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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absorbs CO2 in the air because of carbonation. according to rising concern for lasting 

earth environment effort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specially co2, are occurred whole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paper selected one building and computed amount of production and 

absorbtion of co2 during its lifecycle at concrete. In computing amount of absorbtion of co2 

considered amount of absorbtion according to the area of concrete changing senarioes of 

servicelife(40,60,80 years) and deconstruct preiod(60,40,20 years). As a result ,size of concrete and 

maintenance period of disused concrete work increasement of CO2 as main factors.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maintenance period is more important than recycle of unused concrete as a 

method for reducing environmental load in architectural industry.

요  약

  콘크리트는 탄산화 상을 통하여 기 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근 지구 환경 지속에 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특히 기 의 이산화탄소를 감하려는 노

력이  지구 ,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산업에서의 주요한 건축재료인 콘

크리트를 상으로, 하나의 건물을 선정하여 건물의 생애주기(생산-사용-해체) 동안 이산화탄소의 발

생량  흡수량을 산정하 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산정에서는 100년의 기간 , 건물의 사용기

간(40, 60, 80년)  해체기간(60, 40, 20년)에 변화를 주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면  변화

에 따른 흡수량의 변화를 고려하 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증 에는 건물의 해체 후 콘크리

트의 크기, 즉 표면 과 폐콘크리트의 존치기간이 요한 향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건축

산업에 의한 환경부하 감을 한 방안으로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이 에 존치기간이 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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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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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축산업의 주요 구조재료인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핵심 원료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멘트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한 기후변화 약인 교

토의정서에 의해 한국은 2013년부터 제 2차 의무 이행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 미콘 산업  건축 

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감하기 한 책마련이 시 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 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콘크리트의 탄산화 상을 심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제 

공동주택을 상으로 100년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수지(발생량-흡수량)를 건축물 생산 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과 사용기간  해체 후 존치기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출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 다. 

2. 기존문헌 분석  이론  고찰

2.1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1)

콘크리트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각 구성 재료들의 CO2 원단

(표.1)를 이용하여, 각 구성재료의 양과 원단 의 곱의 으로 산정하 다. 이 게 산출된 콘크리

트 1m3 당 CO2 배출량을 건물 생산에 소요된 콘크리트 사용량(건물의 부피와 동일)과 곱해주면 건물

의 생산과정에서의 총 CO2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표1.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CO2 원단  (단  : kg-CO2/m
3
)

재료 물 시멘트 라이애쉬 잔골재 굵은골재 AE 감수제

CO2 원단 - 0.7466 0.6197 0.0037 0.0028 0.25

2.2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2)

  식 (1)～(4)는 콘크리트 내 수화생성물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 CO2와 반응하는 Ca(OH)2, CSH, 

C2S, C3S의 탄산화를 표 한 식이며, 탄산화 가능한 물질의 몰농도와 CO2의 몰농도가 같다는 것에 착

안하여, 콘크리트 내 CO2와 반응을 하는 물질인 Ca(OH)2, CSH, C2S, C3S의 몰 농도를 식 5를 이용, 

탄산화 깊이와 경과한 시간, 기 의 CO2농도([CO2]0)와 유효확산계수(De)를 입하여 탄산화 가능

한 물질의 몰농도를 산출하 으며, 이 농도를 콘크리트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간주하 다. 산

출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탄산화 된 콘크리트의 면 (A×B)과 깊이(D), 그리고 분자량(44g/mol)을 식.7

에 입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량을 산출하 다.

Ca(OH) 2
 → Ca

2+
(aq)+2OH

-
(aq)+CO 2 (g)

═══⇒
r CH

CaCO 3(s)+H 2O

   

CSH  → (3CaO∙2SiO 2∙3H 2O)+3C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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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SH

(3CaCO 3∙2SiO 2∙3H 2O)

C 3S  → (3CaO∙SiO 2)+3CO 2+vH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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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O2흡수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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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표면 에 따른 변화3)

  식 7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은 탄산화된 콘크리트의 단면 과 깊이,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계되며, 콘크리트의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증가를 해서는 콘크리트의 표면 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1m
3의 부피로 생산된 콘크리트에 하여 그림.2는 콘크리트 입방체의 한변 길이가 100cm, 

10cm, 1cm 일 때로 잘게 나뉘어졌을 때의 표면  변화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24MP 콘크리트

가 1cm 탄산화시)과의 계를 나타내며, 일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잘게 나뉘어 표면 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구조물의 해체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생애주기 , 사용기간과 해체 

후 존치기간에 변화를 주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출, 비교하 다.

그림.2 동일 체 (1m3) 콘크리트의 단면 길이에 따른 표면   CO2 흡수량 변화

3. 실 구조물을 상으로 한 이산화탄소 수지 평가

 3.1 이산화탄소 방출량 산정4)

   그림 3과 같은 평면을 가진 건축물을 상으로, 각 층별 표.2의 설계강도를 고려하여, 각 강도별 콘

크리트의 배합(표.3)과 물량을 산출한 후, 표.1을 이용하여 강도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산정(표.4)하

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그림.3 기 층 평면도

표.2 동일강도별/기 층별 콘크리트 물량산출
층 수 기둥+내벽+외벽 슬라 합계 설계강도(MPa) W/C(%)

지하 1층 185.96 0.00 185.96 35 39
지상1층～지상9층 178.40 155.73 334.13 

10층～19층 178.40 155.73 334.13 30 43
20층～26층 178.40 155.73 334.13 27 46
27층～32층 178.40 155.73 334.13 

24 50
지붕 152.90 58.27 211.17 

옥탑  1층 191.06 33.23 224.29 
옥탑 지붕 25.61 9.19 34.80 

표.3 강도에 따른 배합표
MPa W/C (%) B/S W C F/A S G AE 감수제
24 50 0 174 304 45 848 944 2.09
27 46 0 175 328 49 832 934 2.64
30 43 0 178 348 61 797 935 3.07
35 39 0 179 394 69 759 926 3.7

표.4 강도별 1m3당 CO2 배출량
MPa W/C(%) 1m

3
 당 CO2배출량 (kg-CO2/m

3
)

35 39 342
30 43 303 
27 46 281
24 50 261

표.5 동일강도별 CO2 배출량
설계 강도 CO2 배출량 (kg-CO2)

35MPa 1,152,689 

3 , 5 27 , 227  30MPa 1,013,033 
27MPa 657,102 
24MPa 704,405 

 3.2 시나리오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산정을 한 시나리오는 100년의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기간(40, 60, 80년)과 

해체 후 존치기간(60, 40, 20년)에 변화를  3가지의 경우에 하여 흡수량을 산정하 다. 강도별 탄

산화 깊이 추정은 고경택이 제안한 식(그림.5)을 이용하 으며, 결과는 표.6과 같고, 강도에 따른 CO2

의 몰농도는 표.10과 같다. 표.9는 해체 후 존치기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나타낸다. 그림.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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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강도별 경년에 따른 탄산화 깊이

표.6 동일강도별/기 층별 콘크리트 물량산출

층수 좌측벽배면벽우측벽정면벽슬라 내벽
설계강도
(MPa)

지하1층 0 0 0 0 596.15 947.00 

35

1층 0 0 0 0 596.15 549.26 
2층 53.22 60.96 53.22 76.53 596.15 631.88 
3층 54.13 62.01 54.13 77.85 596.15 642.78 
4층 53.22 105.10 53.22 105.10 596.15 1123.98 
5층 53.22 105.10 53.22 105.10 596.15 1116.44 

～10층 53.22 105.10 53.22 105.10 596.15 1116.44 30
～20층 53.22 105.10 53.22 105.10 596.15 1116.44 27
～27층 53.22 105.10 53.22 105.10 596.15 1116.44 

24
～32층 60.56 119.59 60.56 119.59 596.15 1355.05 
지붕 50.32 98.08 61.63 98.08 596.15 484.91 

옥탑1층 50.32 73.37 50.32 73.37 596.15 292.32 

표.7 강도별 경년에 따른 탄산화 깊이
설계강도 40년 60년 80년 단

35MPa 0.00784 0.0096 0.01109

m
30MPa 0.01367 0.01674 0.01933
27MPa 0.01804 0.0221 0.02552
24MPa 0.02387 0.02924 0.03376

표.8 강도별 건물 표면  산정
설계 강도(MPa) 건물 표면 단  

35 17,830 

m
230 20,292 

27 14,204 
24 14,386 

표.9 강도별 경년에 따른 CO2 흡수량

설계강도∖경년변화 40년 60년 80년 단
35MPa 19,460 23,828 27,527

kg-co2
30MPa 34,107 41,767 48,229
27MPa 29,696 36,380 42,010
24MPa 36,885 45,183 52,167
합계 120,148 147,158 169,932

표.10 강도별 CO2 몰농도
설계 강도 (MPa) CO2 몰농도 단  

35 3,164 

mol/m330 2,794 

27 2,634 

24 2,441 

그림.6 시나리오별 사용  존치기간 구성 그림.7 시나리오별 CO2 흡수량 계산 (단 :kg-co2)

통해서 해체 후 쇄된 콘크리트의 존치 기간이 길수록 CO2 흡수량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건축 산업에서 CO2의 흡수를 통한 수지 개선을 해서는 건축물의 해체 후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이

에 콘크리트의 존치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을 상으로 건축물 생산 시 CO2 방출량과 100년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탄

산화 상에 따른 사용  해체 후 존치기간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CO2 흡수량을 산정, 비교

하 다. 그 결과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수지 개선을 해서는 구조물의 장기 사용에 따른 탄산화 상

을 통한 CO2 흡수량 증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해체 후 넓은 표면 을 확보하여 폐콘크리트의 재활

용 이 에 쇄된 콘크리트를 존치시키는 방법도 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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