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slag.or.kr

고로슬래그
Blast Furnace Slag

· 클로즈업  

  협회, 2018년도 제4회 

  기술세미나 개최 

· 포커스  

  한국 건설산업 

  그리고 발전방안  

· 업체탐방  

  한국기초소재(주)

2019
VOL.3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02	 클로즈업

	 협회,	2018년도	제4회	기술세미나	개최	

04	 포커스

	 한국	건설산업	그리고	발전방안	

08	 업체탐방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한국기초소재(주)

12	 전문가 논단Ⅰ

	 	슬래그의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슬래그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8	 전문가 논단Ⅱ

	 콘크리트용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의	필요성

24	 여행

	 포항	영일만	호미곶

26	 업계뉴스

	 협회	및	회원사	소식

28	 통계

	 건설산업	관련통계

Contents
 

3호 + vol.3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사연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주소 :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2 골드타워 912호

전화 : 031-8017-4395 

팩스 : 031-8017-4396

인터넷 : www.kslag.or.kr 

디자인 및 인쇄 : ㈜매경바이어스가이드(02-558-4913)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www.kslag.or.kr

고로슬래그
Blast Furnace Slag

www.kslag.or.kr

고로슬래그
Blast Furnace Slag

· 클로즈업  

  협회, 2018년도 제4회 

  기술세미나 개최 

· 포커스  

  한국 건설산업 

  그리고 발전방안  

· 업체탐방  

  한국기초소재(주)

2019
VOL.3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2

클로즈업

협회, 2018년도 
제4회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경기

도 판교 소재 퍼스트클래스 퍼스트홀에서 2018년

도 제4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는 고로슬래그 관련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 경제 

전망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번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들은 매년 개최되는 기술세미나

를 통해 고로슬래그관련 최신 정

보를 교류함으로써 급변하는 환

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이사연 회장

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군산대학

교 이승헌 교수, 호서대학교 양

동우 교수, 고려기초소재(주) 기

술연구소 전준영 소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 간 궁금

증을 해결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이사연 회장은 인사말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협회 이사연 회장

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판교 소재 퍼스트클래스 퍼스트홀에서 2018년도 제4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이사연 회장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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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현재 고로슬래그가 건설산업에 지대한 공

헌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정보 교류의 장이

자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슬래그미분말 및 정책과 산업 현황 소개

이날 군산대학교 이승헌 교수는 ‘한국의 콘크리트 역

사와 고로슬래그 향후 방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

았다. 이 교수는 결합재 사용량 관점에서의 콘크리

트, 유기 혼화제 관점에서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

해 설명했다. 그는 “변환시기에 대비한 적절한 고로슬

래그 사용 기술 정립이 필요할 때”라며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합한 재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가 ‘한국건설산업, 

창업 그리고 발전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양 

교수는 국내외 건설산업과 시장에 대해 설명한 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건설산업 현황을 제시

했다. 양 교수는 “현재 건설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이

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소재 분야에

서도 융·복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기초소재(주) 기술연구소 전준영 소장이 ‘고

로슬래그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소장

은 국내외 시멘트(일반 포틀랜드 시멘트/고로슬래그) 

품질현황과 품질특성을 설명한 뒤 이산화탄소 저감 관

점에서 친환경 건설재료로서 고로슬래그가 더욱 부각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가 ‘고로슬래그 활

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철강슬래그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과 공학적 

특성과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과 철강산업의 연관성

에 대해 설명하며 철강산업 부산물이 지구환경에 기여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유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이사연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고

로슬래그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특성까지 한눈에 

살펴볼 좋은 기회였다”며 “고로슬래그가 향후 친환경 

소재로서 활용되고 적용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대학교 이승헌 교수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 고려기초소재㈜ 기술연구소 

전준영 소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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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번 기고에서는 먼저 국내 건설시장, 해외건설시

장을 살펴보고 이 현황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

언토록 한다.

국내 건설산업 및 시장 현황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2017년 현재 287조원으로서 

국내총생산의 16.6%를 차지하고 취업자는 199만명

으로 총 취업자의 7.4%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GDP 및 일자리 창출성과가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한국 건설산업 

그리고 발전방안 

구분 2017

	2018

	연간

	2019 	

연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설투자
251.1
(7.6)

50.4
(1.8)

66.1
(-1.5)

116.4
(-0.1)

61.2
(-8.6)

63.4
(-6.4)

124.5
(-7.5)

240.9
(-4.1)

47.7
(-5.3)

62.9
(-4.8)

110.6
(-5.0)

58.9
(-3.8)

60.7
(-4.1)

119.5
(-3.9)

230.1
(-4.5)

	 건축
184.6
(12.1)

37.6
(3.5)

48.7
(-0.2)

86.3
(1.4)

45.9
(-9.8)

45.1
(-7.2)

91.0
(-8.5)

177.3
(-4.0)

35.4
(-5.8)

45.6
(-6.3)

81.0
(-6.1)

44.0
(-4.2)

43.1
(-4.4)

87.1
(-4.3)

168.2
(-5.2)

	 토목
66.2

(-3.5)
12.7

(-3.1)
17.3

(-4.9)
30.0

(-4.2)
15.2

(-4.8)
18.2

(-4.0)
33.4

(-4.3)
63.4

(-4.3)
12.3

(-3.4)
17.3

(-0.2)
29.6

(-1.6)
14.9

(-2.2)
17.5

(-3.4)
32.4

(-2.8)
62.0

(-2.2)

<표 1> 국내 건설산업 현황

※	주	:	2018년	3분기는	추정치,	이후는	POSRI	전망치,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2010년	실질금액	기준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양동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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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가 전망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주택건설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SOC 투자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조기 대북사업, 

접경지역 도로철도 조기 착공 등이 이어진다면 연착

륙 가능성도 상존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노후시설의 유

지보수(rebuild)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의 유지보수시장 비중이 전체 건설시

장의 40~50%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 내외

에 머물고 있어 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둘째, 신축시장이 축소되고 질적인 변화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도시개발 광역

교통망같은 대규모 신규프로젝트가 축소되어 신축 

건설시장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 운영시장

(O&M; Operation & Maintenance) 성장 및 시공

부문과의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부문

은 TSP(Total  Solution  Provider) 관점에서 시공

부문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확대가 전망된다. 

해외 건설산업 및 시장

세계건설시장은 2017년 9.7조달러, 2030년 13.9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성장

률은 2.9%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T

<그림 1> 연도별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그림 2> 2030년 세계 건설 시장 전망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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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시티 관련시장은 연평균성장

률이 1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 2025년에는 2

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설강국으로는 스페인, 미국, 프

랑스 등을 들 수 있으며, 후발신흥국으로는 중국, 인

도, 터키 등이 꼽히고 있다. 

한국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접근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동남아시아는 우리 기술로 

진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중국

의 일대일로정책에 참여해 진출할 필요가 있고 미

국과 유럽은 원자력발전소 등 플랜트 위주로 공략

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 참여하

여 접경지역 진출에 집중하는 한편 현 정부의 남방

정책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및 인도시장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SWOT분석을 통해 짚어

보면 <그림 5>와 같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건설산

업 및 시장을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

니며, 혁신여부에 따라 급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그렇다면 건설산업이 급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혁신해야하는가?  

첫째, 건설산업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하

거나 또는 현행 우수한 IT인프라와 ICT기술력을 활

용하여 현장관리, 기계·장비, 건설자재 등 여러 영

역에서 건설산업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신산업이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예를 들면 BIM(Building 

<그림 3> 세계 건설시장 비중 (2017년) <그림 4> 세계 건설시장 비중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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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odeling), GPS, Drone, 3D프린터, 

현장조립방식 등  ICT기술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

해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적용되는 기반시스

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건설현장의 생산혁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공급일변도의 건설산업에서 벗어나 ‘동대

문디자인플라자’, ‘롯본기힐즈’처럼 자체적으로 수요

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시장과 상품을 개발

해야 한다. 즉 ‘선공급 후수요 창출’ 개발방식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공사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확실한 먹

거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신흥국

들로부터 공동개발을 요청받고 있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그 중 하나

이다. 신흥국은 이와 같은 한국형 신도시 개발방식

을 선호하므로 이 수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의 남방정책에 참여하여 이 부분의 진출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5> 국내 건설산업의 SWOT 분석

·	경이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글로벌	대형	건설사	다수	보유
·우수한	IT	인프라,	ICT	기술력

·글로벌	건설시장은	꾸준히	성장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의	분기점	
도래
·	신흥국의	발전	모델로서		
한국건설	선호

·국내시장	성장	한계
·	경쟁력	있는	EPC업체	부재,	FEED
분야	열세
·	투자개발형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
방안	부족

·해외	건설	시장	경쟁	심화
·	중국,	인도	등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급성장
·	중국,	일본	등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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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소재(주)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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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경쟁력은 임직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기초소재(주)는 국내시멘트 수요의 약 40% 이상

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도 물류 중심지에 속하는 인천

에 자리잡고 있다. 이 회사는 최고품질의 슬래그 제품

을 생산해 정부 SOC 현장(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

로) 및 송도·청라국제도시 건축현장, 인천공항 제2터

미널 확장공사 등에 공급함으로써 품질과 기술력을 대

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강점이다. 즉 무인출하자동화설비 및 

BCT 사일로 전력압송시스템구축 등 지속적인 기술혁

신과 품질·성능 개선 및 고객 니즈(Needs)의 즉각적

인 대응을 위한 최적의 설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LNG GAS 폐열회수설비를 구축해 에너지절약 및 온

실가스 배출감소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는 등 한국기초

소재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도 유

명하다.

배우영 대표는 한국기초소재(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회사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임직원들의 ‘맨파워’라 강조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실시

간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원가절

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배우영 

대표는 변화관리를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사진은 생산라인)

한국기초소재(주)(대표	:	배우영)는	1999년	9월	회사설립	이래	제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부산물인	고

로슬래그를	100%	재활용하여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고기능성특수혼합시멘

트를	생산해	업계에	공급해왔다.	산업부산물에	대한	단순한	처리나	제한적인	재활용	수준을	뛰어넘어	부산물	

용도의	다양화와	부산물간	연계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재료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미분말의	분급기술을	통한	고기능·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주문형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확보,	자원순환형	

기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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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업그레이드와 복

지시스템을 통해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조직가치 및 비전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

서의 교육, 직무능력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실무지향적

인 제도측면에서의 교육,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직

장예절, 커뮤니케이션 등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

한 조직구성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및 지정연차 활용, 휴가비 지급, 자녀학비 보조 등 가

족 친화적인 기업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

생·발전하기 위해 지역 상점이용, 사회보육시설 지

원, 정화활동,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준법, 안전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 확립

한국기초소재가 운영방침으로는 ‘준법’, ‘안전’에 ‘환경

경영시스템 확립’이 있다. 

‘준법’과 관련해서는 원리·원칙에 의한 각종 규정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한

편 그동안에 잘못된 거래나 관습을 과감히 타파함으로

써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습관 또한 과감히 개선해 나

가고 있다. 

‘안전’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회사로서도 큰 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미 무재해 3배수 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작업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등장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

과 에너지 절감, 자원재활용, 환경친화형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업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한국기초소재는 ‘환경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해 친환

경 리딩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구체적으로 

LNG GAS 폐열회수설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감소 우수사업장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BCT사일로 전력압송시스템 

및 저녹스버너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외에도 미세먼

지방지를 위해 살수차 운영 및 자동 워터스프레이 및 

원료치장 분진망 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상생과 발전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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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감동하는 제품 및 서비스 구현

한국기초소재의 주요 제품은 업계로부터 환경친화성, 

고품질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회

사의 제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

고 있을까?

한국기초소재의 주력 제품으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과 고로슬래그 시멘트가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제철소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고로수재슬래그를 미세한 분말의 형태로 분

쇄한 제품이다.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같이 소성공정

이 없어 유연탄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

고 천연석회석 자원과 막대한 전력에너지 소비를 감

소시킬 수 있어 사회 환경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천연자원 절약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기

초소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작업성 및 경제성, 내구

성이 우수하고 장기강도 특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표지인증을 받을 만큼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우영 대표는 제품 개발 및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저탄소녹색성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비즈니스의 기회로 창출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대외홍보 강화를 통해 슬

래그파우더 및 시멘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가, 품질, 고객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

우위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듯이 우리 회사는 거래처

의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품질 및 

사전 사후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

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설자재 대표기업으로 성장

슬래그 제품들은 대표적인 친환경 건설자재로 친환경, 

저탄소가 이슈화되는 가운데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이해도와 인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것이 배우영 대표의 생각이다. 

“슬래그 제품을 활용하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건

설업체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세미나 및 학회 등 인식개선 노력과 인증

제도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슬래그 제품들이 활

성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기초소재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제품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친환경 건설자재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사진은 사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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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Ⅰ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김진만	교수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안

지구환경 보호를 중심주제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2020년

으로 만료되고 더욱 강화된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실

행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약속

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집계되

는 26개 나라 가운데 1위 미국(50억8,770만 톤), 2위 일

본(11억7,660만 톤), 3위 독일(7억6,380만 톤) 이어 6억

7,970만 톤을 배출하며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년 전인 2007

년보다 24.6% 급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5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최

근 20년간의 배출량 증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슬래그의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슬래그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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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1.7% 정도로 OECD 35개국 중 34위를 차지하

였다. 이렇듯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계가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글로

벌 추세에 역행하는 환경 후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

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주범

으로 꼽히는 석탄을 앞 다퉈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런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은 국내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

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 건설도 적극 지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2.29TEC로 전세계 5위 수준이다. TEC는 석탄 1톤이 내

는 열량으로 환산한 단위값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미국 및 일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2.07tec)보다도 월등

히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을 기울여 석탄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석탄연료 사용 증

가 등으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면서 지구환경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4월 국회기후변화포럼 제 36차 정책토론회인 ‘미

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에 따

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발전, 산업, 수송, 생활에서 각각 3.9%, 

16.3%, 9.0%, 2.8%의 감축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

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에 매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인하여 우리도 머지않

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건설산업의 잠재력

산업계에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목되는 

제철, 제강 및 시멘트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정

책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철강산업 및 시멘트산업은 각각 

국내 전체 배출량의 11%, 6%라는 단일 산업으로는 매우 

막대한 양을 배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발표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이외의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 부문 배출허용기준은 소성시설은 

현행 30에서 15mg/S㎥로, 냉각시설은 40에서 30mg/

S㎥로 강화되고, SOx, NOx 또한 30, 330ppm에서 15, 

270ppm으로 각각 강화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강화로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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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기업

에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 자체적으로 감축하거나 여건

이 어려운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감축목표를 맞

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시멘트업계의 올해 제품 수급 전망도 밝

지 않은 상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10개 주요 건설

자재의 2018년도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내수

는 전년대비 8.1% 감소한 5,1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예

상된다. 시멘트 수출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전년대비 11.8% 감소한 150만 톤

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콘크리트 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몇 가지 실용적인 관련기

술이 개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콘크리트 제조에 

투입되는 주/부원료를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산업부

산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실제로 콘크리트 제

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고체자원 사용량을 나타낸 것으

로 총 사용된 고체자원 중 콘크리트는 40%의 비중으로 1

위를 차지해 2, 3위인 석탄 및 석유와 현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표 1>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들의 온실가

스 배출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콘크리트의 주요 원료

인 시멘트의 CO2 배출계수는 1톤의 시멘트 생산 시 약 

0.931CO2·ton으로 매우 높다. 이는 원료인 석회석의 

하소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사

실 이와 같은 공정은 시멘트의 주요 조성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정이므로 시멘트의 배출계수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

양한 시나리오에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

<표 1> 콘크리트 구성 재료의 온실가스 배출 지수

Item CO2	inventory	 Reference

1종	포틀랜드	시멘트 0.931       kg/kg 국가	LCI DB

고로슬래그	미분말 0.034       kg/kg 탄소연구단	LCI DB

고로슬래그	시멘트 0.208       kg/kg 국가	LCI DB

정제	플라이애시 0.0035     kg/kg 탄소연구단	LCI DB

바다모래 2.10        kg/㎥ 국토부	LCI DB

자갈(쇄석) 1.13        kg/㎥ 국토부	LCI DB

물(수도권	공업용수) 0.000112  kg/kg 국가 LCI DB

철근 0.0852     kg/kg 국가 LCI DB

<그림 1> 우리나라의 고체자원 사용량(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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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재활용률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2011 13,599 13,599 100.0% 10,330 10,305 99.8% 99.9%

2012 13,653 13,895 101.8% 10,757 10,851 100.9% 101.4%

2013 13,987 13,895 99.1% 10,756 10,206 98.9% 99.0%

2014 16,087 13,857 100.5% 11,039 11,150 101.0% 100.0%

2015 16,129 16,008 99.2% 10,356 10,475 101.2% 100.0%

2016 15,928 15,835 99.4% 10,114 10,132 100.2% 99.7%

2017 16,295 16,268 99.8% 10,249 10,225 99.8% 99.8%

<표 2> 철강슬래그의 연도별 발생량 및 재활용량

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시멘트보다 매우 낮은 고

로슬래그를 사용한 혼합시멘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철강산업의 부산물로 이를 시멘트

에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은 시멘트 산업 및 

철강산업 모두에게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콘크리트가 국내 고체 자원 사용량 중 40%를 차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

출계수는 0.208CO
2
·ton으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 

대비 불과 22%의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 방법 연

구를 통하여 ‘신기술’(예열 및 소성공정 개선 등),     

‘슬래그 시멘트 활용’, ‘탄소세 및 에너지세 증대’,    

‘석유 및 전력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시나리오로 에

너지 절약 잠재량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슬래그 시

멘트 사용은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대안으로 평가받

은 바 있다.

한편 고로슬래그는 수쇄를 통하여 미분말화로 활용

되기도 하나 총 고로슬래그 발생량 중 대략 15~10%

는 괴재슬래그로 배출된다. 이렇게 배출된 슬래그는 

파쇄를 통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활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고로슬래그는 버릴게 없는 콘크리트 산

업의 보물과 같은 재료라 하겠다. 

고로슬래그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대제철이 일관제철

로 고로3호기까지 증설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고

로슬래그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발생된 고로슬래그

는 <그림 2>와 같이 90% 이상이 시멘트 원료로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 고로슬래그의 활

용은 한편으로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초기강도 저하 등

과 같이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눈

앞에 보이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탐대실하게 되

는 무분별한 고로슬래그의 활용을 막고, 고로슬래그가 

갖는 본질적인 장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

비가 필요하다. 

고로슬래그는 본질적으로 콘크리트에 장점을 많이 부여

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그 활용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정

비할 필요가 있다. 고로슬래그를 콘크리트에 혼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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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가장 큰 이점으로 ‘수화열 저감’을 들 수 있다. 다

양한 매스콘크리트에 다량 사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ex: 서은아 외 3

인 2017, 장승엽 외 3인 2017, 김철영, 2016 강원대 박

사논문 등).

그런데 국내에서 고로슬래그의 연구가 수화열 저감을 위

한 혼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해왔지만 일본의 경

우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고로슬래그의 장점인 수화열 저감을 확실히 달

성하기 위해 분말도가 낮은 새로운 등급의 기준을 만

든 것이다(참고, 2013년 개정된 일본의 JIS A 6206). 국

내에서도 강도 증진용으로 고려되는 고로슬래그 미분

말 1종(비표면적 8,000~10,000㎠/g)과 2종(비표면적 

6,000~8,000㎠/g)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수

화열 저감의 측면이 고로슬래그 미분말 선택의 주요 근

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요를 확실히 

달성하게 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4종(3,000㎠/g 미만)

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림 2> 슬래그의 용도별 재활용 분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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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는 생산 방식, 배출처에 따라서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각각의 품질에 맞는 용처가 적절히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고로슬래그가 수쇄되어 고로

슬래그 미분말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철강사의 운용 상

황에 따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괴재슬래그가 여전히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2016’ 기준에 통합되어 있다. 이 기준

에 의하면 고로슬래그는 배출 공정에 무관하게 적절히 

가공하여 굵은골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골재의 경우 

수쇄 또는 공기 급냉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 즉 공기 중에서 서냉각시킨 괴재슬래그는 

잔골재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인 골재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다른 골재수

급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대체골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타 골재 대비 고로슬래그는 

시멘트와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소재이므로 혼화재료로

서든 골재로서든 콘크리트에 잘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괴

재 고로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림 3>과 같이 시멘트 단가는 다른 주요국에 비

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

해 시멘트 가격을 국민소득 대비로 나타낸 <그림 4>와 

같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관련된 산업의 시장을 축소시키게 되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제한하게 된다. 낮은 시멘

트 단가는 낮은 콘크리트 단가를 유발하고 구조재로서 

중요한 콘크리트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도 작

용한다. 더욱이 온실가스 저감 압력과 맞물려 시멘트사

는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멘트와 관련된 

환경문제와 콘크리트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

해서는 시멘트의 단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맺음말

콘크리트에 슬래그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친화성, 경제

성, 내구성 등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

을 가진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

면에서 슬래그 활용에 해가 될 수 있다. 그 특성에 따라 

골재상 또는 분말상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며, 용도

에 따른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

절한 제품이 적절한 용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그림 3> 1인당 GDP 대비 시멘트 단가 <그림 4> 연도별 GDP 대비 시멘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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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승헌	교수

개요

시멘트·물·골재 등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콘크리트에

서는 경화과정 중에 상당량의 수화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화열은 특히, 매스 콘크리트와 같이 부재크기

가 큰 구조물일수록 부재내부의 열응력을 증대시켜 균열

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의 열응력에 

의한 온도균열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총 수화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저발열 시멘트는 수화열 억

제효과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및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등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말도 슬래그 미분말을 함유한 콘크리트

는 내구성이 우수한 반면 수분 증발에 의한 건조수축 및 

자기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고로 슬래그 분말

도를 3,000㎠/g 정도로 낮춘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시멘

트를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에 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내구성능을 개선시킨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다. 

콘크리트용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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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KS 개정이 필수적이다.  

 

고로 슬래그의 분말도에 따른 특성

분말도에 따라 블레인 비표면적이 4,000, 6,000, 8,000

㎠/g의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 KS에 규정되고 있다. 해외

에서는 약액주입용으로는 블레인 비표면적으로 12,000

㎠/g 정도의 고로 슬래그 미분말도 이용되고 있다.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합재로 사용하는 장점은 주로 ①수화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의 억제 ②알칼리-실리카 반응의 억

제 ③황산염이나 해수에 대한 화학 저항성의 향상 등이

나 고로 슬래그의 분말도 및 함유량에 의해서는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온도상승 억제효과에는 4,000㎠/g 클래스 중에서 

거친 고로 슬래그를 사용하고, 동시에 고로 슬래그 사용

량을 50% 이상으로 하였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은 고로 슬래그의 분말도 4,000~4,500㎠/g 정도로 콘

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량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

용할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저발열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원인으로는 고로 슬래그 시

멘트의 모체 재료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로 슬래

그 미분말의 분말도 증가라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 보

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g 정도 상승했다. 국내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연도별 분말도 데이터가 없어 논의하기가 곤란하나 일

본의 경우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는 197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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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g 정도였지만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서는 최

대 5,000㎠/g로 약 1,300㎠/g 정도 상승했다.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의 분말도보다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

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

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4,000㎠/g 클래스

에서는 온도상승 억제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블레

인 비표면적이 큰 6,000㎠/g, 8,000㎠/g 클래스를 사용

하면 초기재령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2차 제품

용으로 적합하나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에

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 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에서는 균열 조사 시에 자기수축을 무시할 수 없는 사례

로서 분말도가 큰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대량으로 배합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자기수축

은 고로 슬래그의 분말도가 작을수록 자기수축이 억제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특성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발열량과 자기수축을 억제하기 위

해 표준 범위 내에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 및 화

학성분을 조절하여 제조한 저분말도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성을 <표 1>에 나타냈다. <표 1>에 표시된 BB1과 BB2

는 시판되고 있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이다. LBB1(

슬래그 40% 혼합)과 LBB2(슬래그 58% 혼합)는 슬래그 

양이 다른 저분말 고로 슬래그 시멘트(저발열·수축억

제형 고로시멘트)이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비표면적

은 약 3,000㎠/g 정도이다. 모두 고로 슬래그 시멘트(2

종)의 표준을 만족한다.

물-시멘트비 55%, 단위수량 159kg/㎥[시판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은 162kg/㎥]에서 저분말도(저

발열·수축억제형)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콘크리트

의 단열온도 상승을 <표 2>에 나타냈다. 단열온도 

상승량은 BB1[시판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과 비

교해서 LBB1에서는 약 15% 정도, LBB2에서는 약 

30% 정도 작게 된다. 

<그림 1>에는 자기수축변형의 경시변화를 나타내었

다. BB1 및 BB2는 재령 6~8일 사이에 100×10-6

을 상회하는 자기수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대

하여 LBB1에서는 초기에 약 25×10-6, LBB2에서

는 약 55×10-6의 각각 유효한 팽창 변형을 발생하

는 것에 의해 그 이후의 재령에서의 수축 변형이 일

반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인 BB1, BB2에 비교해

서 상당히 작은 값으로 억제되고 있다.

<표 3>에는 각종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내구

성의 결과를 나타냈다. LB2(저발열 고로 슬래그 시

<그림 1> 각종 시멘트의 자기수축 변형

종류
비표면적

(㎠/g)

SO
3

(%)

압축강도(N/㎟)
고로슬래그(%)

3일 7일 28일

BB1 3,890 2.2 19.0 32.2 61.6 40

BB2 4,030 2.2 24.0 35.9 63.4 43

LBB1 3,360 3.7 19.8 29.8 54.1 40

LBB2 3,300 3.9 15.0 24.8 46.7 58

KS L 5,210 3,300≤ 4.0≥ 10.0≤ 17.5≤ 42.5≤ 30<60≥

<표 1> 저분말도(저발열·수축억제형) 고로 슬래그 시멘트 물리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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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의 중성화 촉진 기간 182일의 중성화 깊이는 

같은 물-시멘트 비이면 N(OPC), BB(시판 고로 슬

래그 시멘트)보다 크다. 그러나 재령 28일에서 동일 

강도가 되도록 물-시멘트 비율을 내렸을 경우에는 

BB와 같은 정도의 중성화 저항성을 나타낸다. 동결

융해 저항성에 관해서는 전 수준 모두 300 사이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가 8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내구성의 지표인 60%를 통과하고 있어 뛰어난 동결

융해 저항성을 나타낸다. 염화물 이온농도가 10% 

용액에 9개월간 침지 후의 겉보기 확산계수에 관해

	 BB1 BB2 LBB1	 LBB1	 	

Q∞ 50.4 47.3 43.1 36.3 ℃

γ 0.90 1.15 1.10 1.10 -

β 1.30 1.15 1.10 1.20 -

to 0.00 0.00 0.03 0.05 day

Q(t)=Q∞(1-EXP(-γ(t-to)β))

	No. 시멘트 W/C(%)

중성화

182일	후

(mm)	

동결융해

DF

(%)	

알칼리

골재반응

팽창율·182일	

Cl이온확산

9개월침지

Dc(㎠/년)	

1 N 55 13.9 87 0.30 3.93
2 BB 55 20.7 90 0.04 0.72
3 LB 2 55 30.7 91 0.00 0.46
4 LB 1 46 21.9 95 0.05 0.39
5 LB 2 46 23.4 89 0.03 0.50
6 LBC 46 27.5 92 0.02 0.43

<표 2> 각 종 시멘트의 단열온도 상승 계수

<표 3> 각종 시멘트의 내구성

DF	:	내구성	지수,	Dc	:	확산계수
N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BB	:	시판	고로	슬래그	시멘트
LB	1	:	비표면적이	약	3,000㎠/g의	고로	슬래그	60%,	SO3	미조정
LB	2	:	비표면적이	약	3,000㎠/g의	고로	슬래그	40%,	SO3	3.9%
LBC	:		비표면적이	약	3,000㎠/g의	고로	슬래그	60%,	SO3	3.9%	



22

전문가 논단Ⅱ

<표 5> 2013년에 개정된 일본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JIS A 6206 : 2013)

서는 N보다 BB에서는 1/5로 되고, 낮은 비표면적

을 지닌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LB1, LB2, LBC에서

는 더욱 저하된다. 

 

현행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KS F 2563)의 개선점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KS)은 1997년도에 제정되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의 품질에는 밀도, 비표면적 및 활성도지수 등 기본적

인 항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일본의 JIS A 6206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와 유사하다. 미국, 영

국, 캐나다 등 고로 슬래그 미분말 품질에 대한 표준은 

ASTM C 989-89, BS 6699-92 그리고 CSA Standard 

A 363-M88에 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분말도가 등급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ASTM, CSA은 분말도를 45㎛ 잔분 20% 이하, BS는 브

레인 2,750㎠/g 이상으로 단일 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

면에 우리나라와 일본(2013년 이전)은 4,000㎠/g 클래

품질
고로슬래그

미분말	3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4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6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8000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g)
2,750	이상

3,5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7,000	미만

7,000	이상

10,000	미만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 55	이상 7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60	이상 75	이상 95	이상 105	이상

재령	91일 80	이상 95	이상 					- 				-

플로값	비(%) 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삼산화황(SO3)(%)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강열	감량(%)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표 4> 우리나라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KS F 2563)

품질

	종류

 고로슬래그미분말

1종 2종 3종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g) 8,000~10,000 6,000~8,000 4,000~6,000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a

재령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재령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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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값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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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6,000㎠/g 클래스,  8,000㎠/g 클래스로 분류하였

다. 현재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우리나라 표준(KS 

F 2563)은 <표 4>와 같다.   

KS는 브레인 비표면적이 4,000㎠/g 이상으로 규정되

어 있다. 이로 인해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특성인 콘

크리트 온도 균열 제어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비

표면적이 4,000㎠/g보다 작은 제품에 대한 니즈가 증

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표준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도 2013년에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표준(JIS 

A6206)을 소비자의 요구를 참조하여 3,000㎠/g 클래스

(2,750~3,500㎠/g)을 신설하였다(표 5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대

책에 적합한 저발열형 혼합시멘트의 이용이 확대되

고 있다. 비표면적이 3,000㎠/g 정도의 고로 슬래

그 미분말은 콘크리트 경화 시의 온도 상승을 억제

하는 저발열형 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적합하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 비표면적 3,000㎠/g 정도의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고로 슬래그 미분말 4,000㎠/g 클

래스가 만족시킬 수 없는 온도 상승 억제효과와 자

기수축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로 슬래

그 미분말의 이용확대와 내구성 있는 콘크리트 구

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KS F 2563에 3,000㎠/g 

클래스의 신설이 요구되어 진다. 

 

품질
고로슬래그

미분말	3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4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6000

고로슬래그

미분말	8000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g)
2,750	이상

3,5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7,000	미만

7,000	이상

10,000	미만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 55	이상 7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60	이상 75	이상 95	이상 105	이상

재령	91일 80	이상 95	이상 					- 				-

플로값	비(%) 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삼산화황(SO3)(%)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강열	감량(%)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품질

	종류

 고로슬래그미분말

1종 2종 3종

밀도(g/㎤)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g) 8,000~10,000 6,000~8,000 4,000~6,000

활성도지수

(%)	

재령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a

재령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재령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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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값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1)한국세라믹학회	시멘트부회,	사회환경머터리얼(번역본),	한

림원	2009.

2)N.	Nito	et	al.	Property	of	Concrete	Using	Low	Heat	and	

Resist	 Shrinkage	 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	

Cement	and	Concrete,	No.	772,	pp.	10-16,	2007.(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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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갈매기 나래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 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

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최백호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에 노랫말까지 시

적인 ‘영일만 친구’의 공간적 배경인 영일만. 그곳

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인 ‘호미곶         

(虎尾串)’이 있다. 이곳은 형상뿐만 아니라 ‘조선 최

고의 일출’이라고 했을 정도로 뛰어난 해돋이 포인

트를 자랑한다. 

가장 인기 있는 일출 포인트는 바로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해맞이광장 앞바다의 ‘상생의 손’ 조형물이

다. 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축하하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 6월에 제

작, 착수한 지 6개월만인 그해 12월에 완공됐다. 상

생의 손은 국가행사인 ‘호미곶해맞이축전’을 기리

는 상징물로 새천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서로를 도

우며 살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육지에선 왼

손, 바다에선 오른손이 보이는 것도 ‘상생’의 의미

를 잘 설명해준다. 

특히 태양을 떠받치는 모습을 한 거대한 조형물 위

로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면 누구라도 벅찬 감동

을 느끼게 된다. 흔히 동외곶(冬外串) 또는 장기곶

영일만 호미곶으로 
해 따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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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鬐串)이라고도 불리는 호미곶은 원래 생김새가 

말갈기와 같다 하여 장기곶으로 불렸다. 1918년 일

제강점기 때 일본식 표현인 갑(岬)으로 고쳐 장기갑

으로 불리다가 1995년 장기곶으로 변경해 불렸다. 

지금의 이름은 2001년 12월부터 변경한 것.  

일찍이 조선의 풍수지리학자 남사고(南師古)는 ‘동

해산수비록(東海山水秘錄)’에서 한반도는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할퀴는 모양으로 백두산은 코, 이

곳은 꼬리에 해당한다고 묘사한 바 있다. 또한 고

산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국토 최동단

을 측정하기 위해 영일만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

사하고 측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임을 확

인, 호랑이 꼬리 부분이라고 기록해 이곳의 명성을 

각각 증명하고 있다.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를 읊조리며

호미곶은 연오랑세오녀 설화, 어룡사의 신비, 청포

도 시비 등으로도 유명하다. 이외도 호미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등대박물관이다. 포

항시 남구 대보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등대박물

관인 이곳은 지난 1985년 개관, 한국 등대의 발달

사와 각종 해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등

대 관련자료 및 소장품 710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장소다. 건축미 

또한 뛰어나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손꼽

히고 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귀갓질. 최백호 ‘영일

만 친구’의 노랫말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다. 포

항이 ‘낭만의 도시’라는 이유에 내 몸이 먼저 긍정하

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찾을 것이란 약속을 한 채 

포항의 파노라마와 함께 꿈속을 유영한다. 

<자료협조 : 포항시청 문화관광과>

호미곶에는 연오랑세오녀의 설화가 살아숨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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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한국콘크리트학회 2018년 봄 학술대회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	2018년	봄	학술대회가	개

최된	가운데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기술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지난	5월	30일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

지전’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홍

보활동을	펼쳤다.

2018년도 기술·운영위원회 합동 체육행사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지난	5월	31	강원도	고성에서	(사)수도충청지역수

재슬래그협의회,	협회	기술·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도	기술·운영위

원	합동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시멘트·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에 관한 국제세미나	

한국시멘트협회가	주최한	‘시멘트·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에	관한	국제세미나’

가	지난	6월	8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

협회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제25회 건설기술교류회 정기심포지엄

제25회	건설기술교류회	정기심포지엄이	지난	6월	15일	현대힐스테이트갤러리에

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강훈	상무가	업계를	대표해	참석

했다.

콘크리트 유관기관 간담회

콘크리트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콘크리트	산업	및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유관기관	간담회가	지난	8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

이리스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가	참석해	뜻깊은	활동

을	펼쳤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국제자원순환산업전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코엑스,	9.5.~9.8.)과	국제자

원순환산업전(킨텍스,	9.5.~9.7.)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해	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

터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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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견학

지난	10월	11일	(사)수도충청지역수재슬래그협의회	주최로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제철	당진공장	견학	행사를	가졌다.

아주그룹 임직원, 베트남서 자원봉사

아주그룹이	국제구호단체	월드쉐어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동나이성	껌미현	일대에서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주)브이샘을	비롯해	아주산업,	아주IB투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베트남	등	아

주그룹	계열사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했다.

발전 부산물 재활용 3,000만톤 달성 감사패

삼표기초소재(주)는	지난해	9월	29일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영흥에너지파크에

서	개최한	‘발전	부산물	재활용	3,000만톤	달성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

다.	이번	행사에서	삼표기초소재는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플라이애시

를	콘크리트	혼화재로	재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

았다.	

설맞이 사랑의 사과 50상자 전달

삼표기초소재(주)	예산사업소는	지난	2월	13일	설을	맞아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

관을	방문해	사랑의	사과	50상자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

다.	한편	사과	50상자는	예산군	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	50여	곳에	각각	전

달되었다.		

2018년 목표달성 단합대회 개최	

쌍용기초소재(주)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목표달성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합대회는	

1분기의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고,	2분기	목표의	초과	달성을	다

짐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단합과	화합,	그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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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건설산업 관련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설수주(억원) 125,445 95,013 117,597 108,491 142,152 125,521 125,386 105,677 127,234

건축허가(천㎡) 12,875 12,874 14,285 14,377 13,110 14,451 16,458 11,335 10,944

미분양(호) 59,104 60,903 58,004 59,583 59,836 62,050 63,132 62,370 60,596

건축착공(천㎡) 8,213 6,982 13,432 11,498 13,371 10,405 9,332 9,475 8,811

건설취업자수(천명) 1,988 1,964 1,979 2,023 2,035 2,034 2,040 2,006 2,060

구분

철근	(천	M/T)

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

’16. 9 767 793 793 1 367
’17. 9 958 982 980 2 224
’18. 8 893 872 867 4 219
’18. 9 786 809 807 2 195

구분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생산자
물가지수

103.00 103.14 103.04 103.09 103.58 104.04 104.04 104.15 104.42 104.45 104.94 105.45 105.78

건설용
중간재

101.13 102.10 101.85 101.83 101.97 101.97 102.06 102.29 102.52 103.36 103.50 103.60 106.29

구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2016.	9월 132,507 30,406 16,204 14,201 102,101 9,435 92,667 25,639 106,868 74,502 32,366

2017.	9월 130,687 30,143 16,971 13,171 100,544 5,886 94,658 22,857 107,829 63,859 43,970 

’18.

9월

실	적 127,234 32,259	 21,097	 11,162	 94,975 20,503 74,472 41,600 85,635 50,136 35,499

전년
동기비 △2.6 7.0 24.3 △15.3 △5.5 248.3 △21.3 82.0 △20.6 △21.5 △19.3

’16년
동기비 △4.0 6.1 30.2 △21.4 △7.0 117.3 △19.6 62.3 △19.9 △32.7 9.7

	

’18년	9월	누계 1,072,517 260,773 159,530 101,242 811,745 176,983 634,761 336,514 736,004 385,275 350,728 

’17년	9월	누계 1,160,035 316,834 197,496 119,337 843,204 113,180 730,022 310,677 849,359 499,760 349,599 

’16년	9월	누계 1,124,207 311,408	 175,780 135,628 812,798 86,855 725,944 262,635 861,572 523,906 337,666 

전년동기비 △7.5 △17.7 △19.2 △15.2 △3.7 56.4 △13.0 8.3 △13.3 △22.9 0.3

전전년동기비 △4.6 △16.3 △9.2 △25.4 △0.1 103.8 △12.6 28.1 △14.6 △26.5 3.9

※건설경기 지표(2018)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2018.9월 기준)

※철근 수급동향 ※건설용 자재지수 동향

자료	:	대한건설협회

(단위	:	억원,	%)

	(2010	=	1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자료	:	한국철강협회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업장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94

대표번호 : TEL 032-577-7591, FAX 032-577-7590

영업&품질 : TEL 032-577-0862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고품질, 친환경 제품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www.vcem.co.kr



친환경 건축산업을 
이끌어 갈 
21세기 건축자재 

고로슬래그
(사)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는 고로슬래그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사단
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