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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에 의한 

레미콘의 배합진단 기법 연구

 김동석* · 전찬경 · 박성현 · 양승규 · 박대병

 <쌍용C&E(주) 기술연구소>

1. 서 론

콘크리트에서 시멘트와 물은 “사랑(愛)과 미움(憎)”의

관계로서, 시멘트의 수화진행 및 작업성 확보를 위해서

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과다하게 첨가되는 경

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내구성 저하의 주된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단위수

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가 되도록 시험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콘크리트의 최대 단위수량

은 185 kg/m
3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재료 및 배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잔골재의

품질(입도, 입형, 미립분 등)과 사용혼화제의 성능 및 사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잔골재의 품질영향으로 레미콘의 단위수량이 과

도하게 높아져 레미콘 품질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의 일환으로 금년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하여 레미콘

의 단위수량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

며,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부터는 레미콘의 단위수량 관

리가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미콘의 품질관리 강화 및 단

위수량 관리기준 도입방침에 선제적 대응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방법을 발굴하였고, 실제 출하

레미콘의 단위수량을 측정하여 현장타설 레미콘의 강도

예측 및 배합진단이 가능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2.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관련 동향 

2.1 일본 동향

일본의 경우 2003년 10월 국토교통성 통지 “레디믹스

트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관하여” 및 2004년 3월 “레디

믹스트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요령”에 의해 1일 레미콘

타설량이 100 m
3
를 초과하는 공사는 단위수량을 측정하

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측정방법은 Table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Air meter법을 포함하여 정밀도가 검증된 방법

이면 어느 방법이나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장반입 레미콘에 대한 단위수량 측정결과, 설계배합

대비 ±15 kg/m
3
 이하는 그대로 타설하고, ±(15~20) kg/m

3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레미콘을 타설하되 단위수량 변동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단위수량이

±20 kg/m
3
를 초과할 때는 타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단위수량 측정 관리기준은 ±15 kg/m
3

이며,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레미콘 제조과정(골재 입도 및 표면수 등)에서 수반

되는 오차 : ±10 kg/m
3

• 단위수량 측정방법에서 수반되는 오차 : ±10 kg/m
3

⇒ 2개 요인의 누적오차 

±15 kg/m
3

참고로, Table 2에 나타낸 8개의 단위수량 측정방식 중

일부는 시험실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며, Air meter법, 수

농도측정법, 염분농도차법, 정전용량법 등의 측정방법은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측정방식에

따라 시료를 모르타르(M 표기)와 콘크리트(C 표기)로 구

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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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영향요인

원재료요인 배합 및 기타요인

• 시멘트 종류, 분말도

• 혼화재 종류, 치환율 

• 잔골재 종류, 입도, 입형, 미립분(토분)

• 굵은골재 Size, 입도, 입형

• 혼화제 종류, 사용량

• Slump 10 mm당 단위수량 1.2 % 증감 

• 잔골재율 1 %당 단위수량 1.5 kg 증감 

• 연행 공기량 1 %당 단위수량 3 % 증감

• 회수수 사용여부

• 배합온도 10 ℃당 단위수량 (2~3)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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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2007~2008)년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에서 규격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여 “단위수량 측정방

법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2010)년에는 한국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

위수량 관리 연구”를 통하여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로공사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대 후반

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반입 레미콘의 단위수

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단위수량 측

정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결과의 신뢰성이 평가되지 않

아 현장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의 연구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대형 건설사 및 레미콘사에

서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건설사에서는 Pic. 1과 같은 마이크로파측정방식의

현장측정이 간편한 단위수량측정 장비(제품명 : SONO WZ)

를 구입하여 현장적용 검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Table 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법과 각종 오차요인

측정방법

오차요인

가열건조법 단위용적질량법 농도법 특수 물리량 측정

고주파

가열법
(M)

감압

건조로법
(M)

Air 

meter법
(C)

수중

질량법
(C)

수농도

측정법
(C)

염분

농도차법
(C)

RI법

(배관식)

(C)

정전

용량법
(M)

시료

샘플링

트럭믹서내 품질변동 △ △ ○ △ ○ ○ - △

굵은골재량 변동 - - △ ○a ○ ○ - -

Wet Screening 오차 ◎a,b ◎b - - - - - ◎b

재료특성

시멘트 밀도 변화 - - ○b ○b - - - -

골재 밀도 변동 - - ○ ○a - - - -

골재 흡수율 변동 △ △ - - - △ △ △

골재 입도 변동 ○ ○ - ○ - - - ○

측정기기

및

측정과정

계량오차 △ △ △ △ - - - △

결합수량 오차 ○b ○b - - - - - -

골재 건조 영향 △ - - - - - - -

용기질량 및 용적변화 △ - △ - - - - -

전용기구 검출 정도 - - △ - △ △ △ △

검량선 오차 - - - - - - ◎a ◎b

기구의 열화 ○ - - - - - ○ -

물의 밀도변화(온도) - - - △a - - - -

측정자 숙련도 △ △ - ○ ○ ○ - △

※ 범례

추정 단위수량에 미치는 오차의 크기(기준) 10 kg/m
3
이상의 오차발생 가능 ◎ 숙련도 숙련 필요 ○

(2~10) kg/m
3
의 오차발생 가능 ○ 약간 숙련 필요 △

2 kg/m
3
이하의 오차발생 가능 △ 숙련 불필요 -

(현상) 오차에 대한 대응 a : 변동하는 인자를 매번 측정하여 보정

b : 미리 설정한 보정계수로 보정

Pic. 1. 단위수량 측정장비(독일제, 제품명 : SONO 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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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수량 측정방법 발굴 및 표준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방법은 현재까지 10여 종류가 제품화되어 있으나 실

용화를 위해서는 측정 정밀도와 함께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장비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을 정밀도 높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여 표준화하였다.

당사에서 표준화한 단위수량 측정방식은 염분농도차법

이며, 측정원리는 Fig. 1의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시료(약 1.5 L)에 이미 알고 있는 염분농도(약

0.6%)의 식염수 250 mL를 첨가 혼합한 후 콘크리트 시

료중의 물에 의해 희석되는 염분농도를 측정하여 그 차

이로 단위수량을 추정하며, 계산식은 아래 (식1)과 같다.

(1)

여기서, a: 식염수의 염분농도(%)

b: 식염수 혼합 후의 여과액 염분농도(%)

c: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분농도(%)

d: 식염수 첨가량(mL)

e: 콘크리트 시료용기의 용적(L) 

이때 염분농도 측정은 정밀도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량적정 염분농도

계(Salmate 100/W)를 사용하였다. 측정순서는 ① 소량의

콘크리트 시료를 압착하여 블리딩수 채취 및 초기 염분

농도 측정 → ② 콘크리트 시료채취(용기 약 1.5 L) →

③ 식염수(Cl
-
 0.6 %용액 250 mL) 혼합 → ④ 식염수를

혼합한 콘크리트를 압착하여 블리딩수 채취 및 염분농도

측정 → ⑤ 계산식(식1)에 의한 단위수량을 환산하며, 측

정시간은 대략 15 분정도 소요된다. 본 방법의 측정정밀

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입단위수량 ±5 kg/m
3

범위이내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4. 강도예측 및 배합진단 기법 제안
 

4.1 기법 개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이론적으로 W/B의 함수이고,

Slump 관리는 단위수량 증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W
a b–( )

b c–( )
----------------

d

e
---×=

Table 3. 콘크리트의 강도-B/W 관계식 도출

결합재

종류

W/B

(%)
B/W

Unit Weight (kg/m
3
)

SP

(%)

Slump

(%)

*Air

(%)

압축강도
(MPa)

W
B

OPC SG FA 7일 28일

OPC

45.0 2.22 195 433 - - 0.70 220 4.5 30.2 36.3

55.0 1.82 195 355 - - 0.70 210 4.8 23.6 29.9

65.0 1.54 195 300 - - 0.70 205 4.9 19.2 25.3

SG50

45.0 2.22 195 217 217 - 0.70 240 5.1 22.8 34.7

55.0 1.82 195 177 178 - 0.70 230 4.8 17.4 29.8

65.0 1.54 195 150 150 - 0.70 215 5.1 14.4 26.2

SG30

+FA15

45.0 2.22 195 238 130 65 0.70 230 5.7 20.9 33.2

55.0 1.82 195 195 106 53 0.70 225 5.1 16.1 28.3

65.0 1.54 195 165 90 45 0.70 210 5.4 13.1 24.8

* 공기량은 별도 AE제를 사용하여 미세조정

Fig. 2. 측정정밀도 검증결과

Fig. 1. 단위수량 츨정장비(독일제, 제품명: SONO 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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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의 현장 출하배합의 단위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전에 도출되어 있는 “강도-B/W 관계식”에

의해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압축강도 = (a,b: 실험상수)에서 결합

재(B)는 현장배합표에서 알 수 있는 항목이고, 단위수량

(W)은 골재의 표면수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앞

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현장 출하배합의 단위수량을 정확

히 측정하여 “강도-B/W 관계식”에 의해 강도를 예측하

고, 배합의 적정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4.2 강도-B/W 관계식 도출

본 연구에서는 포틀랜드시멘트 단독(OPC), 고로슬래그

시멘트(SG50), 그리고 슬래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의 3성

분계(SG30 + FA15) 결합재 Type를 대상으로 20
o
C 표준

양생조건에서 시험실적 강도-B/W 관계식 도출시험을 진

행하였다. 배합조건 및 강도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고,

이를 이용한 결합재별 강도-B/W 관계식 도출결과는 Fig.

3과 같다.

4.3 레미콘 현장 적용성 검증

레미콘 강도예측 기법의 현장 적용성 검증시험은 지역

별 7개 레미콘공장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고, 실제 현

장에 출하되는 배합의 시료를 채취하여 기본물성(Slump,

공기량)을 평가하고, 단위수량을 측정한 후 압축강도 평

가용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Table 4는 레미콘공장별 실제 출하배합의 단위수량을

측정하여 B/W를 산정하고, 앞에서 도출한 시험실적 강

도-B/W 관계식으로 예측한 강도와 실제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실측결과이다. 또한, Fig. 4는 예측강도와 실측강도

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일강도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각 레미콘공장별 실제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이

a B× W b+⁄

Fig. 3. 콘크리트의 강도-B/W 관계식 도출결과

Table 4. 레미콘 현장시험의 강도예측 기법 적용성 검증결과(사례)

공장

구분

레미콘

규격

단위

분체량
(kg/m

3
)

측정

단위수량
(kg/m

3
)

산정
W/B

(%)

강도-B/W 관계식

예측강도(MPa)

공시체

실측강도(MPa)

7일 28일 7일 28일

A 25-24-150 334 216 64.7 13.1 24.9 15.2 22.9

B 25-24-180 331 197 59.5 14.6 26.6 11.3 22.1

C

25-24-150 326 221 67.8 12.5 24.0 10.8 21.7

25-27-150 364 236 64.8 13.3 24.9 13.6 25.4

25-30-150 396 215 54.3 24.1 30.2 19.2 30.1

20-40-210 509 229 45.0 20.9 33.3 24.2 37.4

D

25-18-150 270 230 85.2 9.0 20.3 9.4 17.8

25-27-150 361 228 63.2 13.8 25.4 13.3 25.2

25-30-150 379 219 57.8 15.6 27.2 14.9 24.5

F
25-21-150 296 237 80.1 10.7 22.7 8.6 20.2

25-24-150 314 235 74.8 11.8 23.7 11.2 21.8

G

25-24-150 352 186 52.8 18.6 30.7 20.3 28.4

25-30-180 394 183 46.4 21.8 33.9 24.3 33.4

25-30-180 394 157 39.8 26.2 38.3 31.2 42.3

H

25-24-150 352 186 52.8 18.6 30.7 23.4 32.4

25-24-150 352 188 53.4 18.4 30.4 20.7 29.2

25-30-180 394 189 48.0 21.0 33.0 27.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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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현장 B/P에서 강도-B/W 관계식 도출시험을 통하

여 공장별 고유 강도-B/W 관계식을 도출하다면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강도예측 및 배합진단 기법을 보다 정도

높게 현장적용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최근 정부의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및 단위수량 관리

기준 도입 움직임의 선제적 대응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

트의 단위수량 측정에 의한 현장타설 레미콘의 배합진단

기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레미콘의 단위수량은 강도 및 내구성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배합요인이며, 주로 잔골재의 품질 및

혼화제의 성능(사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이론적으로 B/W의 함수이

기 때문에 실제 현장 출하배합의 단위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전에 도출되어 있는 강도-B/W 관계

식에 의해 강도를 예측하여 배합의 적정성을 사전에 진

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레미콘 배합진단의 핵심 Tool로 현장에서 실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염분농도차 방식의 굳지 않은 레미

콘의 단위수량 측정방법을 발굴하였으며, 정밀도는 ±5.0 kg/

m
3
 이내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4) 실제 레미콘 출하배합을 대상으로, “단위수량 측정

→ B/W 산정 → 당사의 강도-B/W 관계식에 의한 강도

예측” 하는 본 개발기법의 현장 적용성 검증결과, 예측

치와 실측치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레미콘 공장별로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를 적용하여

공장 고유의 강도-B/W 관계식을 도출한다면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강도예측 및 배합진단 기법을 보다 정밀도

높게 현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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