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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관내 도로 중 제강슬래그가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도로에서 지속적인 포장면 크랙과 
요철이 발생하여 물류운송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유지보수 예산 및 행정력 손실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포장면 크랙 및 요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개 대상 도로에서 포장 절단 및 굴착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수침 팽창시험과 X선 회절분석시험을 수행하였다. 제강슬래그의 주요 팽창원인은 CaO와 
MgO의 수화반응 결과이며, CaO는 수개월 내에 수화반응이 종료되나 MgO는 소성되는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X선 회절분석 시험 결과 3개 도로에서 채취된 시료의 MgO 함유량은 
전체 평균 약 47%, CaO 함유량은 전체 평균 약 14%로 높은 MgO 함유량을 보였으며, MgO에 의한 느린 
수화반응으로 인한 팽창이 장기적으로 도로 융기를 유발하고 그로인하여 도로 포장면에 크랙 및 요철이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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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identifying a significant cause of the pavement cracks and irregularities 
of roads in Changwon city which have been constructed using steel slag, an auxiliary-based materia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racks and irregularities yield logistics inconvenienc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and increased road maintenance costs. X-ray diffraction analysis tests have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on the sample collected by pavement cutting and excavating the three target roads. It is 
well known that the primary cause of the expansion of steelmaking slag is the hydration reaction 
between CaO and MaO. While the reaction of CaO is completed within a few months, that of MgO 
is pretty slow depending on the firing temperature. The test results reveal that the MgO content of the 
testing samples is approximately 47% of the total average, and that of CaO is around 14% of the total 
average. Hence, these results make it possible to be understood that the expansion induced by the 
slow hydration reaction of MgO results in road uplift in the long term, resulting in the cracks and 
irregularities of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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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철강슬래그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
업부산물로 철광석으로부터 쇳물을 생산하는 재선(고
로)공정에서 생기는 고로슬래그와 쇳물을 다시 강으로 
가공하는 제강(전로, 전기로)공정에서 발생하는 제강슬
래그로 나누어진다. 고로슬래그는 고로에서 선철을 제
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에 존재하
는 SiO2와 Al2O3 등이 고온에서 석회와 반응하여 생
성된다. 제강슬래그는 미 반응된 CaO(free-CaO)가 잔
존하고 있어 물과 접촉하면 부피팽창이 일어나므로 콘
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야적하거나 증기를 이용하는 등의 에이징(aging)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의 용도별 활
용현황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슬래그 용도별 활용현황[1]

고로슬래그는 주로 시멘트 원료, 제강슬래그는 토목 
성토재와 도로노반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강
슬래그의 화학조성이 고로슬래그와 달라 시멘트로 사
용이 어렵고 제강슬래그에 포함된 산화칼슘(CaO)로 인
하여 콘크리트 골재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관내 도로 중 제강슬래그가 보
조기층재로 사용된 도로에서 지속적인 포장면 크랙과 
요철이 발생하여 물류운송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유지보수 예산 및 행정력 손실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포장면 크랙 및 요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노반재로서 철강슬래그의 기초적성질 및 역학적
성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1-8]. 

그러나 제강슬래그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도로에서
의 융기 사례에 대한 학술적인 보고나 그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제강슬래그를 도

로 기층재로 사용한 도로에서 발생되는 융기 현상의 원
인 규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 및 시험
대상 도로의 경우 매년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수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융기
가 발생하고 있으며, 융기의 발생 형태가 국부적인 것
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또는 기층재의 다짐불량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재료 성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조사 및 시험을 계획·수행하였다.

도로 건설 당시 슬래그 혼합 골재를 사용하고 현재 
도로에 융기가 발생되어 있는 3개 도로(도로-A, 도로
-B, 도로-C)에 대하여 포장 절단 및 굴착을 실시하고 
시험에 제공할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를 위한 
굴착 심도는 포장층을 고려하여 1.0 m 이내로 하였다.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팽창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
로 수침팽창시험(KS F 2580)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혼
합 슬래그의 구성 성분 파악을 위하여 X선 회절분석
(XRD)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제
강슬래그(P)를 일부 확보하여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 자료 조사
2.1 도로 시공 관련 자료 조사
연구 대상 3개 도로는 시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도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도로 시
공시의 제강슬래그 사용량 및 그 생산처 등에 대한 분
석은 불가능하였다.

2.2 철강슬래그 재활용 지침
철강슬래그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철강슬래그 및 석

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재활용 하도
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와 재활용 시 참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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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철강슬래그를 도로용 및 
아스콘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S F 2532, KS F 
2535,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3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 규정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를 도

로의 기층, 보조기층 및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활용
하기 위해 1997년에 개정되어 철강슬래그에 대한 품질
평가방법과 도로용으로 활용 가능한 슬래그의 기준을 
담고 있다.

[표 1]은 KS F 2535에 수록된 기층 및 보조기층용 철
강슬래그 사용기준에 대한 품질기준 내용을 요약한 것
으로 팽창성 확인을 위한 수침팽창비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KS F 2535 기층 및 보조기층용 철강슬래그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겉모양 철강슬래그는 가늘고 긴 것 또는 얇은 것, 먼지, 흙, 유기물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발색판정 발색 없어야함
수침 팽창비 1.5 % 이하

입도 호칭별 입도 표에 적합하여야 함
단위 용적 질량 1,500 kg/㎥ 이상
일축압축강도 1.2 MPa 이상

수정 CBR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 : 80 % 이상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 : 80 % 이상
크러셔 런 철강 슬래그 : 30 % 이상

마모 감량 기층 40 % 이하, 보조 기층 50 % 이하

2.4 제강슬래그의 팽창 현상
제강슬래그의 팽창 원인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대표적인 주요 팽창원인 두 가지는 CaO와 MgO의 수
화반응에 의한 팽창이며, CaO는 수개월 내에 발생하며 
MgO는 소성되는 온도에 따라 수화반응 속도가 CaO
보다 매우 늦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① CaO의 팽창 현상
CaO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Ca(OH)2)을 형성

한다. 수산화칼슘은 산화칼슘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반응으로 인해 부피가 증가한다. 제강슬래그에서 
CaO가 발생하는 주요 두 가지 원인은 고로에 공급된 
석회 원재료가 미반응(잔류) 덩어리로 남는 경우와 냉
각 과정 중 또는 C3S가 C2S로 변환되는 동안 침전된 
석회이다. 석회가 빨리 수화된다는 것은 슬래그 풍화과

정 중에 슬래그에 있는 거의 모든 석회가 물에 닿게 되
면 며칠 내로 수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잔류 석회는 자갈 크기의 제강슬래그 입자에 있는 작은 
포켓으로 묻힐 수 있다. 석회 포켓 중 일부는 석회 포켓
까지 뻗어있는 파단면을 통해 물에 닿지 않는다면 전혀 
수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석회 포켓까지 뻗어
있는 입자에 파단면이 있다면 수화가 진행된다. 수화되
면 작은 석회 포켓조차도 파단면을 열어서 파단면은 전
체 입자에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재는 전반적
으로 불균등하게 팽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입자들
은 붕괴될 수도 있다. 잔류석회가 제강슬래그의 부피팽
창에 기여하는 정도는 침전된 석회보다 대개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② MgO의 팽창 현상
CaO와 달리 MgO는 훨씬 느린 속도로 수화되며 수

개월이나 수년 동안 상당한 부피 변화를 일으킨다. 제
강슬래그에서 MgO 함량이 모두 유리화되는 것은 아니
다. MgO는 FeO 및 MnO(혼성결정의 형태)와 함께 고
용체에 흔히 존재한다. 고용체에 있는 혼성결정의 
MgO 함량이 40%를 초과하면 이들 또한 팽창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혼성결정은 MgO 함
량이 더 낮은 다른 결정의 불활성 도형재에 묻히게 되
므로 이들은 수화 반응으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므로 장
기 팽창의 주요 원인은 MgO의 고용체가 아니라 제강
슬래그의 유리 MgO 함량이다. 또한 기존의 CaO 함량
만을 토대로 한 기준은 MgO의 존재는 거의 무시하기 
때문으로 MgO 함량이 높은 제강슬래그는 팽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gO는 소성조건에 따라 특성이 달
라지는데 MgO의 소성조건이 MgO의 결정 크기와 비
표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MgO를 
고온에서 소성할수록 MgO의 결정 크기가 크고 비표면
적이 감소하여 활성도가 작고 수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3. 시험 결과 및 분석
3.1 수침팽창시험 결과
철강슬래그를 도로 포장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의 규정에 따라 선별
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래그 팽창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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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침팽창비 1.5% 이하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는 수침팽창시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중 
시료명 P는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제강슬래그를 나타낸 
것이며, 2.1%의 수침팽창비를 보였다. 이는 입수된 제
강슬래그 시료가 야적장에서 에이징 중인 시료이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표 2. 수침팽창시험 결과

시료명

수침 전 수침 후 수침
팽창비
(%)

자연
합수비
(%)

슴윤
밀도

(g/㎤)

건조
밀도

(g/㎤)

평균
합수비
(%)

슴윤
밀도

(g/㎤)

건조
밀도

(g/㎤)
P 10.1 2.466 2.240 14.1 2.502 2.193 2.1

도로-A 16.9 2.233 1.910 17.5 2.238 1.905 0.3

도로-B
9.2 2.449 2.242 12.6 2.520 2.239 0.1
6.9 2.446 2.288 11.0 2.535 2.284 0.1

도로-C
10.8 2.512 2.268 13.7 2.572 2.263 0.2
9.7 2.468 2.249 15.0 2.145 2.245 0.2

도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의 수침팽창비는 KS기준
보다 매우 낮은 0.1~0.3%의 값을 보였다. KS 기준의 
수침팽창비 시험은 1년 이내 단기간에 수화반응이 완
료되는 CaO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상 
현장은 준공된 지 이미 15년 이상 경과한 도로이므로 
CaO의 대부분은 이미 수화 반응이 완료된 것으로 판
단되며, MgO와 같이 장기적으로 팽창 특성을 보이는 
성분의 팽창성은 시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3.2 X선 회절분석시험 결과
3개 도로에서 채취된 시료를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범위에서 특성별로 분류하여 X선 회절분석 시험에 제
공하였다. X선 회절분석 시험은 도로-A에서 6개 시료, 
도로-B에서 12개 시료, 도로-C에서 9개 시료, 포항제
철에서 생산된 제강슬래그 2개 시료에 대하여 수행하
였으며, [그림 2-그림 5]는 시험에 제공된 각 시료들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도로-A-1 도로-A-2 도로-A-3

도로-A-4 도로-A-5 도로-A-6

그림 2. 화학분석시험에 제공된 도로-A의 시료

도로-B-1 도로-B-2 도로-B-3

도로-B-4 도로-B-5 도로-B-6

도로-B-7 도로-B-8 도로-B-9

도로-B-10 도로-B-11 도로-B-12

그림 3. 화학분석시험에 제공된 도로-B의 시료

도로-C-1 도로-C-2 도로-C-3

도로-C-4 도로-C-5 도로-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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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C-7 도로-C-8 도로-C-9

그림 4. 화학분석시험에 제공된 도로-C의 시료

P-1 P-2

그림 5. 화학분석시험에 제공된 P의 시료

[표 3-표 6]은 X선 회절분석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X선 회절분석 결과(도로-A)

구분 도로-
A-1

도로-
A-2

도로-
A-3

도로-
A-4

도로-
A-5

도로-
A-6

MgO 80.23 23.11 6.99 91.03 53.53 35.48
SiO2 7.07 33.45 57.18 3.12 23.57 18.33
CaO 8.11 28.43 7.93 3.99 10.46 29.56
Fe2O3 1.42 3.68 7.25 0.77 3.70 6.97
Al2O3 2.35 7.51 14.47 0.77 6.54 5.67
MnO 0.20 0.29 0.31 0.11 0.29 1.75
SO3 0.19 1.08 0.29 0.05 0.28 0.67
P2O5 0.05 0.14 0.20 0.03 0.12 0.18
Cr2O3 0.09 0.19 0.07 0.03 0.10 0.44
BaO - - 0.09 - - -
TiO2 0.08 0.40 0.82 0.03 0.25 0.30
Na2O - 0.53 1.39 - 0.38 0.12
ZrO2 0.01 0.03 0.03 - 0.02 0.04
ZnO 0.02 0.05 0.04 0.01 0.04 0.04
MoO3 0.01 - - 0.01 - -
NiO 0.01 0.01 0.01 0.01 0.01 -
SrO 0.01 0.05 0.05 - 0.02 0.03
Cl - 0.03 - - - -
K2O 0.07 1.01 2.85 0.01 0.67 0.27
NbO - - - - - 0.01
V2O5 0.06 - - 0.03 - 0.15
Rb2O - 0.01 0.01 - 0.01 -
Co2O3 - - - - 0.01 -

표 4. X선 회절분석 결과(도로-B)

구분 도로-
B-7

도로-
B-8

도로-
B-9

도로-
B-10

도로-
B-11

도로-
B-12

MgO 64.47 44.46 34.88 18.65 10.52 7.86
SiO2 21.13 28.78 27.14 21.31 24.45 20.94
CaO 5.93 4.83 26.92 30.65 21.64 27.74
Fe2O3 2.55 3.24 2.55 4.56 26.47 29.42
Al2O3 4.14 2.99 6.15 18.55 7.46 6.95
MnO 0.43 14.86 1.07 2.45 4.22 2.91
SO3 0.57 0.12 0.53 2.51 1.54 2.20
P2O5 0.16 0.02 0.04 0.04 0.19 0.14
Cr2O3 0.08 0.16 0.01 0.17 1.44 0.58
BaO 0.10 - - - 0.17 -
TiO2 0.10 0.25 0.55 0.35 0.84 0.43
WO3 0.12 - - - - 0.04
Na2O - - - 0.17 0.44 0.14
ZrO2 0.01 0.23 0.02 0.04 0.03 0.03
ZnO 0.12 0.04 0.02 0.19 0.30 0.27
MoO3 0.01 - - - - -
NiO 0.01 - - - - 0.02
SrO 0.01 - 0.03 0.03 0.05 0.03
Cl - - - 0.03 0.03 0.15
CuO 0.01 - 0.08 0.02 0.05 0.10
K2O 0.01 0.03 0.01 0.04 0.14 0.03
PbO 0.01 - - - - -
NbO - - - - 0.01 -
V2O5 0.03 - - 0.25 - -

표 5. X선 회절분석 결과(도로-C)(계속)

구분 도로-
B-1

도로-
B-2

도로-
B-3

도로-
B-4

도로-
B-5

도로-
B-6

MgO 76.21 64.77 83.89 12.77 71.43 77.03
SiO2 12.95 17.89 9.13 23.86 15.39 13.12
CaO 6.02 6.73 3.66 27.25 6.58 4.13
Fe2O3 1.85 1.87 1.80 19.27 1.99 2.36
Al2O3 1.81 3.40 0.84 9.01 2.86 2.28
MnO 0.21 3.79 0.15 3.19 0.76 0.22
SO3 0.16 0.16 0.16 1.94 0.27 0.30

P2O5 0.25 0.15 0.15 0.13 0.19 0.16
Cr2O3 0.03 0.04 0.02 0.99 0.08 0.07
BaO - - - 0.13 0.06 -
TiO2 0.14 0.40 0.05 0.70 0.21 0.08
WO3 - - - - 0.04 0.09
Na2O 0.10 - - 0.12 - -
ZrO2 0.12 0.60 0.00 0.05 0.06 0.01
ZnO 0.02 0.01 0.01 0.37 0.03 0.10
MoO3 - - - - - 0.02
SrO 0.01 0.01 0.01 0.05 0.01 0.01
Cl 0.10 0.16 0.10 0.04 0.04 -
CuO - - - 0.04 - 0.01
K2O 0.03 0.03 0.02 0.07 - -
PbO - - - 0.02 - -
NbO - - - 0.01 - -
Y2O3 - 0.01 - - - -

구분 도로-
C-1

도로-
C-2

도로-
C-3

도로-
C-4

도로-
C-5

MgO 71.34 67.35 4.44 22.90 76.21
SiO2 14.79 16.89 53.47 30.13 12.95
CaO 7.15 6.11 7.28 36.49 6.02
Fe2O3 2.00 2.66 10.20 1.10 1.85
Al2O3 3.60 5.29 18.68 6.23 1.81
MnO 0.32 0.55 0.60 1.10 0.21
SO3 0.18 0.20 0.14 0.54 0.16
P2O5 0.24 0.25 0.19 - 0.25
Cr2O3 0.05 0.04 0.20 0.04 0.03
BaO - - 0.08 0.15 -
TiO2 0.20 0.15 1.08 0.95 0.14
WO3 0.02 - - - -
Na2O - 0.13 1.24 0.15 0.10
ZrO2 - 0.15 0.05 0.03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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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
C-6

도로-
C-7

도로-
C-8

도로-
C-9

도로-
C-10

MgO 64.77 83.89 2.56 33.28 13.42
SiO2 17.89 9.13 58.36 21.80 25.13
CaO 6.73 3.66 4.30 32.13 25.43
Fe2O3 1.87 1.80 9.01 0.81 21.44
Al2O3 3.40 0.84 20.03 7.92 7.23
MnO 3.79 0.15 0.20 1.17 2.94
SO3 0.16 0.16 0.05 1.48 1.27
P2O5 0.15 0.15 0.20 - 0.17
Cr2O3 0.04 0.02 0.03 0.04 1.14
BaO - - 0.08 - 0.16
TiO2 0.40 0.05 1.18 0.65 0.76
Na2O - - 1.42 0.30 0.40
ZrO2 0.60 0.00 0.05 0.05 0.03
ZnO 0.01 0.01 0.03 - 0.18
MoO3 - - - - -
NiO - - 0.01 - -
SrO 0.01 0.01 0.05 0.05 0.05
Cl 0.16 0.10 0.04 0.30 0.05
CuO - - - - 0.06
K2O 0.03 0.02 2.40 0.06 0.12
Y2O3 0.01 - 0.00 - -
Rb2O - - 0.02 - -

표 6. X선 회절분석 결과(P)

슬래그 원시료(P)의 주요 구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알
려진 철강슬래그의 8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O, Fe2O3, SiO2 순서로 다량 함유되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MgO 의 함유량은 3% 내외를 보
였다. 3개 도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의 주요 성분은 
MgO, SiO2, CaO, Fe2O3, Al2O3 의 순서로 다량 함
유되어 있으며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95%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 중 MgO와 CaO의 함유량은 60%
를 나타내었다. 특히 도로 별 MgO의 평균 함유량은 도
로-A 48%, 도로-B 47%, 도로-C 44%를 보였으며 전
체 시료의 2/3 정도는 20% 이상의 MgO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강슬래그 관련 문헌 조사 결과, 제강슬래그에서 팽
창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주로 CaO와 MgO이며 CaO
는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수화반응을 일으켜 안정화 되
나, MgO의 수화반응 시간은 소성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수화반응이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제강과정에서 1,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제강슬래그에 함유된 MgO는 수
화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므로 CaO와 같은 에이징 과정
으로는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강슬래그 관
련 문헌 및 금회 실시한 제강슬래그의 화학분석 시험 
결과 제강슬래그의 일반적인 MgO 함유량은 5% 내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금회 조사된 3개 도로에
서 채취된 제강슬래그의 MgO 성분 함유량은 평균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융기가 발생되어 있는 3개 도로에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일반적인 제강슬래그의 성분 구성에서 나타
날 수 없는 과도한 MgO 성분의 함량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하수 및 우수 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현장 여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도로 포장의 융기
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채취된 제강슬래그의 MgO 함유량이 비정
상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강
슬래그 공급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도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도로 설계 및 시공 자료의 부재뿐만
이 아니라 도로 시공시의 제강슬래그 사용량, 제강슬래
그 생산처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원인 분
석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ZnO 0.01 0.01 0.06 0.02 0.02
SrO 0.01 1.01 0.05 0.05 0.01
Cl 0.06 0.07 0.04 0.08 0.10
CuO - - 0.01 0.01 -
K2O 0.02 0.13 2.18 0.06 0.03
Y2O3 0.01 - 0.00 - -
Rb2O - - 0.01 - -

구분 P-1 P-2
MgO 3.14 2.70
SiO2 16.26 18.96
CaO 40.03 35.38
Fe2O3 29.24 32.27
Al2O3 2.41 2.68
MnO 4.00 3.50
SO3 1.25 0.85
P2O5 2.16 2.28
Cr2O3 0.29 0.26
BaO - -
TiO2 0.74 0.70
ZnO 0.09 0.09
MoO3 - 0.01
NiO - -
SrO 0.03 0.03
K2O 0.05 0.08
NbO 0.02 -
V2O5 0.2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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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관내 도로 중 제강슬래그가 보
조기층재로 사용된 도로에서 지속적인 포장면 크랙과 
요철이 발생하여 물류운송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유지보수 예산 및 행정력 손실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포장면 크랙 및 요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도로 융기가 발생된 3개 도로에 대하여 포장 절
단 및 굴착 후 시료를 채취하여 수침팽창시험(KS F 
2580)과 X선 회절분석(XRD)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포
항제철에서 생산된 제강슬래그를 일부 입수하여 동일
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개소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의 수침팽창비는 KS 
기준보다 매우 낮은 0.1～0.3%의 값을 보였다. 대상 현
장은 준공된 지 이미 15년 이상 경과한 도로이므로 
CaO의 대부분은 이미 수화 반응이 완료된 것으로 판
단되며, MgO와 같이 장기적으로 팽창 특성을 보이는 
성분의 팽창성은 시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2. 현장 채취된 도로 3개소의 제강슬래그 시료에 대
한 X선 회절분석 시험 결과, 도로 별 MgO의 평균 함유
량은 도로-A 48%, 도로-B 47%, 도로-C 44%를 보였
으며 전체 시료의 2/3 정도는 20% 이상의 MgO를 함
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융기가 발생된 3개 도로의 기층 또는 보조기층 재
료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에는 일반적인 제강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강슬래그의 화학성분 구성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다량의 MgO 함량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로 
건설 당시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생산처, 생산과
정, 제강슬래그의 사용 정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MgO 성분이 과도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4. 도로 3개소에서 준공이후 장기간 지속적인 융기가 
발생한 원인은 다량의 MgO 성분이 함유된 제강슬래그 
골재가 장기간에 걸친 수화반응으로 MgO 성분이 작은 

알갱이로 분화되고 그 분화된 입자가 골재 사이의 간극
을 메우며 지속적으로 분화하여 도로의 융기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강슬래그를 도로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
은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 뿐이며 1997년 개
정 이후로 골재의 호칭이 변경되었을 뿐 철강슬래그의 
품질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다. KS F 2535 기준에는 철
강슬래그의 화학성분에 대한 함유량 기준은 없으며 골
재의 입도, 일축압축강도, 수정 CBR, 마모감량, 수침팽
창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팽창에 대
한 기준은 수침팽창비 1.5% 이하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KS F 2535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침팽창비는 수
개월 내에 안정화되는 CaO의 함유량에 대한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MgO 성분의 함량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는 가정 하의 기준이다. 융기가 발생한 대
상 현장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MgO 함량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KS 규정에서 MgO의 팽창성을 검증하는 내
용이 없으므로 도로 건설 당시에는 KS F 2535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
로 장기적인 도로 융기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철강슬래그의 
MgO함량에 대한 기준 또는 MgO 성분의 팽창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시험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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