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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건설구조물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재료인 레미콘의 수분 감소율에 따른 압축강도 감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물,시멘트비(W/C)로 생산된 레미콘은 현장타설시까지 교통환경으로 인한 

도착시간 지연 및 강우, 강설 등 외부적인 요건으로 감수율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가 저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장 타설 

전 콘크리트 시료의 함수율을 측정하여 감수율이 발생한 제품 발견시, 실시간으로 Operator로 GCM 기반의 

Push Alarm을 전송하여 감수율이 반영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시스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구조물 안정

성 확보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감수율(Water Reduction Ratio), Real-time Push Alarm, 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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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첨단 이슈들로 인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

고 있다. 그러나 비트세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 받침할 현실세계인 

아톰세계는 아직도 많은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의 구조물 붕괴 

사고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가장 큰 요소인 콘크리트 강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나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레미콘의 감수율을 들 수 있다[1][2]. 이러한 감수율의 변화를 체크하

여 실시간으로 오퍼레이터에게 전송해 레미콘의 물 시멘트 비를 

조정한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교통체증, 대기온도, 강우 및 강설에 

따른 함수율의 감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콘크리트 

붕괴사고의 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예상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물시멘트비(W/C), 감수율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는 W/C가 작을수록 초기강도

가 크게 발현한다[3]. 또한, 동일한 W/C조건 하에서는 감수율에 

따라 20%까지 콘크리트 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었다[2][4].

이는 Operator에서 최적의 강도를 구현하도록 W/C를 설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출하된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타설되기 전까지 감수율

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이 확보되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온도의 고온이나 저온 시, 강우 

강설 시는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여야하고, 출하 후 1.5시간 이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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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CM(Google Cloude Messaging)

다음의 그림. 1은 GCM 푸쉬 서비스의 프로세스이다[5]. GCM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별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API를 통해 구글 서버를 이용하

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6]. 이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도 구글 서버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코자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에 적용코자한다.

Fig. 1. GCM Service Process

1.3 기존 시스템

다음의 그림. 2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첫째, Operator에서 W/C비를 설계하고,

둘째, W/C에 근거하여 Batch Plant에서 레미콘을 생산한다. 

셋째, 혼합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믹서차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 

도착시킨다. 

넷째, 콘크리트 시료를 Sampling하고 슬럼트 등 품질을 테스트한다. 

다섯째, Sampling한 시료를 일정기간 타설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생을 거쳐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는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Existing System

III. The Proposed Scheme

1.1 제안시스템

기존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도착시간 지연이나 

강우 강설로 인한 환경은 콘크리트 강도의 저하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콘크리트 타설 전 Sampling시 습도센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함수율을 측정하여 이를 적정 함수율과 비교하는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GCM기반의 Push Alarm을 Operator에 

전달하여 W/C가 조정된 콘크리를 재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3은 제안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제안시스템은 Sampling과 Quality Test사이에 시료의 감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감수율이 발생한 제품을 확인한

다. 확인된 메시지는 구글의 GCM기반의 Push Alarm을 이용하여 

Operator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구성하였다. 전송된 메시지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Operator에서 감수율을 반영한 제품을 재설계하여 

출하한다.

Fig. 3. Suggesting System

다음의 표. 1은 Sampling된 시료의 함수율을 확인하여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으로, 허용 함수율과 Sampling된 시료의 함수율

을 비교하여 감수율이 발생하면 예외를 발생시켜 Operator에 전달할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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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sm.GRR(GetRedutcionRatio) 

START

SW = STATIC FLOAT W/C Ratio

NW = IMPORT NEW WaterReducingRatio

IF(SW == NW)

    RETURN YES

IF ELSE

    TRY

       THROWE IF(SW > NW)

    CATCH

       RETURN PRINT(“DECREASE NW RATIO”)

ELSE

    TRY

       THROWE IF(SW < NW)

    CATCH

       RETURN PRINT(“INECREASE NW RATIO”)

END         

Table 1. System Algorism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건설구조물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재료인 레미콘을 감소율에 따른 압축강도 감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현장 타설 전 콘크리트 시료의 함수율을 측정하여 감수율이 발생한 

제품 발생 시 실시간으로 Operator로 GCM 기반의 Push Alarm을 

전송하여 감수율이 반영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시스템 전체를 구현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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