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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tilize the steel slag aggregates on manufacturing low-noise asphalt pavement, volumetric test on the general mineral 

aggregates and steel slag aggregates, the acoustic absorption test on the two types of mixture, and the roadway noise test on the 

two types of asphalt pavements were conducted. The study found that the steel slag aggregates have approximately double air 

voids than the general mineral aggregates, the steel slag asphalt mixture have 9% higher acoustic absorption capacity, and the 

steel slag asphalt pavement reduces 10 dB roadway noise. Consequently, the steel slag aggregates are more suitalbe for 

manufacturing the low-noise asphalt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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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연골재에 대한 수요는 아래 Table 1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환경파괴 등의 이

유로 천연골재를 수급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줄어들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03배(환경부, 2003)에 달하는 산림

이 파괴되고 있어 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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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수요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미콘 골재 대비 요구되는 품질기준이 까다롭다. 상기의 이유로 석산 개

발 산업에서 아스콘용 골재는 생산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자재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Table 1. Aggregate resources supply-demand under 5th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Type 2014 2015 2016 2017 2018 Annul average

Aggregate demand 202,426 215,767 238,033 256,100 251,490 232,763

Natural aggregates supply
145,092 157,935 197,898 182,271 187,278 174,095

(71.7%) (73.2%) (83.1%) (71.2%) (74.5%) (74.8%)

Other aggregates supply
57,334 57,832 40,135 73,829 64,212 58,668

(28.3%) (26.8%) (16.9%) (28.8%) (25.5%) (25.2%)

Fig. 1. Natural aggregates supply

     

Fig. 2. Percentage of aggregate used by use (left) and product (right)

최근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더불어 도로포장 재료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순환골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천연골재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강슬래그는 철강 산업 부산물로 일반 천연골재 대비 밀도가 높은 특징이 있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굵은 골재를 대체할 경우 각진 형상을 하고 있어 맞물림 효과가 뛰어나 피로수명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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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ussi et al., 2015) 소성변형 저항성 및 도로의 공용성능이 향상된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골재 표면이 다공성 구조로 아스팔트와의 결합력이 우수하고(Shen 

et al., 2018) 표면 공극이 높은 특성이 있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경우 흡음률이 높고 도로포장에서 발생하

는 소음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 및 포장도로의 소음 

저감 특성 분석을 위해 일반 골재와 제강슬래그 골재의 체적특성 시험, 임피던스 관내 시험법에 의한 흡음 성능 

시험, CPB(Controlled Passed-By Method) 시험법에 의한 도로변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다. 

1.1 제강슬래그 발생 현황 및 재활용 현황

제강슬래그는 아래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1,077만 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성토용 골재

(45%)로 사용되고 도로용 골재로 재활용되는 16%도 가치가 낮은 보조기층용 골재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외국

에서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아스콘용 골재로 40% 이상 재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용 품질

기준(입도)에 적합한 제강슬래그 골재 생산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강슬래

그 중 전기로 슬래그를 사용하였고 특히 전기로 환원슬래그를 사전에 분리 배출하여 미반응 CaO로 인해 발생하

는 팽창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아스콘용 골재에 적합한 입도의, 편장석률 10% 미만의 1등급 전기로 산화

슬래그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3. Recycling status of steel slag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2019)

2. 연구 수행 방법

2.1 아스팔트 혼합물 체적특성 분석 방법

골재의 체적 특성은 Fig. 4와 같이 골재 입자 및 불투수 공극의 체적(Vs), 수분이 흡수되는 공극(Vpp),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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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수되는 공극(Vap), 수분은 흡수되고 아스팔트는 흡수되지 않는 공극(Vpp - Vap)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적을 

이용하여 식 (1)~(3)과 같이 골재의 비중은 진비중(Gsa), 겉보기 비중(Gsb) 및 유효비중(Gse) 등으로 산출된다.




Air void (Absorbed asphalt) 


Air void (Absorbed water) 

 


 


 Air void (Non permeable)

Fig. 4. Volumetric relationships of aggregates

골재의 진비중 =  = 
 


(1)

골재의 겉보기 비중 =  = 
   


(2)

골재의 유효비중 =   = 
    


(3)

본 연구는 굵은 골재 및 잔골재로 구성된 합성 골재의 절대 건조 밀도(Gsb × 물의 밀도 = 1.0 g/cm3), 흡수율, 유

효 골재 비중(Gse)을 이용하여 일반 골재 및 슬래그 골재의 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출방식은 합성 골재의 단

위 절대 건조 체적을 1로 설정(Vs + Vpp = 1) 하여 식 (4)를 이용하여 골재의 중량을 산출하고, 식 (5)의 합성 골재

의 흡수율을 이용하여 흡수된 물의 중량 및 수분이 흡수되는 공극의 체적(Vpp)과 골재 입자의 체적(Vs = 1 - 

Vpp)을 산출한 후, 식 (3)의 골재의 유효비중(Gse)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수분은 흡수되고 아스팔트는 흡수

되지 않는 공극(Vpp - Vap)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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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w = 물의 밀도 = 1.0 g/cm3, Wpp = 흡수된 물의 중량

2.2 흡음 성능 시험 방법

본 연구는 제강슬래그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의 도로 소음 저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흡음률 관내법 KS F 

2814-2 시험을 실시하여 일반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였다. 시험방법은 Fig. 5와 같이 임피던스관(B&K 

Type 4206) 내 한쪽에 시편(일반 골재 및 슬래그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 직경 30 mm × 두께 10 mm 및 직경 100 

mm × 두께 10 mm)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서 음파(B&K Power Amplifier Type 2706을 이용한 백색잡음)를 

시편으로 입사시키면 관 내부에서 입사파와 시편을 통과한 후 다시 뒷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파와의 중첩

에 의한 관내에 정재파가 형성되어 관 벽에 설치된 두 개의 마이크로폰으로 이를 수음하여 음압도의 주파수 성분

을 측정하여 흡음률(식 (7))이 측정된다. 

흡음률은 소리 에너지가 시편의 표면에 닿을 때 마찰저항, 진동 등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으로 재료

의 흡음 정도는 주파수 형태에 따라 흡음 계수로 표시된다. 시편의 흡음률은 입사에너지와 흡수에너지와의 비율

이며 값이 “1”이면 완전 흡수 “0”이면 완전 반사로 표시된다. 

흡음률 = (입사에너지 - 반사음에너지) / 입사음에너지 (7)

      

Fig. 5. Principle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test and test equipment 

2.3 도로 소음 측정 방법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표면 소음을 CPB(Controlled Pass-By Method) 소음측정 방식

을 활용하였으며, 이 방식은 프랑스의 시험표준 S 31119 및 독일의 시험표준 GestrO’92에 명시되어 있다. 차종, 

차량 속도, 타이어 종류를 정해놓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본이 적어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적용하기 좋은 방법

으로 현장에서 발생되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강슬래그 아스콘 포장과 인접한 일반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CPB 방식으

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B 소음 측정방식은 주행차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7.5 m 떨

어진 지점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1.2 m 높이에 마이크로폰 설치하여 시험자의 지정 차량과 타이어를 사용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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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속도(60 km/h)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및 노면에 대한 소음을 측정한다. 소음측정 장비는 SVANTEC- 

SVAN953 모델을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Fig. 6. Principle of controlled pass-by method

3. 분석 결과

3.1 체적특성 분석 결과

본 연구는 Fig. 7과 같이 실내 시험 결과로 산출된 일반 골재 및 슬래그 골재의 겉보기 비중(Gsb), 유효비중 

(Gse), 흡수율(%)을 이용하여 체적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 7과 같이 제강슬래그 골재는 일반 골재와 비교하여 

전체 공극(Vpp)이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스팔트를 흡수하는 공극(Vap)은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제강슬래그 골재의 높은 공극 특성은 골재에 포함된 공극이 소음 또는 고속하중 등의 진동하중을 흡

수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저소음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Type Slag aggregates Natural aggregates

Gsb 3.426 2.681

Gse 3.563 2.725

Absorption rate (%) 1.282 0.806

Slag Aggregates Natural Aggregates Slag Natural

Vpp

0.044

Vap

0.0385
Vpp

0.022

Vap

0.0161
Vap 　

　

3.620 2.690
Vpp - Vap

0.0055
Vpp - Vap

0.0055
Vpp - Vap

　

Vs

0.956 

Vs

0.978 
Vs 　

Fig. 7. Results of volumetric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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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흡음률 시험 결과

교통 소음 진동 한도를 상회하는 소음 60~80 dB이 발생하는 1,000~1,500 Hz 주파수 대역에서 흡음률 측정 결

과 제강슬래그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은 Fig. 8과 같이 일반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높은 도로 소음(76 dB)이 발생되는 1,000 Hz 주파수 대역에서의 흡음률은 일반 골재 아

스팔트 혼합물이 0.33, 제강슬래그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이 0.36으로 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

인 건축자재의 1,000 Hz 대역 흡음률인 콘크리트(0.06), 대리석(0.01), 타일(0.03), 벽돌(0.04), 거친 콘크리트

(0.29), 콘크리트를 부어 굳힌 거친 벽(0.06)과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8. Results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3.3 도로 소음 측정 결과

CPB 방식으로 구간별 6회 소음을 측정하여 도로 현장에서 차량과 도로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

한 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아스콘(WC-2)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교한 결과 제강슬래그 활

용 10 mm 칼라 PSMA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아스팔트 포장 대비 평균 5.2 dB 소음이 감소하였고 제강슬래그 활

용 10 mm PSMA 포장은 9.3 dB 소음이 감소하였으며 제강슬래그 활용 13 mm WC-2 포장은 5.9 dB 소음이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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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oad noise measurement

Type
Site A (Salg) Site B (Salg) Site C (Salg) Site D (Natural)

Color PSMA 10 mm PSMA 10 WC-2 WC-2

1 76.4 72.2 74.3 80.1

2 76.1 71.6 78.7 85.1

3 79.4 76.2 75.3 85.4

4 78.3 78.9 76.3 81.2

5 74.9 70.4 75.2 80.7

6 77.8 69.2 79.1 81.6

Mean 77.2 73.1 76.5 82.4

Variance 2.7 15.2 16.5 7.1

Standard Deviation 1.6 3.9 4.1 2.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천연 쇄석 

골재)를 철강 산업 부산물인 제강슬래그 골재로 대체할 경우 기능적 측면에서 소음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강

슬래그 골재의 다공성 특성을 정량화하여 일반 골재와 비교하였고 다공성 건설재료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소음저

감 효과를 실내 시험 및 현장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험 결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주파수(1000~1500 Hz) 대역에서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혼합물의 

흡음률이 2~9% 높게 조사되었으며, 도로변 소음 측정 결과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약 10dB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강슬래그를 도로포장 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철

강 산업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천연골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의 소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재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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