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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천연자원 보존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저감 측면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 국내의 시멘트 산업에서도 CO2 배출 저감을 위하

여 시멘트 제조 시 석회석과 같은 시멘트 혼합재의 비율

증가, 에너지 효율설비 확충 및 에너지 저소비형 클링커 

제조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콘크리

트 산업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현장적용성을 고려하여 저

탄소 콘크리트 측면에서 고로슬래그(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GGBS)나 플라이애시(fly ash, FA)와 같은 산

업부산물을 이용한 혼합시멘트의 사용을 점차 확대시키

고 있다.

콘크리트 혼화재(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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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s)로서 GGBS, FA 및 실리카 흄(silica fume, SF)을 

활용한 OPC 치환은 콘크리트 생산 시 CO2 배출량의 저

감뿐만 아니라 산업부산물의 재활용 및 천연자원 보존의 

긍정적 환경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산업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OPC 사용양을 최소화 하면서 SCM 치환율을 점

차 증가시키고 있다2,3). 하지만 OPC 콘크리트에서 SCM

의 치환에 따른 강도의 변화와 함께 CO2 저감을 쉽게 평가

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4). Flower and Sanjayan5)

은 콘크리트 배합에서 GGBS와 FA를 사용하면 각각 22% 

및 13~15%정도 CO2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

으며, Feiz et al.6)은 CEM I (95% clinker)를 생산할 때 

GGBS를 80% 치환하면 66% CO2 저감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환경친화형 콘크리트 배합을 

위해서는 GGBS, FA 및 SF과 같은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SCM의 첨가 시 CO2 배출량 저감과 함께 콘크리트의 목

표 슬럼프와 압축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목

표 CO2 저감, 압축강도 및 슬럼프에 대한 저탄소 콘크리

트 배합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SCM을 사용한 콘크리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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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rational mixture-proportioning procedure for low-CO2 concrete using 

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s (SCMs) achieving the targeted CO2 reduction ratio as well as the conventional requirements 

such as initial slump, air content, and 28-day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To evaluate the effect of SCM level on the CO2 

emission an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 total of 12537 data sets were compiled from the available literature and 

ready-mixed concrete plants. The amount of CO2 emission of concrete was assessed under the system boundary from cradle to 

concrete production stage at a ready-mixed concrete plant.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established database, simple 

equations were proposed to determine the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such as the type and level of SCMs, water-to-binder ratio, 

and fine aggregate-to-total aggregate ratio. Furthermore, the CO2 emissions for a given concrete mixture can be straightforwardly 

calculated using the proposed equations. Overall, the developed mixture-proportioning procedure is practically useful for 

determining the initial mixture proportions of low-CO2 concrete in the ready-mixed concret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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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서 목표성능(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CO2 저감

율)에 대한 콘크리트 시험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의 CO2 배출량 

평가를 위해 선택한 시스템 경계는 ISO 13315-27)에 따라 

원료채취에서부터 레미콘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생산까지

이다. 혼화재 치환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CO2 배출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5,231개의 실내배

합과 7,306개의 레미콘 배합을 분석하였다. 기존 배합들

에서 평가된 CO2 배출량을 기반으로 콘크리트 목표성능

에 대해 SCM 치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2. CO2 평가 절차

2.1 시스템 경계

콘크리트 생산단계에서의 CO2 평가를 위한 시스템 경

계는 ISO 13315-27)의 절차를 고려하여 원재료 채취 및 

가공에서부터 콘크리트 생산단계까지로 설정하였다(Fig. 

1). 혼화재 치환이 콘크리트 CO2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물 시공, 사용 중 또는 해체단계에서는 매우 미미하

며 장비 및 에너지 소비에 따른 CO2 발생량은 SCM의 치

환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였다.8,9)

시간적 경계는 1990~2012년으로, 지역적 경계는 서울

로 가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1 m3 단위로 주

문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CO2 

평가를 위한 기능단위는 1 m3로 설정하였다. 

2.2 LCI 데이터베이스

콘크리트의 CO2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과정 목록

(lifecycle inventory, LCI) 데이터는 콘크리트 구성재료들

의 생산, 콘크리트 생산 단계에서 수반되는 각 활동들에

서 필요한 입력요소와 배출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콘

크리트 구성재료 및 운송, 생산 활동에서 수집된 목록 데

이터는 기온, 에너지원 및 천연자원의 차이에 따라 각 나

라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운반단계에서의 LCI 데이터 베이

스를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구성재료

들 중 시멘트계 재료의 기능단위는 kg인 반면, 골재의 기

능단위는 m3로 제시되고 있다. 운송수단은 적재하중과 

운송거리에 따라 CO2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그 기능단위

는 kg·km이다.

2.3 CO2 평가 절차

콘크리트의 기능단위에 대한 각 원재료의 생산에서부

터 콘크리트 생산단계(Fig. 1)까지의 시스템에서 배출된 

CO2 양()은 다음 식 (1)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시멘트계 재료, 골재, 물 및 혼화제(감수

제)를 포함하는 재료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이며, 
는 

각 재료들의 출구에서부터 레미콘 공장까지의 운송단계

에서 배출되는 CO2 양이며, 
는 공장에서 콘크리트 

생산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이다. 재료단계인 
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  (2)

여기서 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이용된 각 재료들이며, 

는 이들 재료들의 수이며, 와 
는 각각 재료 

의 단위질량(kg/m3)과 CO2 배출계수(CO2-kg/kg)이다. 재

료단계에서의 시스템 경계는 원료채취(cradle)에서부터 

가공․제조 후 출품되는 공장출구(gate)까지이다.

운반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인 
는 콘크리트 구

성재료들의 출구에서부터 레미콘 공장까지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Fig. 1 System boundary for concrete production   

Table 1 Summary of LCI DB for concrete production

Item CO2 inventory Reference

OPC 9.31E-01 kg/kg Korea LCI DB

GGBS 3.40E-02 kg/kg CMCR** LCI DB

FA 3.49E-03 kg/kg CMCR** LCI DB

SF* 1.40E-02 kg/kg ecoinvent DB

Sand 2.10E+00 kg/m3 MOLIT*** LCI DB

Coarse 1.11E+01 kg/m3 MOLIT*** LCI DB

Water 1.12E-04 kg/kg Korea LCI DB

15 ton capacity 

Truck

1.14E-06 

kg/kg·km
Korea LCI DB

Bulk cement 

trailer

5.92E-07 

kg/kg·km
Korea LCI DB

* http://www.ecoinvent.org/database/

** Construction Materials and Carbon Reduction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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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여기서 는 재료 의 출구에서 레미콘 공장까지의 운반

거리(km)이며, 은 콘크리트 구성재료들의 운

반수단의 CO2 배출계수(CO2-kg/km·kg)이다.

콘크리트 제조공정은 각 재료들의 하역, 저장, 계량, 

혼합기로의 운반 및 혼합 등의 5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

다. 5가지 공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설비는 콘

크리트 구성재료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와 재료운반을 위

한 컨베이어벨트 설비, 콘크리트 믹서이다. 따라서 콘크

리트 생산단계에서의 CO2 배출량(
)은 각 공정에서

의 기계설비로부터 소비되는 에너지양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국내의 레미콘 공장에 대한 자료조사로부터 콘

크리트 1 m3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원으로부

터 환산된 CO2 원단위는 약 0.71 CO2-kg/m3로 평가된다8).

Table 2에 콘크리트의 원료채취에서부터 생산단계까지

의 CO2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요약하였다. A열

은 콘크리트 배합에 관련된 정보로서 각 재료의 단위용

적질량이며, B열은 각 재료의 LCI에서 제공하는 CO2 원

단위이며, D열은 각 재료의 생산지 출구에서부터 레미콘 

공장까지의 거리이며, E열은 각 재료의 운송수단의 CO2 

원단위이다. 운송수단으로서 시멘트계 재료는 벌크 시멘

트 트레일러로, 골재는 15 톤 트럭으로 가정하였다. 콘크

리트 생산을 위한 콘크리트 구성재료들의 생산에 의한 

CO2 배출량은 A열과 B열의 곱으로 산정되며, 그 재료들

의 운반에 의한 CO2 배출량은 A열, D열 및 E열의 곱으

로 산정된다.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생산단계에서 배

출하는 CO2 양은 C열의 아래에 별도로 나타내었다.

3. CO2 저감에 기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의 목표성능에 대한 물-결합재비와 같은 배합

변수 및 SCM 치환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내배

합 데이터 5,231개와 레미콘 공장배합 데이터 7,306개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콘크리트 배합기간은 1990~ 

2012년도로서 레미콘 배합의 수집지역은 대부분 서울, 

경기도 및 경상도 지역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령 28

일 압축강도의 범위는 Fig. 2에 나타낸바와 같이 OPC 콘

크리트의 경우 실내배합에서는 8.4~150 MPa, 레미콘 배

합에서는 16~52 MPa이며, OPC+GGBS 콘크리트의 경우 

실내배합에서는 10~139 MPa, 레미콘 배합에서는 11~73 

Table 2 Example for CO2 assessment of concrete(


=24 MPa) under the system boundary(cradle-to-production)

Functional Unit 

(FU): m3

Material Transportation

A B C = A·B D E F = A·D·E

Unit

Item 
kg/FU CO2-kg/kg CO2-kg/FU km CO2-kg/kg·km CO2-kg/FU

OPC 238 9.31E-01 221.66 277(Damyang) 5.92E-07 0.039

FA 117 3.49E-03 0.41 322(Hadong) 5.92E-07 0.022

Sand 840 8.08E-04 0.68 47(Kyonggi Gwangju) 1.14E-06 0045

Coarse 915 4.27E-03 3.91 37.6(Incheon) 1.14E-06 0039

Water 165 1.12E-04 0.02 Sum 0.146

Sum 226.68
-

Concrete Production 1 m3 0.71 CO2-kg/FU 0.71

Total= 227.53 CO2-kg/FU(=226.68+0.7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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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vels in the database for concre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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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이며, OPC+FA 콘크리트의 경우 실내배합에서는 8~90 

MPa, 레미콘 배합에서는 10~60 MPa이다. OPC+SF 콘크

리트는 실내배합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압축강도의 범위는 

20~100 MPa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혼화재의 치환율 

범위는 Fig. 3에 나타내었다. GGBS 치환율의 범위는 실

내배합에서는 3~80%, 레미콘배합에서 7~70%이며, FA 

치환율의 범위는 실내배합에서는 4~67%, 레미콘 배합에

서는 3~40%이다. SF 치환율의 범위는 실내배합에서 3~30%

이다. 특히 OPC와 GGBS 및 FA를 사용한 3성분계 결합

재에서 실내배합의 GGBS 치환율 범위는 6~45%, FA 치

환율 범위는 3~45%이며 레미콘배합에서의 GGBS 치환

율 범위는 5~50%, FA 치환율 범위는 3~40%이다.

3.1 결합재 지수(

) 및 CO2 지수(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가 감소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므로, 높은 압축강도 발현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결합재가 소비된다. 한편, 콘크리트 압축강도

의 증가는 구조부재의 단면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며, 이

는 콘크리트 양의 감소에 의한 CO2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CO2 평가는 단순히 1 m3에 

대한 CO2 발생량의 평가가 아닌 단위 압축강도 (1 MPa)

의 발현을 위한 CO2 발생량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Yang et al.9)이 제시한 결합재 지수()와 CO2 

지수()를 이용하여 SCM 치환에 따른 CO2 배출량을 평

가하였다.

  (4)

  (5)

여기서  는 콘크리트 1 m3에 대한 결합재 양이며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이다.

기존 콘크리트 배합들에서 SCM 치환에 따른 실험결과

들의 추세선을 정리하여 와 의 관계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결합재 지수는 SCM의 치환에 관계없이 의 증

가와 함께 감소하였다. 이는 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압

축강도(1 MPa) 발현을 위한 결합재 양의 설계가 감소됨

을 의미한다. 즉, 가 20 MPa에서 40 MPa로 2배 증가

한다고 해서 결합재 양이 2배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이

다. 결합재 지수의 감소속도는 가 약 60 MPa 이상에서 

점차 완화되면서 SCM 치환에 관계없이 의 값은 약 

4~5 kg/m3·MPa-1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GGBS가 치

환된 콘크리트의  값은 혼화재가 치환되지 않은 OPC 

콘크리트와 매우 비슷한 값을 보였다. SF가 치환된 콘크

리트의  값은 가 약 40 MPa 이하에서 OPC 콘크리

트보다 낮게 있었다. 반면 FA가 치환된 콘크리트의  

값은 동일 압축강도의 OPC 콘크리트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FA가 치환된 콘크리트에서는 결합재 양이 OPC 콘

크리트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콘크리트 배합들에서 SCM 치환에 따른 실험결과

들의 추세선을 정리하여 와 의 관계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일반적으로 동일 압축강도에 대해서는 레미콘 

배합과 실내배합의  값 차이는 미미하였다. 모든 압축

강도에서 SCM가 치환된 콘크리트의  값이 OPC 콘크

리트의 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일 

에서 SF가 치환된 콘크리트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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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플라이애시가 치환된 콘크리트는 비록 단위 결합

재 양의 사용이 많지만 FA의 CO2 원단위가 낮아서 GGBS

가 치환된 콘크리트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가 50 MPa 이상인 콘크리트에서는 FA와 GGBS

가 함께 치환되었을 때의  값이 FA 또는 GGBS 단독 

치환된 콘크리트에 비해 낮게 있었다.

콘크리트의 CO2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결합재 사용은 

단위 압축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OPC 비율과 단위 결합

재 양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

합재 양, 및 CO2 배출량의 상호 관계는  및 의 개념

을 도입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이들 지수(, )의 관계

를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은 다음 조건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결합재 양이 0이면 CO2 배출량은 0으로 간주한다.

- 는 SCM의 종류와 치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

하면 각각의 SCM은 각기 다른 전과정 목록을 가지

며, 또한 콘크리트의 CO2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OPC 양이기 때문이다.

- 각 SCM은 고유의 CO2 원단위를 갖고 있으므로 FA, 

GGBS 및 SF의 치환에 따른 콘크리트 CO2 저감양은 

개별적산법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경계조건을 고려하면 와 의 관계는 다

음 식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

   







  (6)

여기서 


, 

, 


는 각각 GGBS, FA 및 SF의 치환율이

다. 식 (6)의 실험상수(, ,  및 )을 결정하기 위

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상수 , ,  및 는 

각각 0.94, 1.1, 1.06 및 0.92로 결정될 수 있었다(Fig. 6). 

따라서 와 의 관계는 다음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g/m3·MPa-1) (7)

콘크리트의 와 의 정의로부터 콘크리트의 배합단계

에서 배출되는 CO2 양()은 다음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kg/m3) (8)

위의 식에서 








는 OPC 콘크리트에 대

한 SCM의 치환 정도에 따른 CO2의 저감비(
)를 나타

낸다. 따라서 목표 CO2 저감율에 대한 콘크리트의 배합

을 결정하기 위한 SCM의 종류 및 치환율을 식 (8)을 사

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3.2 압축강도와 단위 결합재 양의 관계

콘크리트의 단위 결합재 양은 CO2 배출량과 함께 압축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

른 결합재 양의 선택을 위해 콘크리트 배합의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 7). Fig. 7에 나타낸 분

석결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이는 콘크리

트 배합 자료들의 제공처(source)의 차이로 인해 사용골

재들의 함수율, 강도 및 입도분포와 양생온도 및 습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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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배합에 따라 상이하며, 압축강도 측정에서도 가력

속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목표 CO2 배출 저감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만족시키기 위

한 단위 결합재 양의 설계 모델식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의 증가에 따라 단위 결합재 양은 증가

한다. 더구나 SCM의 종류 및 치환율도 콘크리트 목표강

도에 대한 단위 결합재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

한 에서 OPC에 비해 FA와 GGBS로 치환된 콘크리트

는 결합재 양이 많은 반면 SF로 치환된 콘크리트는 결합

재 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향들을 고려하

면 SCM 치환율과 에 따른  값의 평가는 식 (9)와 같

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의 정의로부터 식 (9)는 식 (1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g/m3·MPa-1) 

(9)

 










(kg/m3) (10)

3.3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결정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물-결합재() 

및 공기량(


)에 반비례한다. 게다가 에 대한 물-결합

재()의 효과는 SCM의 종류 및 치환율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동일한 압축강도의 OPC 콘크리트에 비해 SCM

이 치환된 콘크리트에서는 낮은 가 요구된다. 전반

적으로 이러한 영향 인자들을 고려한 콘크리트 배합 데

이터베이스의 최적 비선형 회기분석(Fig. 8)으로부터  예

측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1)

여기서 (= 10 MPa)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참고

값이며, 

는 목표 공기량이다. 

각 SCM의 치환율은 식 (10)을 통해 CO2 저감율을 고

려하여 미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식 (11)로부터 

는 아래의 식 (12)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2)

3.4 목표 슬럼프에 대한 잔골재율 결정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감수제 종류 및 혼입양 뿐만 아

니라 SCM의 종류 및 치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유동성 

향상에 대한 SCM의 기여도는 GGBS와 SF가 F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한 감

수제 또는 SCM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감수제와 

SCM 종류에 따른 화학적 성분, 투입량 및 배합수의 온도 

등 고려해야할 요인이 광범위하다. 즉, 콘크리트 목표 슬

럼프에 대한 잔골재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수제 및 SCM이 콘크리트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

선 배제할 필요가 있다. 즉, 콘크리트 목표 슬럼프에 대

해 결정되는 잔골재율은 초기 배합실험을 위한 참고값으

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다. 

감수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주로  , 

단위수량(), 골재직경(), 조립률() 잔골재율() 및 

공기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단위수량은 결합재와 골재

의 비, 잔골재 입자의 입도분포 그리고 초기 슬럼프에 대

해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수분 함량 및 다른 

혼합비율이 고정되는 경우, 유동성은 골재직경(), 조립

률() 그리고 골재의 양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  , 

,  및 과 같은 요인들이 콘크리트 유동성에 미치

는 영향은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요인이 

콘크리트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실

험 프로그램을 찾기는 어렵다. Yang.10)은 감수제와 SCM

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초기 슬럼프와 다른 영향 

인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배합단계

에서 목표 슬럼프에 대한 의 초기값 결정을 위하여 다

음 식과 같이 최적값, 상한값 및 하한값을 제시함으로서 

임의의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r lower limit curve 

(13a)




  for upper limit curve  

(13b)




  for optimum curve 

(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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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기서 (= 100 mm), (= 100 kg/m3에서), 및 (= 25 

mm)는 각각 콘크리트의 슬럼프값, 단위수량 및 골재의 

최대직경에 대한 참고값을 의미한다. 식 (13)에서 결정된 

X값에 대해   및 는 식 (10)과 식 (12)를 이용하여 

결정하면, 소요 슬럼프에 대한 를 얻을 수 있다. 즉, 

소요 슬럼프에 대한  값은 식 (13)을 이용하여 상한값

과 하한값 사이에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3.5 콘크리트 배합강도(


) 산정

콘크리트 배합강도 ()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 목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만족하기 위한 보정계수를 곱

한 값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정에 대하여 

ACI 318-1111)에서 제시한 모델(식 15)을 사용하였다.

  (15)

여기서 와 은 계수 값으로 가 21 MPa 이하일 때

는 각각 1.0과 7.0이며 가 21 MPa 이상 35 MPa 이하

일 때는 1.0과 8.3 그리고 가 35 MPa 이상인 경우에는 

1.1과 5.0을 사용한다.

3.6 저탄소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프로세스

목표 CO2 저감을 고려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수행될 수 있다(Fig. 9).

3.6.1 입력 데이터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들의 물리적 특성 및 목표 성능(슬럼프, 콘크리트 압축강

도, 공기량 및 CO2 저감율)을 입력한다. 콘크리트 구성재

료들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시멘트계 재료들의 비중 및 

골재의 비중, 직경, 흡수율 등이 있다.

3.6.2 결합재 설계

목표 CO2 저감률을 만족하기 위한 결합재 설계를 위해

서는 사용되는 SCM과 그 치환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

합재 설계는 식 (8)을 이용한다. 

3.6.3 W/B 결정

결정된 결합재 양에 대해 목표 압축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는 식 (12)에 의해 산정한다.

3.6.4 S/a 산정

목표 슬럼프에 대한 초기  값은 식 (13)과 식 (14)

로 산정하는데, 산정된 는 최소 값인 0.25와 최대 값

인 0.55 이하의 범위에 있도록 한다.

3.6.5 절대용적 배합방법 검토

이전단계에서 결정된 콘크리트 구성재료(시멘트계 재

료, 골재, 물, 공기량 등)의 용적의 합이 1 m3에 부합하는

지 검토한다.

3.6.6 CO2 발생량 검토

산출된 콘크리트 배합설계에 대해 CO2 발생량을 평가

하고 목표 CO2 저감율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만일 목

표 CO2 저감율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2단계 결합재 

설계에서 SCM 종류와 치환율을 재설계한다.

4. 결    론

콘크리트 생산단계에서 목표성능을 만족시키면서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SCM 치환율 결정 및 그에 따

른 배합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콘크

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결합재 양 및 압축강도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을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하였기 때문

에 각 강도별 혼화재의 영향 및 골재조건 등을 제시된 배

합설계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SCM 기반의 저탄소 콘

크리트 배합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다: 1) 콘크리트 배합설계표로부터 CO2 배출 양 및 

CO2 저감율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콘크리
Fig. 9 Schematic procedure for low-CO2 concrete mixture 

using different 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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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목표성능에 대한 최초의 시험배합용 배합설계를 결정

하고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배합설계를 적절하게 

보정한다. 혼화재 기반의 저탄소 콘크리트 배합설계 절

차에 대한 기초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으로 동일한 압축강도에서 OPC에 비해 FA

와 GGBS로 치환된 콘크리트는 결합재 양이 많은 

반면 SF로 치환된 콘크리트는 결합재 양이 적었다. 

이에 따라 목표강도에 대한 단위 결합재 양은 각 

혼화재 치환율의 함수로 제시될 수 있었다.

2) 혼화재들의 종류 및 치환율을 변수로 하여 CO2 저

감율은 선형관계로 모델링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목표 CO2 저감률과 사용되는 혼화재 종류에 따라 

혼화재의 치환율을 결정할 수 있었다.

3) 결정된 혼화재 치환율을 고려하여 목표 압축강도 

및 공기량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결합재양 및 

를 결정할 수 있었다.

4) 제시된 저탄소 콘크리트 배합절차를 이용하면, 목

표성능(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CO2 저감율)에 

대해 각 재료의 단위용적중량의 결정뿐만 아니라 

제시된 배합표에서 CO2 배출량을 쉽게 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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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혼화재를 기반으로 목표 CO2 저감율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초기 슬럼프, 공기량 및 28일

압축강도와 같은 종래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CO2 저감 콘크리트의 합리적인 배합 설계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CO2 배출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혼화재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내 배합 및 레미콘 공장 데이터(전체 12537 배합표)를 분석하

였다. 콘크리트의 배합에 따른 CO2 배출량 평가를 위해 고려된 시스템 경계는 재료 채취 및 가공에서부터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

리트 생산단계까지이다. 구축된 12537 콘크리트 배합 데이터를 사용한 비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혼화재의 종류 및 치환율, W/B,

S/a와 같은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어진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CO2 배출량

은 제안된 모델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 될 수 있다. 결국, 개발된 배합 설계 절차는 레미콘 분야에서 CO2 저감 콘크리트의 초기

배합표를 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저탄소 콘크리트, 콘크리트, 혼화재, 배합설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