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1. 서 론

백화(Efflorescence)는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가

용성 성분이 물에 용해되어 운반된 후 표면에 침전되

어 나타나는 백색의 물질을 말하며, 균열, 박락, 골재 

분리와 더불어 콘크리트 열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이다. 백화는 단기적으로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성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백화는 발생 과정에서 콘

크리트 내부의 알칼리성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성

화 정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켜 구조적인 성능 저하를 가져온

다. 또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을 통해 침투한 수분에 의

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균열 발생 여부를 판단

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와 같이 백화는 발생 과정

에서 기인하는 특징들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

요한 손상 지표로서 교량 및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준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1).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백화의 탐지 및 정

량화는 주로 육안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백화는 일

반적으로 백색에 가까운 색상을 띄며, 콘크리트 표면 

위로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시각

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안검사

는 검사자의 전문 지식과 주관적인 결정에 의존할 뿐

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발생할 경우 검사 자

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검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영상장치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방법들은 

주로 영상의 밝기를 기반으로 정량화를 시도하였기 때

문에 백화가 옅게 형성된 경우나 비교적 밝은 콘크리

트 표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된 백화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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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Korea, the guideline for the bridge safety inspection requests to assess surface degradation, including crack, efflorescence, 
spalling, and so on, for the rating of concrete bridges. Currently, the assessment of efflorescence is performed based on the visual inspection of 
expertized engineers, which may result in subjective inspection result. In this study, a novel method using a hyperspectral camera is proposed 
for objective and accurate assessment of concrete efflorescence. The hyperspectral camera acquires the light intensity for a number of 
continuous spectral bands of light for each pixel in an image, which makes the hyperspectral imaging technique provides more detailed 
information than a color camera that collects intensity for only three bands corresponding to RGB (red, green, and blue) colors. A stepwise 
assessment algorithm is proposed based on the spectral features to decompose efflorescence area from the inspected concrete area. The 
algorithm is tested in the laboratory test using two concrete specimens, one of which is dark colored with efflorescence on a surface while the 
other is bright concrete without efflorescence. The test shows high accurac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efflorescence assessment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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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ing)은 효과적인 비파

괴, 비접촉 감지 기술 중 하나로 기존 육안검사를 객관

화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분광 영상은 

빛의 파장 대역을 다수의 채널로 나누어 물질이 가지

는 고유한 스펙트럼 형상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초

분광 영상은 주로, 농업, 환경, 광물학 등에 활용되어왔

으며, 최근에는 일부 토목구조물의 평가에 활용된 바 

있다. Lee 등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3). Vaghefi 

등은 다수의 교량에서 다양한 안전진단 기술 분석을 

통하여, 초분광 영상 기술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

반적인 화학성분 침출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

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백화 탐지에 초점을 맞춘 

정량적인 초분광 카메라 활용 방법은 Vaghefi 등의 연

구에 제시되지 않았다4). Baseley 등은 건물 관리를 위

해 건물 벽면의 오염을 탐지하기 위하여 초분광 영상

을 이용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백

화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백화와 콘크리트의 분광 

스펙트럼을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각각

의 스펙트럼의 특징(Feature)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

면의 백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초분광 영상을 획득하

기 위해서 가시광선영역과 근적외선영역을 함께 촬영

하는 VNIR(Visible and Near Infra-Red) 초분광 카메라

를 이용하는데, 이 카메라는 1.31 nm의 스펙트럼 분해

능으로 420 nm ~ 950 nm의 파장 대역에 대한 분광 프

로파일을 수집한다. VNIR 영역에서 충분한 해상도로 

초분광 스펙트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주요 스펙트럼 특징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420 ~ 950 nm 사이의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VNIR) 영역에서 백화 및 무손상 콘크리트 표면의 초

분광 영상을 획득한다.

(b) 스펙트럼 프로파일에서 발견된 특징을 기반으로 

무손상 콘크리트 표면과 백화를 구별하기 위한 경험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c) 두 개의 콘크리트 시편을 이용하여 실내 실험에

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검증한다. 콘크리트 시편 중 하

나는 어두운 색 표면 위에 백화가 발생했으며, 다른 하

나는 오염이 없이 깨끗하고 비교적 밝은 회색의 표면

을 가지고 있다. 

2. 초분광 영상 

초분광 영상의 목표는 영상 내의 각 픽셀이 가지는 

스펙트럼 특징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특정 물체를 식별

하거나 특정 화학 물질을 검출하는 것이다. 일반 RGB 

카메라가 단순히 3개의 색상 채널(Red, Green, Blue)로 

영상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초분광 영상은 사용자가 

원하는 파장 대역을 수십에서 수백 개로 나누어 각 대

역의 분광 광도(Luminous Intensity)를 수집한다. 영상 

내에 고정된 반사율을 가지는 물체(99% 바륨 반사판 

등)를 배치하고, 그 물체가 영상에서 가지는 광도를 기

준점으로 전체 영상을 정규화 하여 반사율을 얻은 후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분광 카메라(PS-VNIR, Specim, 

Spectral Imaging Ltd., Finland)는 푸쉬 브룸 스캐닝을 사

용하여 분광 광도를 수집한다. 푸쉬 브룸 스캐닝은 초

분광 영상 촬영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라인 스캐닝(Line Scanning)

을 통하여 피사체가 반사하는 빛을 촬영한다. 그 후 분

광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빛을 일정 간격의 스펙트럼 대

역으로 분할한다. 하나의 라인에서 분할된 스펙트럼 데

이터는 2차원의 초점면 배열(Focal Plane Array)의 형태

로 저장되는데, 이 때 초점면 배열의 한 쪽 축은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한 쪽 축은 분광 정보를 저장한

다. 영상을 구성하는 각 라인에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

여 다수의 2차원 초점면 배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3차원 데이터 큐브(Data Cube)의 형태로 저

장한다(Fig. 1)6).

각 화학 분자는 고유한 스펙트럼 형태를 가지고 있

으며 가시광선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형태에 따라 

Fig. 1. Optical chain of a common pushbroom imaging spectrometer 
(redrawn fr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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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나타내는 색상이 달라진다. 초분광 영상은 이

러한 고유한 스펙트럼 형태를 분석하는 비접촉, 비파

괴 장비로써 공학 분야 뿐 아니라 천문학, 농업, 생물, 

의학, 지구과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활

용되고 있다7,8,9).

3.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콘크리트 백화의 평가

3.1. 콘크리트 백화

백화(Efflorescence)는 콘크리트 제품의 표면 또는 표

면 근처에 형성되는 결정성 퇴적염(탄산염, 황산염, 염

화물)이며, 일반적으로 백색을 띈다. 백화는 보통 시멘

트 성분 중 칼슘, 나트륨 및 칼륨의 탄산염으로 이루어

지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백화의 형성 과정에서 알칼리

성을 잃게 된다10). 백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1), (2)와 같으며, 최종적으로는 탄

산칼슘(CaCO3)이 백화의 주성분이 됨을 알 수 있다.

CO2 + H2O → H2CO3 (1)

Ca(OH)2 + H2CO3 → CaCO3 + 2H2O (2)

3.2. 무손상 콘크리트와 백화의 초분광 스펙트럼 특성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낮은 반사율

(Reflectance)과 백화가 보이는 높은 반사율은 백화를 

검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펙트럼 특징 중 하나이다. 

실내에서 진행한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의 스펙트럼 반

사율은 420 nm ~ 950 nm 대역에서 35% 미만이며 백화

는 동일한 대역에서 40%에서 70%까지 다양한 범위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Arita 등도 그들

의 연구에서 일반 콘크리트가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40%의 반사율을 가지지만 콘

크리트 백화의 화학 성분(예: CaCO3)은 동일한 대역에

서 평균적으로 90% 내외의 높은 스펙트럼 반사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11). 그러나 밝은 회색 표면을 

가지는 일부 콘크리트 표면이 백화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스펙트럼 반사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

럼 반사율만을 이용하여 백화를 검출하는 방법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스펙트럼의 기울기 변화

량을 이용하여 무손상 콘크리트와 백화를 구별하는 방법

을 검토하였다. Fig. 2에서 보듯, Arita 등은 백화의 주요 

성분인 CaCO3의 스펙트럼은 550 nm 대역 부근에서 완만

한 기울기의 변화를 가지지만, 콘크리트의 스펙트럼은 

그 대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짐을 보인 바 있다11). 

(a) CaCO3 

(b) Normal concrete 

Fig. 2. Spectra of CaCO3 and normal concrete (redrawn from
11)).

실내 실험을 통하여 스펙트럼의 기울기 변화를 검토한 

결과, 백화와 정상 콘크리트의 스펙트럼이 550 nm 부

근에서 보이는 기울기 변화의 경향성은 Arita 등이 보

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스펙트럼의 기울

기 변화가 RGB 영상의 밝기 값을 기준으로 백화를 탐

지하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콘크리트 백화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제안

이 연구에서는 반사율과 기울기 변화량 임계값을 함

께 사용한 실험적 콘크리트 백화 탐지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Fig. 3은 스펙트럼 반사율과 기울기 변화량

을 이용하여 백화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초분광

영상을 획득하고(Step 1), 각 픽셀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반사율을 얻어낸다(Step 2). 이후 백화일 가능성이 낮

은 부분(어두운 콘크리트부, 균열 등의 빈 공간)을 반

사율의 임계값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제거한다(Step 

3). 이후에 600 nm 대역에서의 기울기 변화량을 기준

으로 밝은 콘크리트 부를 찾아내어 제거한 뒤(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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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proposed stepwise algorithm.

중앙값 필터(Median filter)를 이용하여 작은 노이즈 픽

셀을 제거하면(Step 5), 최종적으로 백화가 발생한 픽

셀을 획득할 수 있다.

4. 실내 실험

4.1. 실험 준비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4 

(a)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8 mm인 두 개의 정육면체 

콘크리트 시편과 초분광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내실험

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콘크리트 시편은 어두운 회색

을 띠며 표면 한 쪽에 백화가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시편은 밝은 회색으로 백화 등 오염 물질이 없는 깨끗

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밝은 콘크리트 

시편의 경우 백화와 비슷한 높은 반사율을 가지기 때

문에 백화를 탐지하기 위한 주요 특징으로 스펙트럼 

기울기 변화량의 유효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a) (b)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hyperspectral analysis of concrete 
and efflorescence: (a) concrete specimens and a reflector, and 

(b) a hyperspectral camera and halogen lamp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분광 카메라는 Fig. 4(b)에서 

볼 수 있듯이 초점 렌즈가 장착된 초분광 카메라를 

(PS-VNIR, Specim, Spectral Imaging Ltd., Finland) 시편

에서 약 80 cm 떨어진 곳에 위치시켰으며 초분광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ENVI(Harris Corporation, FL, 

USA)가 설치된 PC에서 초분광 영상을 획득했다. 광원

으로 2개의 650 W 할로겐램프를 설치하였으며, 99%의 

황산바륨 반사판을 광원 조건을 보정의 기준점으로 사

용하기 위해 시편 옆에 배치하였다.

4.2. 실험적 초분광 스펙트럼 분석

초분광 영상을 얻은 후, Fig. 5와 같이 특징이 다른 

네 종류의 표면에서 (진하게 형성된 백화, 연하게 형성

된 백화, 밝은 콘크리트 표면과 어두운 콘크리트 표면) 

각각 5개의 픽셀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초분광 스펙트

럼을 추출했다. 백화의 반사율은 형성된 밀집도 혹은 

두께에 따라 30%에서 75%까지 다양하며 밀도가 높은 

백화가 반사율이 더 높은 반사율을 보이는 것을 관찰

했다(Fig. 6(a), 6(b)). 일반적인 경우 백화가 콘크리트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펙트럼 반사율을 가지지만 밝은 

색 콘크리트의 경우는 백화와 유사한 40%에서 60%의 

높은 스펙트럼 반사율을 가진다(Fig. 6(b), 6(c)). 그러나 

콘크리트 시편의 스펙트럼 기울기의 변화는 약 550 nm 

부근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며 변화가 거의 없는 백

화의 스펙트럼과 대비를 이루었다(Fig. 6(c), 6(d)). 따라

서 스펙트럼 반사율과 550 nm 부근의 기울기 변화를 

함께 사용하면 주변의 콘크리트 표면의 밝기에 관계없

이 백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백화의 평가

제안된 알고리즘을 콘크리트 시편의 초분광 스펙트

럼 영상에 적용하여 백화 분포를 평가하였다. 먼저, 두 

(a) (b)

(c) (d)

Fig. 5. Pixel locations where hyperspectral profiles are extracted: 
(a) thick-layered efflorescence, (b) thin-layered efflorescence, 

(c) bright concrete, and (d) dark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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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perspectral profile extracted from each portion of 
concrete specimen from: (a) thick-layered efflorescence, b) 

thin-layered efflorescence, (c) bright concrete, and (d) dark 

concrete.

콘크리트 시편 사이의 빈 공간과 어두운 색상의 콘크

리트 표면을 스펙트럼 반사율 임계값을 사용하여 제거

하였다(Fig. 3의 Step 3). 다음으로 스펙트럼 기울기 변

화량 임계값을 적용하여 밝은 콘크리트를 제거하였다

(Fig. 3의 Step 4). 마지막으로 백화 검출 후 영상에 남

아 있는 노이즈는 미디안 필터(Median Filter)를 사용하

여 제거하였다(Fig. 3의 Step 5).

Fig. 7은 제안된 기법을 통해 추출한 백화와 일반 영

상에서 RGB 채널의 밝기를 기준으로 추출한 백화를 비

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7(a)은 원본 RGB 영상이며, 

이 영상에서 RGB 3개 채널의 평균 밝기값이 120 이상

인 픽셀을 추출하여 Fig. 7(b)와 같이 표시하였다. Fig. 

7(b)의 결과에서 밝은 콘크리트와 백화는 유사한 밝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RGB 채널의 평균 밝기 

값을 사용하여 구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Fig. 7(c)의 결

과와 같이 밝은 콘크리트 부분을 수동적으로 제거하여 

백화만을 구분하였다. Fig. 7(d)는 제안된 기법을 통해 

획득한 백화로, 오른쪽의 밝은 콘크리트 부는 기울기 

특징을 활용하여 제거되고 오로지 왼쪽 콘크리트 시편

의 백화만이 성공적으로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평가 결과를 시각적으로 백화를 탐지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Fig. 7(c)에서 백화로 간주되는 면적은 전체 영상

의 20.54%로 계산되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발견 

된 백화의 면적은 전체 영상의 19.45%였다. Fig. 7(c)와 

Fig. 7(d)를 비교할 때,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백화 평가 

결과는 시각적인 백화 탐지 결과와 5% 내외의 오차율로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분광 영상 기반 백화 탐지 알고리즘이 육안 검

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Original image

(b) Assessment image using reflectance threshold

(c) Efflorescence from original image

(d) Assessment image by proposed algorithm

Fig. 7. Assessment result by proposed algorithm compared to 
origi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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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콘크리트 백화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문헌 연구와 실내 실험을 통

해 얻은 백화와 무손상 콘크리트의 초분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손상 콘크리트 표면 위에서 백화

를 탐지하기 위한 두 가지 스펙트럼 특징(반사율과 기

울기 변화량)을 결정했다. 두 가지 특징에 기초하여, 

백화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제안

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2개의 콘크리트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초분광 스펙트럼의 반사율과 550 nm 부근의 기

울기 변화량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밝기가 다른 시편을 

이용한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백화를 탐지하였다.

(2)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백화 탐지 결과는 시

각적으로 백화를 관찰한 것과 비교했을 때 5% 오차 이

내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3) 콘크리트 표면의 반사율이 높은 경우 RGB 영상

의 밝기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백화를 탐지하는 방

법은 한계가 있다. 

(4) 한국의 교량 안전성 검사 지침에서 백화 면적비

가 교량의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상태평가 요소임을 

감안할 때, 실무에서 초분광 영상이 육안검사를 대신

한 정량적인 백화를 탐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 시중의 초분광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에 비해 

휴대가 불편하며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

르러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

지만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 가능한 저가의 초분광 카

메라가 기술적으로 구현이 된 상태이며 머지않은 미래

에 시중에 출시 될 예정이다12). 소형화된 저가의 초분

광 카메라가 수년 내에 보급된다면, 현장에서 육안검

사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파괴, 비접촉 영상 

장비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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