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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020년 여름철많은지역에서지속시간별로 100년 이상, 때

로는 500년 빈도를상회하는홍수를경험하면서하천유지관

리의중요성을다시한번체감하게되었다. 특히제방붕괴를

유발할만한 극심한 홍수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므로 평상시

에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최근 제방피해는월류와함께침투, 파이핑, 구조물 접합부

누수등의제체의구조적안정성문제로발생하며이전에축

조된 대부분의 제방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이상은 등, 2021).

이 연구는 ICT 기반제방관리역량강화를위해국내·외연

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기술을 도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광섬유 온도 분포 모니터링 기술

광섬유케이블은전기적인센서와달리광케이블자체로센

싱역할을하므로넓은범위의센싱이가능하고, 노이즈의영

향을 받지 않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섬유 센서는 레이저 펄스가 광섬유를 따라 빛이 전달될

때 역산란되는 Raman 반사파의 Stokes와 anti-Stokes 성분

의 산란조도의 비를 분석함으로써 온도를 측정하기 떄문에

분포개념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김중열 등, 2007).

3. 제방모형실험

제방모형의 단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내

수로의제원을참조하여둑마루폭 1 m, 사면경사 1:2, 제방고

0.8 m로 결정하였다. 파이핑 유도 방법은 김진만 등(2017)의

실험을 참조하여 제체 내부에 PVC 파이프를 삽입하여 인공

유로를 형성하였다.

모래와 점토를 함유한 제방재료를 사용하여 제방모형을 제

작하였으며, 바닥면에서 높이 0.2 m 간격으로 광섬유센서를

매설하여제체내실시간온도변화를측정하였다. 또한, 바닥

면에 2대의간극수압계를설치하여제체내실시간간극수압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영상분석을 활용한 제내지 측 붕괴 폭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1).

실험결과, 광섬유케이블을활용한온도분포및간극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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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천제방내부에누수가발생하게되면침투수에의해흙의입자가이동하게되면서파이프처럼제체내공동이발생하
게되는데이러한제방파괴유형을파이핑(piping) 현상이라한다. 파이핑은제체내토사의유동을발생시켜간극수압
의변화를야기시키며, 제방누수의원인이되어점진적으로제방을붕괴시킨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광섬유및간극수
압센서를활용한제방모형실험을수행하여파이핑으로인한국부적인손상을실시간모니터링및분석하였다. 광섬유
온도 분포 센싱을 통한 제체 내부 현상을 분석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극수압 센싱을 추가 적용한
실험연구로써 실시간 계측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체 내부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과 위치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방붕괴 예측 및 사전 조치가 가능한 제방 모니터링 결과는 하천 제방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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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정보를비교 · 분석하여제체내부침식시점, 물리적변

화등파이핑붕괴이전의이상감지모니터링이가능한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1] 제체 내 광섬유 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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