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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study that shows the overall environmental impacts from concrete structures when different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pplied to structural systems having the same reference flow with different durability. A total of 24 MPa, 

40 MPa and 60 MPa cases is analyz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 using end-point perspective LCA methodology including the stages 

of produc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disposal. As results, global warming, non-renewable energy and respiratory inorganics 

problems are the major issues fo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of concret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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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고갈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발자국(footprint)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과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자국

(food wastage footprint)까지 측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제품을 위한 단

일시장화 계획(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 initiative, 

SMGP)1)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유럽지역에 혼재되어 사

용되어왔던 각종 제품환경과 관련된 인증제도를 통합하

는 동시에 각국의 환경부하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기존의 유수한 환경발자국들에서 

탄소배출량, 물자원 소비량, 및 폐기물발생량과 같은 단

일지표로서 환경적 우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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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에서는 환경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 

환경지표들을 제품군별로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환경영향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주요국들의 동향

을 살펴볼 때, 한국도 조만간 선진국들의 환경정책 수준

에 부합하는 동시에 한국적 상황이 반영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환

경오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별 지리적, 기후적 및 

사회적 조건이 달라 인간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

한 사회경제적 지불비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 및 건축업계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말 전과정평가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에너지와 탄소배출 위주로 집중되어왔

다.2-4) 건축물의 전생애비용 연구에서도 비용 산정에 고

려되는 환경부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5)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위한 건축자

재 수준의 정보를 BIM에 통합시키는 연구에서도 전생애

주기 CO2평가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6) 또한 국내에서 시

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은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온

난화 지표를 근거로 제품이나 활동에 대한 친환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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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이래 활성화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환경

영향 판단 근거로서 에너지소비량과 탄소배출량만을 기

준으로 삼게 되면, 제품의 생산과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인체독성과 같이 사람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

므로 여러 가지 환경영향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막대한 

환경영향을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하를 탄소

배출량과 같은 단일지표가 아니라 여러 영향범주별 결과

를 통합하여 비교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의 사

용량을 단위면적당 비교했을 경우, 시멘트와 골재 등을 

이용한 시멘트콘크리트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

므로 주요 연구 대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구조물일지라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의

한 투입물량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구조체를 형성

하는데 투입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24 MPa, 40 MPa, 

60 MPa로 변화시켜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였

다. 그리고 전과정영향평가 기법의 하나인 피해산정형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환경영향범주 중 콘크리트에

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영향지표를 도출함으

로써 향후 제품환경발자국 관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부하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환경영향 비교평가 방안

2.1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전과정평가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인간의 경제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 즉, 원료채취, 원자재 생

산, 제품생산, 운송, 사용, 폐기에서 사용되거나 배출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의 사용량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 

혹은 배출물 등의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이들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정량화하여 환경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기법이다. 전과정평

가는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전과정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전과정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전과정 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의 순서로 진행된다.7)

이러한 전과정평가 과정에 따라 콘크리트의 전생애주

기 동안 발생하는 입력물 및 배출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

집할 범위를 결정하고, 기존에 구축된 환경성정보 데이

터베이스(LCI DB;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활용하

여 전과정 목록분석을 실시한다. LCI DB란 제품의 생산

에 필요한 원자재의 채취, 가공, 수송, 사용 및 폐기에 이

르는 전생애주기 동안 제품의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자원 

및 에너지의 양과 시스템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의 발생량을 목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전과정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LCI DB 모듈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물질 제조, 수송 및 폐기 부문을 포함하

여 385개 가 개발되었고, 해외 모듈은 대표적인 데이터베

이스인 에코인벤트사9)에서 4000여 개 이상의 모듈이 개

발되어있는 상태이다. 전과정 목록분석 결과를 가지고 

전과정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환경영향 

범주별 결과를 단일지수로 통합하는 피해산정형 모델이 

적용된다.

2.1.1 비교평가 계획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환경영향 평가목적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원재료의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콘크리트 성능과 환경영향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콘크리트는 적용되는 건축

물의 용도나 타설 부위의 요구 강도 등 콘크리트 활용 목

적에 따라 다양한 배합이 존재하는데, 각 배합별로 투입

되는 재료의 물량이 달라지며 그로 인한 환경부하가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평가에서는 콘크리

트 제품의 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압축강도인 

24 MPa에서부터 40 MPa 및 60 MPa의 고강도로 변화시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적용되는 콘크리트 타설 부위는 철

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의 벽체 부위로 제한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시공 시, 전체 콘크리트 물량 중 

벽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

기고 있으며, 구조물의 적용 부위에 따른 콘크리트 배합

비나 요구되는 압축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도의 구조부위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환경영향 평가 기간은 국내 법인세법과 해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표준을 참고하여 50년으로 가정하였다. 법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의 경

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시점인 기준내용연수의 하한은 30

년, 상한은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과정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건축물 분야에 구체화시킨 국제표준인 

ISO 21931-1에서는 명확한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표준인 CSN EN 15978에서는 건축물의 전과

정평가 시 기간을 50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이는 현실 생활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내구연한이 다하기 

이전에 재건축이나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등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해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

축물의 전과정평가 시 50년이라는 평가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2.1.2 기능, 기능단위 및 기준흐름의 설정

전과정평가는 주요 기능을 가진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분석 및 비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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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nction, functional unit and reference flow for 

LCA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finition

Function
To form structural wall of reinforced concrete 

apartment building

Functional 

unit

Reinforced concrete wall of 25-story 

apartment building occupied during 50 years

Reference 

flow

Materials and energy which put into 

reinforced concrete wall of 25-story apartment 

building occupied during 50 years

Table 2 System boundary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Life cycle Definition

Material 

production

all the processes of producing the building 

materials such as cement, aggregate, and 

admixture to be inputted into a concrete 

structure by consuming the resources and 

energy required for manufacturing finished 

goods or semi-finished goods

Construction

the process of transporting materials 

constituting a concrete structure from the 

material production site to the construction site 

and casting and curing process with machines

Use & 

maintenance

the process wherein a user maintains a 

gradually wearing and tearing a concrete 

structure through additional repair and 

maintenance until demolished

End of life

 a concrete structure is demolished using 

equipment and the waste is transported to 

a processing plant for reclamation or 

incineration or recycling

한 기능단위와 기준흐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능단

위의 목적은 제품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정량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상제품의 성능을 바탕으로 기능단위를 

해석하여 물질과 에너지의 기준흐름, 즉 기능단위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제품의 수 또는 양을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서 비교평가를 실시할 때 1 kg

이나 1 m3과 같은 기준단위를 활용하는데 반해, 이 연구

에서는 벽체라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콘크리트 물량이 압축강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벽

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콘크리트 총량을 기준으로 비교하

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전과정평가에서 기능단위 

및 기준흐름은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설정되었다. 

2.1.3 시스템경계의 설정

전과정평가에서 시스템이란 분명하게 정의된 어떤 기

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데 광

범위한 의미에서의 시스템은 원료의 획득으로부터 출발

하여 소비자의 사용을 거쳐 최종 폐기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스템경계는 전과정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

공정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국제표준 ISO 21931-1에서는 건축물의 전생애단계를 

생산, 시공, 사용 폐기의 4가지 생애주기 단계로 세분화

시키고 있다. 콘크리트 전과정평가를 위한 시스템경계의 

구분과 범위 정의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1.4 가정 및 제한 사항

전과정평가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정량화하는 과

정이므로 전생애주기 단계별로 무엇이 연결되고 흘러가

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물

질흐름과 공정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

비하게 되므로 ISO 14040에서 규정하는 ‘제외기준(cut-off 

criteria)’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누적질량기여도 95-99% 

범위에 있는 투입물질을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범위를 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한국의 기후적, 사회적 상황

이 반영된 피해산정형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있지 않은 상

태이므로 해외에서 개발된 평가모델을 활용하기로 한다.

2.2 콘크리트 주요 환경영향 단일지수화 방안

2.2.1 환경영향 단일지수화 필요성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

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시도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우

수재활용인증, 녹색제품인증 등을 들 수가 있다. 현재 대

부분의 인증제도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범주 중 자원고갈, 

에너지소모나 온실가스배출 등과 같은 단편적인 영향범

주에 근거하여 친환경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용 제품의 예를 고려해보면, 자원고갈 저감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적인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

구온난화 관점에서는 우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이처럼 단일 환경영향범주만 가지고 인간의 

활동이나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판단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도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전과정 평가 학계에서는 다양한 

영향범주별 결과를 통합화하여 단일지수화 하는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과정평가에서 전과정 영향평가

(LCIA) 단계는 전과정 목록분석(LCI) 결과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환경부하 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추산하여 주어진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초기 LCIA 방법은 

LCI 결과에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등의 영향범주별

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각 

영향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지수로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

향범주별 결과를 단일지수화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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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mid-point LCIA model and end-point 

LCIA model

Table 3 Comparison of major end-point methods 

Model Impact category
Damage 

category
Unit

Eco-

indicator

Carcinogens

Human 

health
DALY(1)

Respiratory organics

Respiratory inorganics

Climate change

Radiation

Ozone layer

Ecotoxicity

Ecosystem 

quality
PDF*m2yr(2)Acidification/

Eutrophication

Land use

Fossil fuels
Resources MJ surplus

Minerals

EPS 

2000

Life expectancy

Human 

health
ELU(3)

Severe morbidity

Morbidity

Severe nuisance

Nuisance

Crop growth capacity

Ecosystem 

productivty
ELU

Wood growth capacity

Fish and meat 

production

Soil acidification

Prod. cap. irrigation Water Abiotic 

stock 

resource

ELUProd. cap. drinking Water

Depletion of reserves

Species extinction Biodiversity ELU

IMPACT 

2002+

Carcinogens

Human 

health
DALY

Non-carcinogens

Respiratory inorganics

Ionizing radiation

Ozone layer depletion

Respiratory organics

Ecosystem 

quality
PDF*m2yr

Aquatic ecotoxicity

Terrestrial ecotoxicity

Terrestrial acid/nutri

Land occupation

Aquatic acidification

Aquatic Eutrophication
Climate 

change
kgCO2eqGlobal warming

Non-renewable energy
Resources MJ primary

Mineral extraction
(1) DALY =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인체보정생존년수)
(2)PDF*m2yr= Potentially Disappeared Fraction 

(종감소가능률)
(3)ELU = Environmental Load Unit (환경부하단위)

문제비교형 모델(mid-point model)과 피해산정형 모델

(end-point model)로 구분된다. 

2.2.2 환경영향 단일지수화 방법론 비교

Fig. 1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LCIA에서 사용하는 

단일지수화 방법론 중 문제비교형 모델은 물질목록에서 

환경영향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관시키고 각 영향범주별 

가중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단일점수(single score)로 

표현한다. 환경영향범주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

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10개 항목 이

상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소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패널

토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각 영향범주별 중요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비교형 

모델은 LCIA 과정에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

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단순히 탄소배출량이나 에

너지소비량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환경부하

가 실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문

제로 연결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평

가방법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문제비교형 모델을 이용

한 단일지수화 결과는 환경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11)

반면 피해산정형 모델은 물질목록에 의한 환경영향을 

규명한 뒤, 독성학, 인체역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피해목록을 산정

하고 가중치를 결정하여 단일지수화 하는 방법을 채택한

다. 영향범주별 중요도를 부여하는 문제비교형 모델과 

달리, 피해산정형 모델은 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주별 종말점(category endpoint) 수준에서 환경영

향을 집계한 뒤 보호대상(safeguard subject) 간의 가중치

를 부여하여 단일지수화 한다. 이 모델은 보호대상별로 

환경영향 결과를 집계하기 때문에 가중치항목이 4개 이

하로 줄어들며, 보호대상별 결과 산출 시 자연과학의 학

술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므로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성

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

해의 종류와 범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타 영

역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와도 이론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평가 결과가 인간 또는 생태계에 대한 피해정도로 표

현되어 보호대상 사이의 중요도를 부여할 수 있는 피해

산정형 모델의 유용성이 인식됨에 따라 현재 다양한 방

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Eco-indicator 99(네덜란드), EPS 2000(스웨덴), LIME(일

본), IMPACT 2002+(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Table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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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

서는 주요 방법론 별로 각 환경영향범주가 인체와 생태

계에서 미칠 수 있는 피해목록을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

고 있는지 보여준다.

2.2.3 IMPACT 2002+를 적용한 콘크리트에 의한 환경영향 단일

지수화 절차

이제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생애주기 환경영향 평

가 연구는 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물질흐름을 분석

하고 전과정 목록분석 단계에서 콘크리트 LCI DB를 구

축한 뒤, LCIA단계에서 각 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부하량을 6대 환경영향범주인 자원소모, 지

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및 광화학적 산

화물생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형태였다. Fig. 2

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과정평가 연구에서는 

LCIA단계에서 진행되는 분류화(classification), 특성화(charac-

terization), 정규화(normalization), 가중화(weighting)의 4단

계 중 강제적 요소인 분류화와 특성화까지만 진행하여 6

대 환경영향범주 별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지

구온난화 영향은 kgCO2eq 단위로, 오존층파괴는 kgCFC11eq 

단위로 표시되는 등, 각 영향범주별로 다른 평가단위를 

갖기 때문에 특정 환경영향이 전체 환경영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었

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지구온난화 지표

가 여러 영향범주 중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는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탄소배출절감을 

달성했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콘크리트라고 단정하기 어

려웠다. 또한 정규화와 가중화 단계에서는 앞서 논의하

였던 문제비교형 모델이나 피해산정형 모델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영향

평가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생시키는 다양

한 환경영향을 단일지표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목

적을 지니므로, 스위스에서 개발된 피해산정형 모델인 

IMPACT 2002+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영향범주별 상대

적 중요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PACT 2002+의 기본체

계는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개발되었으며 모델의 보호범

주 중 인체독성과 생태계의 질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

되었다. 이외의 범주에 대한 모델링 연구는 기존에 개발

된 Eco-indicator 99와 CML 및 IPCC가 기반이 되었다.12) 

IMPACT 2002+는 Table 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LCI 

DB의 입출력 물질들을 15개의 환경영향범주에 연결시켜 

합산한 뒤, 각 영향범주에 의한 피해규모를 인체건강

(human health)와 생태계 질(ecosystem quality),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및 자원고갈(resource) 측면에서 평가하

게 된다.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범주는 발

암(carcinogens) 또는 비발암물질(non-carcinogens), 호흡계 

비/유기물질(respiratory in/organics)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s), 오존층파괴(ozone layer depletion)지표가 해당

된다. 생태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범주는 호

흡계 유기물질, 수계 생태독성(aquatic ecotoxicity), 토양

계 생태독성(terrestrial ecotoxicity), 수계 산성화/부영양화

(aquatic acidification/eutrophication), 토양 산성화/부영양화

(terrestrial acidification/eutrophication), 토지이용(land occu-

pation) 지표가 해당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범주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지표 뿐이며, 자원고

갈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비재생에너지자원(non- 

renewable energy)과 광물자원 고갈(mineral extraction) 지

표가 해당된다. 

IMPACT 2002+를 포함하여 해외에 존재하는 다수의 

피해산정형 평가모델들은 자연환경 중에서 어떤 구성요

소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윤리라는 

철학적 논의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환경

적 피해요소들을 선정하고 최종적인 보호범주(safety guard)

들을 결정하게 된다. IMPACT 2002+방법론은 위의 15가

지 환경영향범주 결과를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호해야 

할 4가지 종말점(end-point) 수준의 관점, 즉 인체건강, 생

태계의 질,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관점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각 환경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단위로서 인체건강 범주에서는 ‘장애보정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생태계 질 범주에서는 ‘종감

소가능률’(potentially disappeared fraction, PDF), 기후변화 

범주에서는 ‘이산화탄소환산가’ (kgCO2eq) 그리고 자원

소모 범주에서는 ‘일차에너지소모’(MJ primary)를 활용하

고 있다. 

인체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인 DALY는 특정 질병 

또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인간의 건강상의 손상을 정량

화한 값으로 인체의 건강상 손상을 시간의 개념으로 나

타낸 값이다.11) DALY는 1980년대 말 하버드보건대학원

에서 개발된 이래로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건강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온 지표이다. DALY

는 다음의 식 (1)에 의해 산정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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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single index of environmental impacts 

from concrete wall structure applied IMPACT 2002+

Table 4 Calculation for concrete quantity

Item Contents

Case

◦Structure typ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wall 

system

◦Building size: 3 stories below and 25 above the 

ground (101.15 m2)+102.08 m2 )

Wind 

load

◦Wind speed: Vo = 30 m/sec (Incheon)

◦Side ratios: “B” 

◦Hypsometric factor(Kzr): (Z≤Zb => 0.81), 

(Z>Zb => 0.45zα)

◦Topographic Factor (Kzt): 1.0 

◦Importance factor of building (Iw): 1.0

Earth-

quake 

load

◦A = 0.176 (0.22×0.8)

◦Ie = 1.2

◦R = 4.0

◦Ωo = 2.5

◦Cd = 4.0

◦Ground type: SC

◦Earthquake resistance system: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for direction X and Y 

◦T calculation formula: X = 0.049 (hn) (3/4) , 

Y = 0.049 (hn) (3/4)

Wall 

thick-

ness

24 MPa 40 MPa 60 MPa

Core (mm) 300 250 200

External wall 

(mm)
250 200 180

Internal wall 

(mm)
200 180 150

Table 5 Architectural and structural plan of case

Architectural plan Structural plan

Table 6 Amount of materials per 1 m3 by strength

Strength

Materials (kg/m3)

Aggre-

gate
Sand OPC Water

Admix

ture
Total

24 MPa 931 863 334 170 2.34 2300.34

(25-24-150) (40%) (38%) (15%) (7%) (0%) (100%)

40 MPa 896 748 459 163 6.63 2272.63

(25-40-150) (39%) (33%) (20%) (7%) (0%) (100%)

60 MPa 905 705 426 165 6.09 2207.09

(20-60-600) (41%) (32%) (19%) (7%) (0%) (100%)

⦁YLL: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존연수의 상실

⦁YLD: 장애로 인한 해당 손실연수

⦁a: 특정 장애가 발생한 연령 또는 사망 연령

⦁L: 대기수명과 사망연령의 차이

⦁La: 장애 계속기간

⦁D: 장애 중요도

⦁
 : 장애 또는 사망했을 당시 연령의 사회적 가치 

(연령 중요도)

⦁
: 시간 할인

생태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PDF는 특정 지역에서 

사라지는 생물종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1년 동안 1 m2의 

지표면에서 사라지는 종의 백분율 값으로 표시된다. 예

를 들어 0.2PDF는 1년 동안 1 m2 지표면에서 사라진 종

이 20%라는 의미이다. 

IMPACT 2002+ 방법론은 크게 모델링 과정과 평가과

정으로 구분되는데, 모델링 과정에서 LCI DB 목록으로

부터 영향범주별 환경영향 값을 도출하고 상기 언급된 

보호범주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위

해성 평가의 경로분석 및 노출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각 영향범주별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규

화 및 가중화 단계를 통하여 단일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IMPACT 2002+ 방법론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

경영향 단일지수화 절차는 다음의 Fig. 3과 같다.

3.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피해산정형 LCA 결과

3.1 압축강도별 콘크리트 물량 검토

3.1.1 평가대상 개요

먼저 평가대상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24 MPa, 40 MPa, 

및 60 MPa가 동일 구조의 건축물에 적용되었을 때 강도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투입물량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였다. 

3.1.2 물량산출

이 연구에서 평가할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배합비에 따

른 투입물질의 물량은 다음의 Table 6과 같다. 해당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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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tal amount of materials of each items

Strength
Total

(m3)

Aggre-

gate

(ton)

Sand

(ton)

OPC

(ton)

Water

(ton)

Admix-

ture

(ton)

24 MPa
3032.2

2,823 2,617 1,013 515 7

(25-24-150) (40%) (38%) (15%) (7%) (0%)

40 MPa
2,490.0

2,231 1,862 1,143 405 16

(25-40-150) (39%) (33%) (20%) (7%) (1%)

60 MPa
2,110.7

1,910 1,488 899 348 12

(20-60-600) (41%) (32%) (19%) (7%) (1%)

Table 8 Energy consumption of construction stage

Strength

Concrete 

quantity

(m3)

Pump car 

working

capacity

Pump car 

working

hours

Diesel 

consumption

24 MPa
3032.2

80 m3/hr

37.9 hr 625.39 L
(25-24-150)

40 MPa
2490.0 31.13 hr 513.56 L

(25-40-150)

60 MPa
2110.7 26.38 hr 435.33 L

(20-60-600)

Table 9 Energy consumption of deconstruction stage

Strength

Concrete 

quantity

(m3)

Backhoe 

working

capacity

Backhoe 

working

hours

Diesel 

Consumption

24 MPa
3032.2

50 m3/hr

60.6 hr 1,000 L
(25-24-150)

40 MPa
2490.0 50 hr 821.7 L

(25-40-150)

60 MPa
2110.7 42.21 hr 696.53 L

(20-60-600)

Table 10 Recycling and reclamation of waste concrete

Strength 24 MPa (ton) 40 MPa (ton) 60 MPa (ton)

Recycling 6745 5472 4505

Reclamation 230 187 154

를 발현하기 위한 배합비는 E 레미콘사에서 현장시공 시 

납품하고 있는 실제 배합표를 활용하였다.

상기 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벽체 두께에 

따른 횡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벽체부위 콘

크리트 투입물량을 계산하였다. 각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투입되는 원재료의 물량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기준

흐름을 50년 간 사용되는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의 콘크

리트 벽체에 투입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로 설정하였으

므로 24 MPa의 경우 3032.2 m3, 40 MPa은 2490 m3, 60 MPa

의 경우 2110 m3이 각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환경영향 평

가를 위한 기준흐름이 된다.

3.1.3 가정 및 제한사항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환경부하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

터수집 범위는 cut-off 기준에 따라 투입물질의 누적질량

기여도 99%에 해당하는 굵은골재, 모래, 1종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수로 제한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를 생산, 시공, 사용 및 폐기로 구분하였는데 시

공 이후의 단계부터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하였다. 시공단계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펌프카

에서 소비되는 경유에 의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경유 소비량은 Table 8과 같다.

50년 동안 콘크리트 구조체를 사용하면서 사용단계에

서 수선 및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폐기단계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 과정에서 백호

우에서 소비되는 경유에 의한 환경영향과 건설폐기물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산하였다. 각 콘크

리트 압축강도별 건설폐기물량은 2005년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평균적인 재활용율인 96.7%와 매립

율 3.3%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폐기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폐콘크리트 매립 및 

재활용양은 다음의 Table 9, 10과 같다.

3.2 전생애주기 환경영향 분석 결과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의 압축강도별 전생애주기 환경

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SimaPRO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여 LCIA 단계에서 특성화 단계까지 실시하였다. SimaPRO 

소프트웨어는 국내 환경부에서 개발한 TOTAL 프로그램

과 같은 전과정평가 전용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피해산정형 평가모델이 개

발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외 평가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SimaPRO는 네덜란드 PRE에서 개발한 환경영향

평가 도구로서 전세계 80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여러 문제비교형 모델과 피해산정형 모델

들이 탑재되어 있는 유용한 평가툴이다.

LCIA 단계에서 특성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강도별 

15개의 영향범주에 해당하는 환경부하는 다음의 Table 11

과 같이 산출되었다. 

영향범주별 환경부하가 가장 크게 발생한 24 MPa을 

기준으로 하여 40 MPa와 60 MPa의 상대적인 발생량을 

살펴보았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투입총량

이 가장 적은 60 MPa의 환경부하량이 모든 환경범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MPa의 환경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향범주는 발암물질, 비발암물질, 이온화 

방사선, 토양계 독성, 토지이용, 수계 부영양화 부문이었

다. 40 MPa의 환경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향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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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nvironmental impacts by impact categories

Impact 

category
Units 24 MPa 40 MPa 60 MPa

Carcinogens kg C2H3Cl eq 1.68E+02 1.46E+02 1.19E+02

Non-

carcinogens
kg C2H3Cl eq 7.32E+01 7.09E+01 5.69E+01

Respiratory 

inorganics
kg PM2.5 eq 4.98E+02 4.97E+02 3.97E+02

Ionizing 

radiation
Bq C-14 eq 3.40E+04 2.76E+04 2.27E+04

Ozone layer 

depletion
kg CFC-11 eq 2.17E-02 2.31E-02 1.83E-02

Respiratory 

organics
kg C2H4 eq 1.04E+02 1.07E+02 8.53E+01

Aquatic 

ecotoxicity
kg TEG water 1.70E+06 1.82E+06 1.44E+06

Terrestrial 

ecotoxicity
kg TEG soil 9.41E+04 8.92E+04 7.19E+04

Terrestrial 

acid/nutri
kg SO2 eq 8.53E+03 8.91E+03 7.09E+03

Land 

occupation
m2org.arable 4.75E-01 3.86E-01 3.17E-01

Aquatic 

acidification
kg SO2 eq 1.67E+03 1.77E+03 1.40E+03

Aquatic 

eutrophication
kg PO4 P-lim 2.82E+00 2.37E+00 1.94E+00

Global 

warming
kg CO2 eq 1.14E+06 1.27E+06 9.98E+05

Non-renewable 

energy
MJ primary 5.44E+06 5.86E+06 4.65E+06

Mineral 

extraction
MJ surplus 1.62E+02 1.83E+02 1.44E+02

Fig. 4 Environmental impacts by categories

Table 12 Single score by impact categories

Impact 

category
24 MPa 40 MPa 60 MPa %

Total 200.5 216.4 171.3 100.00%

Carcinogens 0.07 0.06 0.05 0.03%

Non-

carcinogens
0.03 0.03 0.02 0.01%

Respiratory 

inorganics
49.2 49.1 39.2 23.37%

Ionizing 

radiation
1.01E-03 8.16E-04 6.72E-04 0.00%

Ozone layer 

depletion
3.22E-03 3.42E-03 2.71E-03 0.00%

Respiratory 

organics
0.03 0.03 0.03 0.02%

Aquatic 

ecotoxicity
0.01 0.01 0.01 0.00%

Terrestrial 

ecotoxicity
0.05 0.05 0.04 0.03%

Terrestrial 

acid/nutri
0.6 0.7 0.5 0.32%

Land 

occupation
3.78E-05 3.07E-05 2.53E-05 0.00%

Aquatic 

acidification
- - - -

Aquatic 

eutrophication
- - - -

Global 

warming
114.6 127.9 100.8 58.37%

Non-renewable 

energy
35.8 38.6 30.6 17.85%

Mineral 

extraction
1.07E-03 1.20E-03 9.46E-04 0.00%

Fig. 5 Influence factors among environmental categories of 

each concrete structure

오존층 파괴, 호흡계 유기물질, 수계 독성, 토양계 부영양

화, 수계 산성화, 지구온난화, 비재생 에너지자원 고갈, 

광물자원 고갈 부문이었다. 호흡계 무기물질 부문은 24

MPa와 40 MPa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각 압축강도 사례별 원료 투입
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Table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정단위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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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 각각의 영향범주별 비교는 가능하지만 콘크리

트 압축강도별 전체적인 환경부하 총량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체건강, 생태계의 질,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의 보호범주를 고려하는 피해산정형 평가모

델을 적용하여 LCIA 단계의 나머지 절차인 정규화와 가

중화를 실시하였다. 피해산정형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환경영향범주 지표값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지표로 합산하면 다음

의 Table 12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 정규화 이후의 단

계부터는 측정단위가 무차원으로 바뀌게 되므로 단일지

표는 점수로 표시된다. 

콘크리트 강도별 환경영향을 단일점수로 표시한 결과, 

24 MPa는 200.5점, 40 MPa은 216.4점, 60 MPa은 171.3점

으로 산출되었다. 이 점수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생

시키는 환경부하의 절대적인 수치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

라 비교연구를 실시한 세 가지 콘크리트 압축강도 사례 

간의 상대적인 환경영향을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25

층 건물의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을 50년간 사용했을 경

우, 가장 많은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사례는 40 MPa로 

시공했을 경우이며, 가장 적은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사례는 60 MPa로 시공했을 경우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각 구조물들이 발생시키는 환경영향범주 중 가

장 큰 영향을 발생시키는 범주는 지구온난화영향(58.37%), 

호흡계 무기물질(23.37%), 비재생에너지원 사용(17.85%)

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영향범주들은 전체 영향의 0.3% 

미만으로 거의 미미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

한 환경영향들을 파악하고 산정단위가 다른 환경영향범

주 간 비교를 위하여 종말점(end-point) 관점의 피해산정

형 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

강도와 환경부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평

가 대상은 25층 구조물의 벽체 기능을 수행하는 콘크리

트 구조물로서 압축강도만 변화시켰다. 평가기간은 50년

으로 설정하였고, 평가범위는 투입재료의 생산, 구조물의 

시공과 사용 및 폐기 단계를 포함하였다.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의 피해산정형 전과정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피해산정형 전과정평가로 각 환경영향범주 간 상대

적인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단일 점수로 표현하

였을 때,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이 발생시키는 환경

영향은 여러 환경영향범주 중 지구온난화영향

(58.37%), 호흡계 무기물질(23.37%), 비재생에너지

원 사용(17.85%)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2) 그 외 영향범주들은 전체 영향의 0.3% 미만으로 인

간 및 생태계의 생존과 기후변화 유발 및 자원 고

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변화시키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배합비

와 투입 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압축강도 변화에 

따라 모든 환경영향범주의 값이 일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말점 수

준의 피해산정형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영

향범주의 값을 단일지수화 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콘크리트 구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

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 피해산정형 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인간

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환경영향범

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영향이 가장 큰 

요인들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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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인간

과 생태계, 지구환경 및 자원 고갈 측면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기 위하여 피해산정형 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한 콘크리트 구조

물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은 25층 공동주택의 벽체 구조물이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의 압축강도를 일반강도에서 고강도까지 24 MPa,40 MPa, 60 MPa로 각각 변화시켜 평가하였다. 평가기간은 50년으로 제한하였고,

생애주기는 원료 채취부터 투입원료의 생산, 구조물의 시공, 사용 및 폐기 단계를 포함시켰다. 피해산정형 전과정평가는 전과정 

영향평가(LCIA) 단계 중 정규화와 가중화 단계에서 실시되는데, 특성화 단계에서 산출된 환경영향범주 결과를 인체건강, 생태계

의 질,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관점에서 단일지수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영향은 여

러 영향범주 중 지구온난화, 호흡계 무기물질, 및 비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전체 환경부하의 99%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강도의 변화에 따라 모든 환경영향범주의 값이 일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말점 수준의 피해산정형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영향범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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