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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form-oil on steam-cured concrete surface condition. Based, viscosity(high, 
medium, low) and flash point(26oC, 70oC) of form oil were considered as test variables. The digital image process method was applied for the 
extraction of air-void area from concrete surface. Test result showed that oil-based form oil reduced air-void by approximately 46% compared 
to water-based form oil , and the higher the viscosity was, the smaller air-void rate was. In addition, it was conformed that flash point of form 
oil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surface condition of steam-cur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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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고층화 및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 및 관련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각종 

최신 공법의 등장으로 공기단축은 물론 원가절감에까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PC(Precast Concrete, 이하 PC)공
법은 공기단축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1). PC
는 콘크리트 양생 시 높은 온도와 증기를 가하는 증기양생

법으로 촉진양생을 일으켜 빠른 시간 내에 강도 발현을 일

으키기 때문에 대폭적인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기양생을 거친 PC 표면에 미관상 좋지 않은 원인불명의 
기포들이 다수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는 노동력

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표면 마감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으로 다짐과 거푸집에 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수성 및 유성 박리제, 거푸집 종류 및 슬럼프 

등을 변수로 콘크리트 표면의 광택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2). 모의 부재를 대상으로 거푸집, 박리제,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을 변수로 고려한 실험결과를 기초로 표면기포 

저감 방법을 제안하였다3). 알루미늄 거푸집의 표면코팅재 

종류와 박리제의 도포 유무 및 전용횟수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4).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콘크리트 표면품질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이에 고온과 증기를 가하여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PC 
공장에 이들의 연구결과만을 적용하여서는 만족할만한 콘

크리트 표면품질 관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박리제는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조되므로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하며,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박

리제의 종류를 실험변수로 설정하여 박리제에 따른 콘크리

트 표면품질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콘

크리트 표면 품질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분류기법을 채택하였다.

2. 영상분류의 기본개념

일반적으로 영상분류기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과정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분류기

법 중에서 SVM(Support Vector Machine, 이하 SVM)을 사용

하였으며, 수행과정은 전처리 과정, 영상분류 그리고 후처리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2.1. 히스토그램(histogram) 조정

일부 영상 내의 지역들의 작은 밝기값 차이는 유사한 

화소값을 가지는 개체들을 분리하는 데에 있어 오차로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내 화소들의 밝기값을 인위적

으로 조정하는 대비강조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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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hoto

⇓

Histogram adjustment(Linear stretch)

⇓

Image classification(Support vector machine)

⇓

Noise reduction(Median filtering)

Fig. 1. Flowchart of image classification.

그램을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서 간단한 방법인 선형 스트레치(linear stretch)를 사용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특정 지역안의 수

치는 가능한 전체 수치 범위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확장되며, 
전체 가용 범위로 나누어져 확장한다

6).

2.2. 영상분류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컴퓨

터 비전 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류기법인 SVM을 사

용하였다. 이는 구조적 위험 최소화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테스트 단계에서의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   ⋯∈ (1)

다차원의 공간상에서 학습 데이터가 식 (1)과 같이 나타

내어질 때,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초평면(hyperplane)
은 여러 개가 있지만, 최적의 초평면은 하나만 존재한다. 

최적의 초평면은 각 클래스 데이터 중에서 분리하는 초

평면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 할 수 있

어야 한다. 최적의 초평면은 식 (2)에 의해서 정의된다.

∙   (2)

여기서, 는 초평면 상의 한 점, 는 초평면에서의 법선

이며, b는 편향이다. 데이터가 선형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초평면은 식 (3)과 같이 정의내

릴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개의 초평면 상의 학습 데이터는 

support vector라 부른다5,7).


∙≥  (3)

2.3. 노이즈 제거

영상분류과정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작은 분

류지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이즈 제거 방법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값(median) 필터링 방법으로 노이즈를 제

거하였다. 이 방법은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사용함으로써 

영상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영상 

노이즈의 경과가 될 수 있는 고역 또는 저역의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지 않게 되며, 불규칙적인 노이즈에 대해서 

효과적이다6).

3. 실 험

3.1. 사용재료

실험체 제작을 위해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와 굵은골

재 최대치수 25 mm 쇄석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목표강

도는 27 MPa이며, Table 1에 사용된 배합표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박리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수성, 유성 박리

제를 사용하였다. 유성 박리제는 기화점에 따라 2종류, 점성

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2에 사용 박리제의 
개략적인 성분을 나타내었다.

Table 1. Concrete mixture design

Gmax
(mm)

Slump
(cm)

W/C
(%)

S/a
(%)

W
(kg)

C
(kg)

S
(kg)

G
(kg)

AD
(kg)

25 12 47 48 165 350 892 962 2.10

W: Water, C: Cement, S: Sand, G: Gravel, AD: Admixture

Table 2. Form-oil composition

Based Type Series Ph Flash point Viscosity

Water Naphthenic Mineral oil 7 70oC 1.201

Oil
Naphthenic Mineral oil 6~8 70oC

High 1.449

Medium 1.175

Low 1.044

Paraffin Mineral oil 10.3 26oC 1.192

3.2. 실험체 제작 및 실험변수

실험체 제작은 PC공장에서 진행하였으며, 길이 3500× 
550×300 mm의 실험체 제작과정은 Fig. 2와 같다. 먼저 거

푸집에 묻은 분진을 제거하고, 실험변수에 해당하는 박리

제를 분사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증기양생 방법으로 

실험체를 양생하였다. 증기양생은 타설 2시간 이후 진행

하였다. 온도상승은 20oC/h의 속도로 상승시켰으며, 최고 

(a) Dust removal (b) Form-oil coating

(c) Concrete casting (d) Steam curing
Fig. 2. Production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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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history of steam curing.

온도를 70oC이하로 약 4시간정도 온도를 유지하였다. 온
도를 서서히 낮추어 외기와 온도차가 거의 없을 때 양생을 

종료하였으며, 증기 양생 과정의 온도이력은 Fig. 3과 같다.
실험변수로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박리제의 성

질, 점성, 기화점이 고려되었다. 실험체명 FW-VM-FP70을 

예를 들어 실험변수를 설명하면, FW는 수성(FO: 유성), 
VM은 중점도(VH: 고점도, VL: 저점도), FP70는 기화온도 

70도(FP26: 기화온도 26도)를 의미한다.

3.3. 실험방법

Fig. 4와 같이 촬영 면적이 500 mm×700 mm인 직사각

형 사진틀을 실험체 표면에 부착하고, 실험체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가로 0.2 mm, 세로 

0.2 mm까지 인식이 가능한 1000만 화소 초정밀 카메라가 

사진촬영에 사용되었다. 촬영 위치는 Fig. 4와 같이 보의 

양측 단부 및 중앙 총 3개소이며, 동일 실험변수에 대해 3
개의 실험체에 대한 사진촬영이 실시되었다.

Table 3. Experimental variables

Specimens Form oil based Viscosity Flash point

FW-VM-FP70 Water-based Medium 70℃

FO-VH-FP70

Oil-based

High 70℃

FO-VM-FP70 Medium 70℃

FO-VL-FP70 Low 70℃

FO-VM-FP26 Medium 26℃

Fig. 4. Experimental setup.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실험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영상은 전처리과정을 통하여 콘크

(a) FO-VH-FP70

(b) FO-VM-FP70

(c) FO-VL-FP70 

(d) FO-VM-FP26
Fig. 5. Photographs of concre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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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영역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면기포 추출을 

위하여 상용 원격탐사 프로그램인 ENVI에 탑재된 SVM 
알고리즘를 이용하여 영상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후처리

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여 최종 결과 영상을 생성하였

다. Fig. 5는 대표 실험체에 대한 콘크리트 표면 사진이며, 
Fig. 6는 동일 사진에 대한 표면기포 추출 영상이다.

(a) FO-VH-FP70

(b) FO-VM-FP70

(c) FO-VL-FP70

(d) FO-VM-FP26
Fig. 6. Air-void extraction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Table 4. Results of air-void rate extraction 

Specimen Number of data Mean of air-void rate(%) Standard deviation

FW-VM-FP70 12 0.109 0.060

FO-VH-FP70 12 0.038 0.033

FO-VM-FP70 12 0.050 0.022

FO-VL-FP70 12 0.105 0.076

FO-VM-FP26 12 0.106 0.060

Table 4에 이미지 처리를 통해 도출된 각 실험체의 평

균 기포율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 (4)
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율을 정의하였다. 이때, 약 
0.2 mm2 이하의 면적을 갖는 기포들은 기표율 산정시 제

외하였다.



× (4)

여기서, AA는 기포의 화소(Pixel) 수, TA는 전체 영상의 화

소(Pixel) 수, AR는 기포율(%)이다.

4.2. 실험결과 분석

박리제 점도에 따른 기포발생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Fig. 
7(a)에 베이스는 유성으로 모두 동일하며, 점성이 서로 다

른 박리제를 사용한 실험체로부터 도출된 기포율을 박스-
수염도표 형식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증기양생 이후 콘

크리트 표면의 평균 기포율은 저점도, 중점도, 고점도 박

리제를 사용한 실험체에서 각각 0.105%, 0.050%, 0.038%로 
나타나 고점도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포발생을 억제하

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점도와 중

점도 박리제를 사용한 실험체의 표면상태가 저점도 박리

제를 사용한 시험체보다 일관된 상태를 나타냄을 Fig. 7(a)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b)에 동일한 점도의 수성 박리제와 유성 박리제를 

사용한 실험체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성 박리제의 

기포율은 0.109%이며, 유성 박리제는 0.050%로 수성 박리

제보다 유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포가 약 2배정도 적

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b)를 통해 수성 박

리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포율이 크게 변동하는 반면에 유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경우 변동폭이 크지 않아 일정한 표면 

상태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c)에 중점도의 유성 박리제로 기화점이 26oC, 70oC

로 서로 다른 박리제를 사용한 실험체의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기화점이 26oC와 70oC인 박리제의 기포율은 각각 0.106 
%, 0.050%로 기화점 26oC인 박리제의 기포율이 약 2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화점이 26oC인 박리제는 증기양생 

온도가 약 70oC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박리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양생 중 기화되어 기포 형성을 촉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생방법과 양생온

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콘

크리트 표면 품질관리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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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r-void rate according to form oil viscosity

(b) Air-void rate according to form oil based

(C) Air-void rate according to form flash point
Fig. 7. Test result.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박리제 사용한 증기 양생 

콘크리트의 표면 상태를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을 통해 비

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저점도, 중점도, 고점도의 박리제를 사용한 실험체의 기

포율은 각각 0.105%, 0.050%, 0.038%로 나타나 고점도 박리

제를 사용하는 것이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발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성 박리제의 기포율은 0.109%, 유성 박리제의 기포

율은 0.050%로 수성 박리제보다 유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포가 약 2배정도 적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화점이 26oC와 70oC인 박리제의 기포율은 각각 0.106 

%, 0.050%로 기화점 26oC인 박리제의 기포율이 약 2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화점이 26oC인 박리제는 증기양생 

온도가 약 70oC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박리제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양생 중 기화되어 기포 형성을 촉

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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