켜 140

만톤의 CO
2
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친 다

음에 2016년 12월에 KS가 개정되었다. KS 개정 내용은 

혼합재로 10%를 사용하되 석회석은 5% 이하를 사용하

고, 나머지 5%는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시 중 한 종류

만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강열감량은 3% 이

하에서 5% 이하로 상향시켰다.   

KS L 5405 ‘플라이 애시’는 플라이 애시의 활용률 증대

와 순환유동층 플라이 애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플라이 애

시의 품질에 따라 4등급으로 하여 배출되는 플라이 애시

의 90% 이상이 표준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또

한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플라이 애시를 표준

에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앞으로 100만톤 이상 배출 예상)을 

고려하여 순환유동층 플라이 애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처리하면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순환

유동층 플라이 애시를 활용할 때는 미분탄 플라이 애시

와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 CaO, 반응성 

CaO, SO
3
 및 안정도 등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콘크리트의 기능과 성능도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고유동, 저발열, 고내구성 등 다양한 특성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맞는 콘크리트를 제조하

기 위해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고로 슬래그, 플라

이 애시 등과 같은 혼합재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3성

분계 혼합시멘트가 필요하다. 

3성분계 혼합시멘트로서 가장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저발

열 3성분계 혼합 시멘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KS가 제

정되어 있지 않아 시공업체에서는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저발열 3성분계 혼합시멘트에 대한 KS 제

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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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로슬래그는 철강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중 하나로 

화학성분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하여 수경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하

는 경우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속도 저감, 온도상승 억제, 

장기강도 및 수밀성 향상, 염화물침투억제에 의한 철근

의 방청효과, 화학저항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산업 부산물의 재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인 효과와 함께 환경부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로슬래그의 산업현황, 국내·외 표

준비교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발현되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고로슬래그 산업현황

제철공장에서 제철·제강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

산물인 고로슬래그는 발생량의 약 63% 정도가 시멘트 

전문가 논단Ⅲ

삼표산업	
품질경영본부
박민용	본부장

고로슬래그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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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또는 콘크리트 혼화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

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는 <그림 1>과 같이 2015년 약 

1,580만톤의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약 978만톤의 고로슬

래그 시멘트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된 것

은 독일의 N.Sutterheim이 1953년에 발표한 건조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시작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분쇄 및 분급 기술 개발이 가

속화되면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활용범위도 점차 확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콘크리트 혼화재료로 고

로슬래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고로슬래그 미분

말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설계시공지침(안)’과 ‘콘크리트

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

기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고로슬래그의 사용을 위한 기반

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저감형 건설재료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KS인증업체도 꾸준히 증가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29개 공장,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 28개 

공장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표시인증 사업장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

으로 고분말도 제품의 제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강

도 콘크리트와 고유동 콘크리트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관련 규격 비교

국내에서는 1997년에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콘

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한 배합 및 제조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일본은 JIS A 6206(콘크

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미국은 ASTM C 989(콘크

리트 및 모르타르용 슬래그 시멘트 표준 규격)에서 규정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표준보다 상관성이 비교적 큰 일본과의 비

교를 통해 살펴보면 <표 1>, <표 2>과 같이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품질기준이 상당 부분이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고로슬래그 생산현황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고로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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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의 종류에 대해 한국은 3개 종류로 구분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과 유사하였으나 

2013년에 4개 종류로 구분하여 비표면적 3,000㎠/g급의 

저분말도에 대한 품질기준을 추가해 개정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방지계획과 CO
2
 배출억제대책으로 고로슬

래그 미분말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이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대책으로 JIS R 

5211(고로시멘트)에 적합한 저발열 고로시멘트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비표면적 3,000 정도의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수화열 저감용 저발열형 고로시멘트의 

혼합재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 또한 증가 추세이

고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기준이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3000은 수화열 억제가 목적이므로 재령 7일의 활성도

지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령 28일의 활성도지수

를 60 이상, 재령 91일의 활성도지수를 80 이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활성도 지수의 경우 비표면적 8000, 

6000급에 대해서는 재령91일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고로슬래그 특성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서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해 

고로슬래그 미분말 자체의 특성,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 경화된 콘크리트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자체 특성

<표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OPC)와 화학성분의 구성은 유사하나 성분별 함유량의 

차이로 시멘트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주요 성분은 CaO, SiO
2
, MgO, 

Al
2
O

3
로 전체의 94~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MgO의 

경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5%를 초과하면 유리

마그네시아가 생성되어 이상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경우 대체로 9% 이하의 함

유율을 갖지만 반응성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이상 팽창

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반응성은 일반적으로 염기도(염기

품질

	종류

 고로슬래그	미분말
1종 2종 3종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g) 8000~10000 6000~8000 4000~6000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
재령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재령	91일 10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플로값	비(%) 9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 
삼산화황(SO3)(%) 4.0	이하
강열	감량(%)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전문가 논단Ⅲ

*염기도	1.6	이상

<표 1> 고로슬래그 미분말 품질기준(KS F 2563_한국)

<표 2> 고로슬래그 미분말 품질기준(JIS A 6203_일본)

품질

	종류

고로슬래그
미분말	
8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6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4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3000

밀도(g/㎤) 2.80 이상
비표면적(㎠/g) 7000~10000 5000~7000 3500~5000 2750~3500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 -
재령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60	이상
재령	91일 - - 95	이상 80	이상

플로값	비(%)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 
삼산화황(SO3)(%) 4.0	이하
강열	감량(%)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염기도	1.4	이상
<표 3> 고로슬래그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성분비교

구분 CaO SiO
2
Fe
2
O
3
MgO Al

2
O
3
SO

3
TiO

2
MnO

고로슬래그	
미분말

42.0 34.7 0.3 6.4 15.4 0.15 1.0 0.3

OPC 62.7 22.1 3.3 2.4 5.5 2.3 - -



15

성분과 산성 성분의 비)로 평가하고 있으며, 염기도가 높

을수록 반응성이 높아져 강도 증진에 유리한 경향이 있

고, 염기도가 낮은 경우에도 분말도가 높다면 반응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말도(Blaine)는 평균입자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림 2>는 분말도에 따른 고로슬래그 미분말 입형을 SEM(

전자현미경) 촬영한 것이다.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반응

속도 향상되어 초기강도 확보에 유리하고, 수화반응에 

의한 경화제 조직이 치밀해져 내염해성이 향상된다고 알

려져 있다.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경화 전 콘크리트 특성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성 증대의 효과가 있어 단위수량의 감소와 작

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

한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 4>, <표 5>와 같이 

분말도와 치환율에 따른 단위수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소요의 슬럼프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은 고로슬

래그 미분말의 분말도나 치환율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보

다 2~5% 정도 작게 되지만, 분말도 6,000㎠/g과 8,000

㎠/g 사이에서 단위수량 저감효과는 명확하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멘트 페이스트의 용적이 증가되어 

미분말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소요 잔골

재율은 감소하게 된다. 

워커빌리티를 확인해 보면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

할 경우 유동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시멘트 페이스트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 입자 표면에 산성 피막(Slip 

plane)이 형성되어 계면윤활 작용에 의해 콘크리트의 유

동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끄러운 표면 특성

으로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에는 점성이 나타나지 않아 

다짐성능이 향상되어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의 흡착작용

이 증대되어 초기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OPC의	(단위수량)을	기준으로	비교

<그림 2> 분말도에 따른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입형

1)	4,000㎠/g 2)	6,000㎠/g 3)	8,000㎠/g

W/B

(%)

Blaine(㎠/g)

OPC 4,000 6,000 8,000
25 154 (100) 142 (92) 136 (88) 131 (85)
35 166 (100) 156 (94) 147 (89) 144 (87)
55 178 (100) 174 (98) 170 (96) 170 (96)
60 170 (100) 170 (100) 161 (95) 161 (95)

W/B

(%)

Blaine

(㎠/g)

치	환	율(%)

OPC 40% 60% 80%
25 8,000 162(100) 138(85) 131(81) -

 35
6,000 166(100) 162(98) 147(89) 146(88)
8,000 166(100) 159(96) 144(87) 146(88)

45
4,000 186(100) 183(98) 182(98) 180(97)
6,000 186(100) 180(97) 182(98) 181(97)

<표 4> 분말도와 단위수량           

(단위:	kg/㎡)

<표 5> 치환율과 단위수량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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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림 3>과 같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높은 

분말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다량 

치환하여 사용할 경우 경화과정에서 발열반응이 활발해

져 수화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말

도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잠재수경성이라고 불리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수화반응 특성에 따라 치환율이 클수록 

응결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경화된 콘크리트 특성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경화된 콘크리트에 미치는 특성

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내구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경우 표준 양생 조건에서 <그림 4>

와 같이 치환율 30~70％ 범위에서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초기 강도는 저하하지만, 재령 28

일 강도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치환율이 클

수록 재령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되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화체 조직이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만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치밀하다는 것

을 <그림 5>와 같이 SEM 촬영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로슬래그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경화 조직

이 치밀해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수밀성이 좋아져 투수성이 낮아지고 각종 열화물질의 침

투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전문가 논단Ⅲ

<그림 3> 치환율에 따른 수화열 및 응결지연

1) 단열온도 상승곡선

<그림 4>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치환율과 압축강도

1) 분말도 4000 ㎠/g 

2) 응결지연 2) 분말도 8000㎠/g 

무 혼 입

치환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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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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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성에 기인하여 내화학성, 염화물 침투 저항

성, 알칼리 실리카 반응제어 등과 같은 콘크리트 내구성

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그 자체로는 경화하는 성질이 미약

하지만 알칼리 등의 자극으로 인해 잠재수경성 반응을 

일으켜 경화된다. 또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같이 사

용하는 경우 수산화칼슘과 황산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화가 촉진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콘크리트보다 

수화발열 속도 저감 및 콘크리트 온도상승억제 효과, 알

칼리 실리카 반응의 억제 효과, 황산염 또는 해수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향상, 장기강도 및 수밀성 향상, 염화물 

이온, 산소 침투 억제로 철근의 발청 억제, 블리딩 감소 

및 유동성 향상 등과 같은 우수한 성질로 고강도 및 낮은 

수화열로  인해 대형구조물에 사용이 적합하다. 특히 이

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까지 고려하면 고로슬래그 미

분말의 사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크다. 다만 치환율, 기

온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 등에 따라 응결지연 및 초기강

도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환경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한다면 유용한 자원재활용의 방

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미세구조 비교

1)	OPC(양생	3일)

3)	고로슬래그(양생	3일)

2)	OPC(양생	28일)

4)	고로슬래그(양생	28일)

※참고문헌

1)	한국철강협회	외	12개사,	Concrete	&	Slag,	Green	Solution	:	

슬래그	콘크리트	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	2012.

2)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활용한	 시멘

트·콘크리트	생산기술	개발,	2001.

<표 6> 경화된 콘크리트 특성

구분 특성

강도
-	잠재수경성에	의해	장기강도	향상
		→고강도	콘크리트에	탁월한	효과

염해
-	치밀한	콘크리트	조직으로	염화물	이온	침투	억제
		→치환율(40%	이상)	및	분말도	높을수록	증대

수밀성 -	공극	감소로	인한	수밀성	증대

화학저항성
-	포졸란	반응으로	Ca(OH)

2
	감소		

			→OPC	보다	화학	저항성	증가	

내해수성 -	염화물	이온	투과율	저하로	내해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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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브이샘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하여

고로슬래그업계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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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샘(대표 : 성기광)은 지난 2002년 회사설립 

이래 친환경 고로슬래그미분말과 슬래그시멘트를 

업계에 생산·공급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이 회사 제품은 고객으로부터 친환경제품이자 고

품질 제품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자동 제어시스템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

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경영과 함께 이 회사는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적극

적인 자원 재활용 및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배출 저

감 노력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로슬래그분야는 그 특성상 건설 경기의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브이샘은 이

에 대한 해답을 내부에서 찾았다. 외부의 충격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생산효율 향상 및 업무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능동적으

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이샘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투자에 주

력해왔다. 그 결과 외부에 의존하던 설비수선 및 정비

를 생산직원 및 협력사와 합심하여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혁신은 내부로부터’라는 

믿음 아래 시작된 직무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가 달콤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생산

공정 개선에도 적극 나서 생산효율을 80% 이상 높이

는 데도 성공했다. 

예사롭지 않은 이러한 행보는 모기업인 아주그룹의 

ANT경영이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브이샘의�인천공장�전경 수재�슬래그�저장�창고

인천	지역에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주)브이샘’.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업계	

최초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생산한	저력	있는	업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수도권역에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슬래그시멘트를	공급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	아주산업과	싱가포르	

S3사의	조인트벤처로	출범한	이	회사는	2004년	6월	인천공장	완공	이후	2013년	슬래그시멘트	생

산	설비를	추가했으며,	KS	규격	인증도	취득했다.	브이샘은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이

자	고로슬래그	분야	선두주자로	밝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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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브이샘

그룹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ANT경영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

다는 것. 

참고로 ANT경영이란 ‘AJU New Thinking’의 앞 글

자를 딴 약자로 아주인의 참신한 생각들이 모여 더욱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고 전 구성원이 개미(Ant)처럼 

협력하여 꿈(목표)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경영 방법에는 ‘잘 하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출발

해 질문, 학습과 연구,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 실행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내 모든 

임직원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얻게 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어느새 우리 인류의 최대 화두로 등

장했다. 이에 브이샘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에 선

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친환경 리딩기업으로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사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탈황혼합석고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슬래그시멘트 제작 

시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고가 필요하다. 그런

데 천연 석고는 값이 비싸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반

면 탈황혼합석고는 산업부산물이라 별도의 비용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황혼합석고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사업적 측면으로는 현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고로슬

래그미분말, 슬래그시멘트 외에 혼합계 시멘트 생산설

비에 투자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인재육

성,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라는 그룹의 비

전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라는 

비전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브이

샘. 그 근저에는 ‘긍정’과 ‘기쁨’이라는 아주그룹의 기업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면 된

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

러일으킨다.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기려는 마음

과 일에 몰입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업정신이 브이샘 임직원 모두의 마음에 아로새

겨지다 보니 기업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 되고 최

성기광�대표가�롤러�프레스를�점검하고�있다. 오랜�노력으로�설비수선을�자체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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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물론 슬로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이샘은 직원들이 회사

의 비전과 슬로건을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도

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인재 풀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전문가를 육

성하는 한편 핵심인재 육성 및 수준별 관리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대학원 등)를 부여하고 있고 스마트

러닝을 도입해 상시적인 교육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순환보직근무를 통해 전직원

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인재육성에 적

극 나서고 있다. 팀장과 매니저라는 직급문화를 도입

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이 원활한 분위기

를 만드는 등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브이샘 만의 자랑이다. 

브이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

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

서고 있다. 아주그룹 계열사와 함께 사랑의 부싯돌 연

탄 나눔, 해외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매

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벼락의 그린존 설치,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직원이 윤리서약을 진행

하고, 이를 임직원 행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함으로

써 협력사와는 공존하고 경쟁사와는 공정한 경쟁을 펼

치는 등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Mini Interview /                     성기광 대표

Q.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다면?

A.�수평적�기업문화를�중시한다.�소통이�원활한�그룹은�아이디어�교류가�

활발하고,�구성원들이�각각�아이디어를�가지고�주도적으로�일을�하게�된

다.�결국�이는�회사의�경쟁력�향상으로�이어진다.�사람을�귀하게�여겨야�한

다는�것도�평소�소신이다.�직원들의�복지를�최우선으로�여기고�그들을�행

복하게�만들어주려고�노력하고�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A.�현재�우리가�생산하는�고로슬래그시멘트와�타�업체�제품과의�차별성이�

두드러지지�않는�것이�사실이다.�이는�우리�품질팀의�미션이기도�한데,�고

로슬래그미분말은�브이샘�제품을�써야겠다는�생각이�들만큼의�차별화된�

제품이�만들어지길�기대한다.�

원가절감을�위해서도�계속�노력할�것이다.�현재�설비의�국산화가�80%�정

도�진행된�상태다.�이로�인해�원가가�많이�절감되고�수선비용도�줄었는데�

앞으로�더�절감토록�할�것이다.�또한,�젊고�유능한�친구들이�생산�현장에�

많이�투입되었으면�좋겠다.�유능한�인력이�필요한데�너무�사무직�쪽으로만�

몰리고�있어�안타까울�따름이다.�이에�브이샘은�은퇴한�시니어들을�다시�

고용하는�것을�고려�중이다.�그들에겐�오랜�노하우가�있으며,�운영을�안정

적으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와�같은�역발상을�통해�기업경영환경

을�꾸준히�개선해�나갈�것이다.�

Q.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A.�아직까지�고로슬래그미분말의�인지도가�낮은�것이�안타깝다.�심지어�건

설사�직원들조차�잘�모르는�경우가�많은데�일반인들은�오죽하겠나.�친환경

적이고�안전한�고로슬래그미분말이�산업현장�이곳저곳에�활용되었으면�

하는�바람이다.�제철소의�폐기물이라�생산원가도�낮을�뿐더러�품질�면에서

의�장점도�많다.�이�같은�유용성이�널리�알려졌으면�좋겠다.�브이샘�또한�

꾸준한�연구�개발을�통한�향상된�기술력으로�고로슬래그미분말�대표�생산

업체로�자리�잡길�기대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고로슬래그 

특성과 유용성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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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분명, 기억에 소매물도는 ‘동화 속 섬’이었다. 이십

대 중반 어느 겨울 홀로 향했던 소매물도는 예쁘고, 

여리고, 아기자기한 섬이었다. 덕분에 첫사랑처럼 

가끔 떠올리곤 했다. 그러다 10년쯤 흘러 ‘여전할

까, 어떻게 변했을까’하는 약간의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다시 찾은 소매물도는 귀여운 섬이 아니라 산

이었다. 세월 따라 무거워진 몸도 한몫 더했겠지만 

소매물도는 과자 CF에 나왔던 ‘그저 작고 예쁜 섬’ 

만은 아니었다. 

소매물도에 대한 ‘편견’은 나만의 것은 아니었나보

다. 얼른 보아도 새 샌들임이 분명한 높은 신발을 

신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보인다. 예쁘긴 하지만 여

느 망망대해의 섬들과 마찬가지로 ‘돌산’의 모습을 

지닌 소매물도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편한 신발이 

필수다.

바람과 파도가 그려내는 그림같은 풍광 

매물도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 그리고 등대섬 이

렇게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사이좋게 마주해 하루에 두어 번 바다 위

에 길을 내어 만난다.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해 서로 

의지하듯 마주한 두 섬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그려

통영 소매물도 & 등대섬

망망대해 몽돌길 열리는 신비의 섬

한려수도	남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	문화와	예술의	향기	은은하게	펼쳐지는	육지와	더불어	

통영	바다에	뿌려진	보석같은	섬들이	반짝이는	고장.	그가	품은	수많은	섬들	중	기암절벽과	등대섬,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이	펼쳐지는	소매물도로	떠났다.	동화	속	섬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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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암벽들 덕분에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한산

도·추봉도·욕지도·비진도 등 통영 앞바다와 먼 

바다를 채운 수많은 섬들 사이에서도 소매물도를 

찾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소매물도에 가기 위해서는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야한다. 기본 매일 3회 출항한다. 성수기 또

는 주말에는 출항이 늘어난다. 또 날씨와 여객사정

에 따라 유동적이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

다. 특히 배편은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하니 몇 번

이고 확인해두자. 

얼마나 됐을까. 한산도를 지나 잠시 배가 멈춘다. 

고운 해안으로 유명한 비진도다. 여객선 안에서도 

고운 백사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반쯤 내

려준 배는 다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망망대해로 나

선다. 출발한지 1시간 20분쯤 지나 면적 2.5㎢(약 

756평)의 아담한 바위섬, 오늘의 목적지 소매물도

에 닿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가

파른 경사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부둣가에

는 <등대횟집> <다솔펜션> <소매물도펜션> 등 숙

박과 음식점을 겸한 편의시설들이 자리한다. 

소매물도 탐방을 시작하기 전 두 가지만 체크해보

자. 일단 물과 간식은 필수다. 뭍에서 얼음물과 음

료·간식을 준비해왔다면 패스. 화장실만 들렀다 

가면 된다. 하지만 배시간이 급해 아무것도 준비하

지 못했다면 물 한 병은 소매물도 초입 매점에서 준

비해가자. 또 이곳에서 등대섬까지 화장실이 없으

니 용변도 미리 해결해두는 편이 좋다. 

두 가지를 해결했다면 바로 출발한다. 등대섬으로 

가는 길은 마을을 관통하는 가파른 돌계단과 나무 

데크로 이어진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섬인만

큼 오르막은 어쩔 수 없다. 중간 중간 쉬어가는 그

늘이 있으니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 

그늘에서 잠시 쉬다 걸으니 갈림길이 나온다. 모두 

등대섬으로 향하는 길인데 왼쪽으로 가면 등대섬으

로 바로 닿고 오른쪽으로 가면 소매물도 정상인 망

태봉에도 들를 수 있다. 등대섬의 멋진 풍광을 촬

영하고 싶다면 오른쪽 길을 추천한다. 물론 등대섬

으로 바로 가도 좋다. 돌아오는 길에 망태봉에 들

러도 무방하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몽돌 건너 만나는 등대섬

망태봉 정상에 오르면 매물도 관세역사관이 보인

다. 예전 세관 감시초소로 1970~80년대 남해안 일

대의 밀수를 감시하던 곳이란다. 망을 보던 봉우리, 

‘망태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등대섬 풍광은 물론 

먼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다. 감시초소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987년 폐쇄됐고 지금은 관세

역사관만 자리를 지킨다. 

망태봉 자락, 그림 같은 등대섬이 눈

앞에 펼쳐진다. 불로초를 구

하러 왔던 진시황제

의 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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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글씨를 새겼다는 글씽이굴과 소매물도의 대표 이

미지, 병풍바위가 보인다. 그뿐이랴. 맑은 날씨 덕

분에 저 멀리 대구 을비도와 소구 을비도까지 모습

을 드러낸다.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잇는 열목개 자

갈길도 곧 나타나겠지. 등대섬으로 가기 위해 해안

으로 내려선다. 

소매물도를 찾았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등대섬 건

너기.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원래 80m쯤 떨어져 있

는데 하루에 두어 번 썰물 때면 이 둘 사이에 아담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열목개 자갈길’이라고도 

불리는 몽돌해변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배시간과 물때를 잘 맞추면 바다 위로 솟은 몽돌을 

건너 등대섬과 소매물도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공룡알처럼 커다란 돌부터 작은 몽돌까

지 다양한 크기의 몽돌로 이어진 자갈길은 걷기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바다 위를 걷는 특별한 경험에

는 비할 수 없다. 

몽돌을 지나 등대까지는 계단길이 이어진다. 경사

는 좀 급하지만 10여분이면 닿는다. 등대섬에서 바

라보는 소매물도의 풍광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소

매물도 부두에서 망태봉을 지나 등대섬까지 오는데 

넉넉하게 2시간 정도 걸렸다. 사진 촬영까지 더한 

시간이다. 다시 돌아가는 시간까지 더해도 왕복 4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첫배

(오전 7시)로 들어와 소매물도 마지막 배(오후 4시

28분)로 나간다면 여유 있게 섬을 돌아보는데 무리

가 없다. 가장 중요한 물때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과 거제를 오가는 배가 들고나는 소매물도 부

두에서는 카페와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잡은 

멍게와 소라 같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난전이 펼

쳐진다.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바닷바람을 쏘

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시간이 된다면 부두에

서 가까운 후박나무 군락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한국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이소원 취재기자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소매물도�가는�길에�들르는�비진도�산호해변

등대섬에서�바라본�소매물도

망태봉에서�등대섬으로�향하는�길.�본격적인�내리막이�시작된다.

등대섬을�구경하고�선착장으로�돌아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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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운영위원 워크숍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회원사인 쌍용기초소

재가 위치한 군산의 군산CC에서 2017년

도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사회 및 체육행사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각 회원

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

월 29일 강원도 횡성의 웰리힐리파크에

서 이사회 및 체육행사를 가졌다.

제39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

전 참가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6월 

8일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

대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ENVEX 2017)’에 참가

했다.

고려기술연구소 개소식 가져

고려기초소재(주)는 지난 6월 16일 오

전 10시 고려에프엔씨에서 고려기술연

구소 개소식을 가졌다.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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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자원봉사활동 진행

아주그룹의 비영리기관인 아주복지재단에

서 한코리아와 함께 7월 24일부터 30일까

지 5박 7일간 베트남서 자원봉사활동을 진

행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주)브이샘을 

비롯해 아주그룹계열사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한다. 

아주그룹의 해외봉사활동은 2007년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마을에 유치원 3곳 건

립으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해외자원봉사를 통해 가정집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용화장실 건립, 도서관 건

립, 컴퓨터 및 도서지원, 노후학교 외벽 재정비, 장학금 전달 등 약 6,000여명의 해

외 현지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에는 베트남 빈롱성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지 학교장 인터뷰를 통해 붕

괴위험이 있는 유치원 1곳과 빈곤가정 2곳의 신축을 지원하고, 현지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아동 교육기자재도 전달할 계획이다. 빈롱성에 위치한 안탄유치원의 경우 건립

된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이 높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교실이 부

족해 지역아동 200여명 중에서도 47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해외 현지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수혜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주와 함께하는 

2016 사랑의 부싯돌 행사

아주그룹의 비영리기관 아주복지재단

이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을 찾아 지난해 12월 6일 ‘사랑의 부싯

돌’ 연탄 나눔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

사에는 아주그룹 임직원을 비롯해 사랑

의연탄나눔운동본부 관계자, 마을주민

들이 함께 참여했다. 

탁용원 아주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아주 임직원들이 전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시민

으로서의 사랑 나눔활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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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찬 대표이사 선임  

영진글로벌(주)은 지난 3월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천무찬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영진글로벌

(주)은 이강우 대표이사·천무찬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

사 체제로 운영된다.

벌크차량 사일로 전력 압송시스템 준공 

한국기초소재(주)는 지난 3월 17일 본

사 공장에서 ‘벌크차량 사일로 전력 압

송시스템’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인

천시청 환경녹지국장, 한국전력 인천본

부 기획관리실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현재 시멘트의 원재료를 벌크차량으로 운송하여 사일로에 저장할 경우 동력

원을 차량의 엔진출력(공회전)으로 압송하고 있는데 이때 상당량의 대기 오

염물질(이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이에 차량의 엔진출력을 경유가 아닌 전

력을 사용하여 벌크차 공회전을 감소시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사

업의 주목적이다.

한국기초소재 관계자는 “인천지역 최초 및 동종업계 최초로 설치된 이번 시

범사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대내 친환경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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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건설산업 관련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건설수주(억원) 99,646 136,393 115,525 158,022

건축허가(천㎡) 12,440 12,593 13,560 13,604

미분양(호) 59,313 61,063 61,679 60,313

건축착공(천㎡) 7,981 9,129 11,484 10,251

건설취업자수(천명) 1,860 1,871 1,908 1,961

구분

철근	(천	M/T)

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

’16. 03 828 942 942 0 378
’16. 04 898 948 938 10 324
’17. 03 980 1,031 1,028 3 258
’17. 04 1,002 1,023 1,023 0 253

구분 ’16.4 ’16.5 ’16.6 ’16.7 ’16.8 ’16.9 ’16.10’16.11’16.12 ’17.1 ’17.2 ’17.3 ’17.4

생산자
물가지수

98.67 98.79 99.02 98.91 99.0 99.23 99.52 99.97 100.85 102.31 102.7 102.66 102.58

건설용
중간재

94.89 95.47 96.17 96.23 95.6 95.42 95.83 96.83 97.88 99.7 99.94 100.0 99.67

구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2015.	4월 108,505 34,418 25,416 9,002 74,087 3,199 70,888 28,616 79,889 46,008 33,882

2016.	4월 120,303 20,871 15,759 5,111 99,433 7,165 92,267 22,924 97,379 63,817 33,562

’17.

4월

실	적 158,022 31,810 23,551 8,259 126,212 16,683 109,529 40,234 117,788 54,008 63,780

전년
동기비 31.4 52.4 49.4 61.6 26.9 132.8 18.7 75.5 21.0 -15.4 90.0

‘15년
동기비 45.6 -7.6 -7.3 -8.3 70.4 421.5 54.5 40.6 47.4 17.4 88.2

	

’16년	누적 441,582 119,519 71,806 47,713 322,064 33,742 288,322 105,548 336,034 198,104 137,931

’17년	누적 509,586 138,130 83,800 54,330 371,457 73,517 297,939 157,318 352,268 194,531 157,837

전년동기비 15.4 15.6 16.7 13.9 15.3 117.9 3.3 49.0 4.8 -1.8 14.4

※건설경기 지표

※연도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철근 수급동향 ※건설용 자재지수 동향

자료	:	대한건설협회

(단위	:	억원,	%)

	(2010	=	1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자료	:	한국철강협회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영진글로벌㈜ 

      창립 10주년!

영진글로벌㈜ 임직원 일동은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당진	TEL	:	031-681-1373	당진	FAX	:	031-681-1378

포천	TEL	:	031-543-3201	포천	FAX	:	031-543-3240



친환경 건축산업을 
이끌어 갈 
21세기 건축자재 

고로슬래그

(사)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고로슬래그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