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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numerous mega-sized and complex civil infrastructures are being constructed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more precis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ies are required for these complicated construction projects. Espe-

cially, exact strength measurement and curing process monitoring of the concrete structures are very crucial to confirm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complicated structures. In this paper, a new Quick Response (QR) code-based concrete strength labeling

technique using embedded self-sensing monitoring system is introduc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QR code-based concrete

labeling technique enables easy access of the databases related to the concrete strength at anytime, anywhere, and any smart PC

devices. Finally, by integrating the proposed QR code-based concrete labeling with the concrete strength databases already prepared

at a designated web-server, a feasibility of the current system is investigated for a next generation concrete life-cycle quality main-

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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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마다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사회 공공 핵심

구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의 규모는 계속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나 초장대 교량 등

의 대형 사회기반시설물과 플랜트 시설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구

조물의 건설은 막대한 초기 건설 투자는 물론 건설 후

유지관리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

형 구조물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

물보다 압축강도를 높여 부재 단면을 축소하고 자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낮은 W/C 비를 달성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

이 늘어나고 있다. 그와 발맞추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콘

크리트의 품질을 바람직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를 갖추

어 해당 콘크리트에 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려

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 현장에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이 쉽지 않아 설계자 간의

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2)

 또한, 타설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타설을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시기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화된 콘크

리트 강도발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유지관리 단계에

서도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평가를 통한 실

시간 상시계측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 거동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함으로써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발 강도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코어를 채취해

코어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3) 
하지만, 이 방법들은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해야만 하므로 사용 중이거나 양

생 중인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 비파괴 평가를 위하

여 온도, 음파, 전기 특성, 자성, 광학 특성, 방사선 촬영,

물성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

이 연구되었다.
4-7)

 이 평가 방법들은 수학적인 모델링에

의해 제안된 이론적 공식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수행

하거나 경험에 근거한 식의 형태로도 제안되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제안된 공식 자체가 복잡하고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hparkpc@skku.edu

Received March 22, 2011, Revised July 4, 2011,

Accepted July 21, 2011

ⓒ2011 by Korea Concrete Institute



60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 (2011)

또한 수동적인 계측을 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크게 활

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최근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임베디드

자율 감지형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 발현 모니터링 기술

이 개발되었는데,
8)
 기존 구조물 건전성 평가 방법으로 많

이 연구되던 유도초음파 기법을 지능형 압전 센서를 이

용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 모니터링에 적용하였다. 유도

초음파 기법은 유도초음파가 전달될 때 매질의 상태 변

화에 따라 그 신호가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그동안 주로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과 같은 손상 진

단을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유도초음파 기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기위해 외부에서의 탐촉자를 사

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되었으

나 외부에서의 가진 및 측정을 통한 강도 추정은 그 정

확성이 떨어져 탐촉자를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하여 콘크

리트의 강도 및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9,10)

한편, 지금까지 바코드 기술은 간단한 제품 정보나 가

격, 재고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이었으나, 최근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2차

원 코드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반 기

술이 개발되어 보급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 생

산 가격은 교육과 관광, 지리정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

용이 시도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현재는 유비쿼터

스의 과도기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이력 모니터링 및 시공관

리를 위한 배합설계 변수부터 강도이력 정보 등의 각종 콘

크리트 품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QR(quick response)

코드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콘크리트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콘크리트 강도 라벨링 기술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이력 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건설 시공관리 기술을 제안하고 궁극

적으로 일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통

한 콘크리트 생애주기 비용 절감을 꾀하고자 한다.

2. 임베디드 자율 감지형 콘크리트

강도 모니터링 기술

2.1 임베디드 자율 감지형 센서

콘크리트 양생 강도 발현 측정 시 초기 재령의 양생 강

도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존의 표

면 부착형 압전소자를 사용한 양생 강도 추정법은 콘크

리트의 표면이 경화되는 시간과 콘크리트 표면과 압전

소자의 부착 시간 등의 이유로 최초 측정이 3 일차 양생

이 지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다.
8-10) 
이러한, 기존 연구

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배합물 내부에 직접

적으로 압전 소자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8)
 

Table 1과 같은 압전 소자를 신호 입출력을 위한 도선

과 모듈화하고 외부 충격과 양생할 때의 변화나 내부 골

재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와 가장 비슷한 성

질을 지닌 모르타르로 케이싱을 하였으며, 양생되지 않

은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특성상 센서 주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수분으로부터 압전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

코팅을 실행하여 소정의 특성 저하 및 망실을 예방한 Fig. 1

과 같은 구조의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할 수 있는 지능

형 센서를 제작하였으며, 그 실제 제작된 모습은 Fig. 2와

같다.
8)

2.2 유도 초음파 기반 콘크리트 강도 모니터링 기법

콘크리트 강도 모니터링 기술의 기본 원리는 유도초음

파로 물리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인데, 매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음파의 전달 시간 및 그 크기가 달라지는

유도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이는 구조물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탄성계수가 양생 초기부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은 임베디드 자율 감지형 센

서 및 계측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11)

 자율 감지형 계측 시

스템은 임베디드 센서로 가진 신호(tone-burst 신호)를 입

력하게 되면 구조물이 가진되고, 그 응답을 바로 임베디

드 센서로 측정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센서를 통해 가진

 
Table 1 Material specifications of PZT sensor

Size (mm) 20 × 20

Thinkness (mm) 0.15

Piezo electric charge constant (d31) (m/V) −190 × 10
−12

Elastic modulus (Y
E

1) (N/m
2
) 6.6 × 1010

Curie temperature (
o
C) 350

Capacitance (nF) 33

Fig. 1 Diagram of smart sensor

Fig. 2 Embedded smart sensor-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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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출을 동시에 함으로 사용되는 센서의 수량을 줄여

계측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어 현장 적용

을 높일 수 있다.

측정되는 신호는 많은 잡음이 포함하게 되는데, 신호

대 잡음비의 개선을 위하여 신호 계측 후 대역통과필터

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더욱 정확한 신

호 분석을 위하여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orm)을 사

용하였다.

(1)

연속 웨이블렛 변환 함수(Wf (u,s), 식 (1))는 하나의

mother wavelet( , 식 (2))을 위상(u)과 진폭(s)을 변화시

켜 측정 신호와의 상관도를 도출하고 mother wavelet과

유사하지 않은 잡음은 제거한다.
12)

해당 연구에서는 mother wavelet으로 식 (3)과 Fig. 4에

서 나타낸 Morlet wavelet을 사용하였다.
8)

(3)

여기서, A는 진폭이며, ω는 주파수, p는 첨두점의 개수이다.

하나의 센서로 가진과 계측을 하는 이 기법의 특성상

계측 초기의 반사파는 입력 신호가 유입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입력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파형에서 중 첫 번

째 웨이브 그룹의 유도초음파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유

도초음파 전달 시간(time of flight, TOF)을 Fig. 5와같이

측정하였다.
8) 
측정된 각각의 유도초음파 전달 신호는 시

간이 지날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2 일차의 신호는 28일

의 신호에 비하여 약 3 µs 정도 전달 시간이 빨라졌다.

유도초음파의 전달 시간의 양상을 Fig. 5의 확대된 그

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모든 위치에서 초기 재령인 2일

과 3일, 7일은 각각 약 1 µs의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

으며, 그 후 양생이 진행될수록 그 변화폭이 줄어들고 있

으며, 유도초음파의 도달 시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

모습은 콘크리트의 양생할 때 이루어지는 강도 변화 추

세와 매우 닮았다. 재령 초기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비약

적으로 증가하며, 양생 약 7일 이후부터는 강도 발현이

Wf u s,( ) f t( ) 1

s
------ψ u s,

*
t( ) td

∞–

 ∞

∫=

ψ u s,

*
t( ) 1

s
------ψ 

t u–

s
----------⎝ ⎠

⎛ ⎞=

ψ u s,

*

x t( ) A
ω t

p
------⎝ ⎠

⎛ ⎞ 21

2
---–

⎩ ⎭
⎨ ⎬
⎧ ⎫

ω t( )cos×exp×=

Fig. 3 Scheme of self-sensing based guided-wave measurement

Fig. 4 Morlet wavelet signal Fig. 5 Guided-wave variation according to the curing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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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이루어진다. 즉, 양생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

의 강도가 증가하고, 그 증가량에 따라 유도초음파의 전

달 시간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각 양생 일자에 측정한 공시체들

의 압축 강도와 유도초음파 도달 시간의 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고, 콘크리트 강도와 유도초음파 도달 시간이 근

소한 오차로 선형 상관관계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계산된 선형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강도와 유도초음파

전달 시간과의 식 (3)을 추론하였다. 여기서 S는 콘크리

트의 강도(MPa)이며, tf는 유도초음파의 전달시간(㎲)이다.

해당 식을 통하여 유도초음파의 전달 시간을 측정함으로

써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8)

(3)

3. QR 코드를 활용한 콘크리트 강도

라벨링 기술 개발

3.1 QR 코드의 제작

QR 코드는 D사가 개발한 2차원의 바코드의 일종으로

1994년 발표되었다. 기존의 1차원 코드(바코드)는 빠른 인

식 속도와 정확성, 쉬운 조작성 등의 특징으로 널리 보급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릿수를

늘리거나 여러 바코드를 나열하는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표시면적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복잡한 독해작

업을 수반하게 되고, 인쇄비용도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다.

2차원 코드는 Fig. 7에서 보이듯이 가로, 세로 두 방향

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기록할 수 있는 정보 밀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1차원 코드를 대체하는 기술로 떠오르게 되었고, 지

난 2007년 10월에는 KS(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로 제정되었다.
13) 
현재 2차원 바코드는 휴대전화

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기기에서 영상처리

기법으로 인식이 가능해지며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곧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RFID 적용의 과

도기적인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그 이유는 처리 구조가

RFID와 유사하고, 높은 저장성과 고속 해독력, 쉬운 암

호화, 오류 복원 기능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각종 기업에서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사

용되고 있으며, 관광과 교육, 제조, 물류, 유통,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여러모로 적용되고 있다.

Fig. 8은 이 연구에서 제작한 QR 코드 중 한 가지로, 연

구를 위해 해당 콘크리트에 라벨링 하였다. QR 코드는 한

번 작성되면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내장된 데이터를 변

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드에는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

트 공시체의 기본적인 배합정보와 웹서버로의 접근을 위

한 콘크리트의 고유번호가 들어 있다. 

이 고유 번호를 통해 사용자들은 각자 소유한 휴대용

기기를 활용하면 별도의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기 구축

된 데이터베이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당 코드는

한국산업규격을 따라 제작되어 휴대용 기기에서 제공되

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각 프로

그램과 각 기기의 성능에 따라 해석 속도는 다를 수 있다.

3.2 콘크리트 강도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측정된 콘크리트의 배합정보와 강도 이력을 수집하여

공유와 등록 및 수정, 업데이트, 표준화, 보안성 등 관리

와 사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다. Fig. 9

는 이 연구에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이다.

‘기본 데이터’ 테이블은 각 배합설계된 콘크리트의 기

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로 설계한 압축강도와

콘크리트, 물 등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측정 데이

터’ 테이블은 스마트 센서로 측정되는 실시간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한 테이블로 측정 일과 측정값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측정 데이터’ 테이블과 ‘기본 데이터’ 테이블은 고

유 번호로 상호참조 하도록 설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

는 측정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테이블이 의미하는 내용은 Table 2에

S 5.6tf– 942.1+=

Fig. 6 Relationship between TOF and concrete strength

Fig. 7 Comparison of QR code and barcode

Fig. 8 A QR code for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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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강도측정 시스템은 측정한 값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

램의 통신은 ‘측정 데이터’테이블의 각 필드의 순서를 기

준으로 탭(tab)을 구분자로 한 문자열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다음 텍스트의 의미를 보자면 “13 01 03”은

3번 시편의 1번 센서에서 측정한 강도의 값이 13 MPa이

다. 이때, ID와 날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자동

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 

3.3 QR 코드 기반 콘크리트 강도 라벨링 기술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Fig. 9와 같이 콘크리트의 정

보를 측정하는 센서와 콘크리트 강도 측정(DAQ, data

acquisition) 시스템과 각 콘크리트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웹서버, 그리고 현장에서 더욱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는 QR 코드로 구성된다.

Fig. 10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 QR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완성된 QR 코드를 콘크리트에 부착하는 한편, 스마

트 센서를 매설하고 콘크리트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치하게 된다. 이때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율 감지형

유도초음파 기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정보를 고유번호를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

자는 휴대용 기기로 콘크리트에 라벨링 되어 있는 QR

코드를 통해 빠르게 정확하게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Fig. 11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

당 코드를 인식한 모습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오른쪽 그

Fig. 9 Database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Table 2 Description of the database structure

Table

name

Column

name
Description

Basic

data

ID Identification number

CS Compressive strength

C Concrete

W Water

S Sand

G Gravel

AD Admixture

AE Air-entrained

Sensing 

data

ID Identification number

Date Measuring date

Value Measuring value

Number Sensor number

P_ID Linked identification number of basic data

Fig. 10 Diagram for QR code-based concrete strength labelling

technique

Fig. 11 The information on QR code and integration to web

pages

Fig. 12 The actual web page of the web server (http://ssdl.skku.

edu/xe/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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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 같이 강도 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PC로도 실제 운영 중인

웹서버(http://ssdl.skku.edu/xe/concrete/)에 접속하여 가능하

며, PC는 물론 휴대용 기기에도 최적화된 페이지로 구성

하였다. Fig. 12는 PC를 통해 얻어진 웹서버 페이지를 보

여주고 있는데, 해당 콘크리트에서 임베디드 자율 감지

형 센서를 통해 상시 계측되는 강도 이력 곡선을 포함한

콘크리트 품질관련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음이 확인된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간단히 콘크리트 생애

주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함으로

써 콘크리트 강도 이력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건설 시공관리기술을 제

안하였다. 이때 모바일 기기 비롯한 다양한 기기에서 쉽

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구축하였고, 모바일용과

PC용 웹 페이지를 각각 구성하였다. 또한, 강도 이력 정

보를 논리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기술은 응용 분야가 다양하며 사

용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건설 시공 현장에서 널리 사

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연구에서 시스템에 필요한

관련 DB를 추가로 구축하고, 사회기반시설물 주요 지점

에 다양한 스마트 센서를 내장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뿐만

이 아니라 탄소 배출과 중성화 등의 정보를 포함한 콘크

리트 생애주기 품질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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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적으로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 구조물의 건설 시 보다 정밀한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이 요구

된다. 그 중 콘크리트의 강도는 대표적인 품질관리 변수 중 하나로, 정확한 강도 값의 측정 및 이력관리는 건설 프로세

스에서의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유

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건설시공기술로의 발전을 위해 최근 개발된 임베디드 자율 감지형 콘크리트 강도 모니터링 기

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QR(quick response)코드와 연동시키는 콘크리트 강도 라벨링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이력 DB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경제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콘크리트 생애주기 품질관리 시스템으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본다.

핵심용어 :임베디드 자율 감지, 콘크리트 강도, QR 코드, 강도 라벨링,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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