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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매립 CFRP 시트를 활용한 RC 슬래브의 구조적 거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김재환*ㆍ정규산**ㆍ김병철***ㆍ김건수****ㆍ박기태*****

Kim, Jaehwan*, Jung, Kyu-San**, Kim, Byeong-Cheol***, Kim, Kun-Soo****, Park, Ki-Tae*****

Monitoring the Structural Behavior of Reinforced RC Slabs Using 

Optical Fiber-embedded CFRP Sheets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4-point flexural tests of reinforced concrete to which was attached a distributed optical fiber sheet and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 sheets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 of the CFRP sheets and the applicability of a BOTDR sensor 

simultaneously. To evaluate the reinforcing effect, various degrees of CFRP sheet attachment were manufactured, and to evaluate 

the sensing ability, strains obtained from a BOTDR sensor were compared with strains measured from electric resistance strain 

gauges that were attached to the concrete surface. From the results, the reinforcing effects were evide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ttachment type of the CFRP shee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influencing factor on the reinforcing effect was the type of 

attachment rather than the attachment area.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behavior was visualized with strains measured from 

the BOTDR sensor as load increased, and it was identified that load was concentrated in the CFRP reinforced area. Strains from the 

BOTDR sensor were similar to those from the electric resistance strain gauge; thereby a BOTDR sensor can be effective in the analysis 

of structural behaviorsof massive infrastructure. Finally, the strain from a BOTDR sensor was high where CFRP sheet fall-off occurs, 

and it would therefore be efficient to track local damage locations of CFRP sheets by utilizing a BOTDR sensor.

Key words : Reinforced concrete, BOTDR sensor, CFRP sheet, Strain, Optical fibe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광섬유 시트와 탄소섬유 시트를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여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물의 보강 효과 및 BOTDR 센

서를 활용한 상태 평가를 4점 휨 실험을 통해 수행하였다. 부착 정도에 따른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소섬유 시트의 부착 형태를 다양하

게 제작하였으며, BOTDR 센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체에 다수의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BOTDR 센서의 변형률

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CFRP시트 부착 정도에 따른 보강 효과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부착 면적보다는 부착 형

태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OTDR 센서로부터 계측된 변형률로부터 하중 증가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실험체의 구조적 거동을 

시각화 할 수 있었으며, CFRP 보강 부위에서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OTDR 센서에서 계측된 변형률이 전기저항식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변형률과 유사하게 계측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형 토목 구조물의 전체적 거동을 분석하는데 BOTDR 센서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부적 변형률을 측정하는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로 계측을 하면 계측 오차는 상당할 수 있는 반면에, 분포형으

로 측정되는 BOTDR 센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CFRP 시트 탈락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계측 

BOTDR 센서 변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활용하면 CFRP 시트의 국부적 손상 위치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어 : 철근 콘크리트, BOTDR 센서, CFRP 시트, 변형률, 광섬유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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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는 토목구조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로 

구조적 성능 및 내구성에 뛰어나지만, 다양한 열화 환경과 사용 

하중에 의한 손상은 불가피하다. 국내․외적으로 토목구조물의 노후

화의 진행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구조물 점검 방법으로는 

육안 조사에 의한 구조물의 결함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

의 상태를 평가한다. 하지만 기존의 점검 방법은 노동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에 점검자의 주관성이 반영될 수도 있어,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물 안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시스템이 토목구조물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센서

의 대부분은 측정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의 토목구조물에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가 필요하

다. 게다가 다수의 센서로 부터 계측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Sun et al., 2020). 

한편, 철근콘크리트의 손상은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한 보강 방법이 개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탄소섬유(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 시트는 시공

성이 좋고, 인장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선호되는 보강 방법 

중 하나이다. 철근콘크리트의 보강재로써 CFRP 연구는 주로 CFRP 

보강재 적용에 따른 파괴 모드 평가, CFRP 보강 수준에 따른 

파괴 시점, 그리고 CFRP 부착 정도에 따른 구조 거동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Frhaan et al., 2021; Kim et al., 2020; 

Lim, 2013; Shim et al., 2020). 시공된 CFRP 보강재는 콘크리트 

부재와 일체화될 경우 높은 보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공용 

중 구조물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CFRP 보강재가 콘크리트 

부재로부터 갑작스러운 탈락이 발생되어 보강 효과는 미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Kim and Kim, 2012). 그리고 CFPR 보강재 

탈락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방법은 인력에 의한 육안 조사에 의존하

고 있어 정확한 보강재의 시공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조물의 상태 및 결함을 판단하

기 위한 센서의 연구와 손상된 구조물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보강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강된 구조물의 상태에서도 구조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리고 토목구조물과 같은 대형 구조물에서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구조물의 상태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 센서를 장방형으로 분포시킨 시트와 CFRP 

시트를 모두 콘크리트 슬래브에 부착 시킨 후 4점 휨 실험을 실시하

였다. 이때, 다양한 비부착 구간을 설정하여, 보강된 콘크리트 슬래

브에서 부착 정도 및 위치에 따른 CFRP 탈락 형상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광섬유 센서 이외에도 CFRP 시트에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광섬유 센서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변수

CFRP 시트로 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 CFRP 시트

의 부착 상태 및 CFRP 시트의 변형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활용하였다. 계측된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CFRP 시트의 부착형태가 실험변수로써 고려되었다. 

Tables 1 and 2는 각 실험체별 CFRP 시트의 부착 수준 및 위치에 

관한 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2.2 사용 재료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제작에는 SD400 등급의 D10 및 D16 

이형철근을 사용하였다. 최대용량 2,000 kN의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하여 ASTM A370(2013)에 따른 직접 

인장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사용 철근의 역학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5 

mm의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배합 특성은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ASTM 

C39/C39M(2018)에 따라 Φ100 mm × 200 mm의 크기를 갖는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재령 28일에서 평균 27.0 MPa의 압축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체 휨 보강에 사용된 CFRP 시트 및 접착제의 재료적 특성은 

Tables 5 and 6에 나타낸 것과 같다. 제시된 재료적 특성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로써, CFRP 시트는 ASTM D3039/D3039M 

Table 1. Experimental Variable Details

Specimen

designation

CFRP sheet 

number

Bonded 

level
Unbonded location Note

C-0 – – – Series R

(Reference)C-100

2

100 None

CM-50 50 Longitudinal Edge
Series A

CS-50 50 Longitudinal Half

M-50 50 Both Ends
Series B

E-50 50 Mid-span

S-50 50 Regular Box
Series C

R-50 50 Random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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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 따라 인장강도, 인장탄성율, 그리고 파단신율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접착제는 KS M 3015(2018) 및 KS M 

3734(2015)에 따라 인장강도, 굽힘강도, 압축강도, 그리고 인장전

단접착강도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2.3 실험체 제작

실험체의 단면 제원 및 철근 배근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실험체의 단면은 폭 500 mm, 높이 200 mm의 크기를 가지는 

직사각형 단면이고 실험체의 길이와 순 경간은 각각 3,400 mm, 

3,000 mm이다. 인장철근으로 SD400 등급의 D16(공칭 단면적 

= 198.6 mm2) 이형철근 5가닥을 사용하였고 조립 및 전단철근으로 

SD400 등급의 D10(공칭 단면적 = 71.33 mm2) 이형철근을 사용하

였다.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30 mm이고 보의 유효 높이(d)는 

170 mm이다. 보의 전단 경간(a)은 1,200 mm로써 전단 경간 

비(a/d)는 7.06이고 순 경간은 보 유효 높이의 약 17.65로써 전형적

인 휨 파괴가 발생하도록 제작하였다.

실험체 보강은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체 보강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뒤, 프라이머를 도포하였다. 이 때, 실험변수에 

따른 비부착을 모사하기 위해 비부착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을 덮어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비닐을 제거하였다. 에폭시 수지를 도포하고 

CFRP시트를 부착하였으며 기포 제거를 위해 스파이크 롤러로 표면

을 정리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2겹의 CFRP 시트를 부착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광섬유와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

다. 광섬유는 9/125 ㎛ 규격의 single mode bare fiber를 사용하였고, 

Table 2. Detail of Unbonded Area of Specimens

Series Specimen Unbonded location

R

C-0

C-100

A

CM-50

CS-50

B

M-50

E-50

C

S-50

R-50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bar

Nominal 

diameter (mm)

Elastic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Elongation 

(%)

9.53 200 480 590 17.1

15.9 200 515 610 16.6

Table 4. Concrete Mixture Ratio

W/B 

(%)

S/a 

(%)

Unit weight (kg/m3)

Water Cement FA1) GGBS2) Sand Gravel
Sp3) 

(%)

47.2 49.3 163 190 62 93 874 923 2.42
1)Fly ash, 2)Ground-granulate blast-furnace slag, 3)Superplasticizer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CFRP Sheet

Tensile strength (GPa) Elastic modulus (GPa) Elongation (%)

5.4 317.0 1.92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Epoxy Resin

Tensil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Bond strength 

(MPa)

67.0 94.5 70.1 19.4

Fig. 1. Specimen Geometry and Reinforcement Layout

(a) Removal of 
laitance

(b) Application of 
primer

(c) Removal of vinyl

(d) Application of 
resin

(e) Attachment of 
CFRP sheet

(f) Removal of 
bubble

Fig. 2. Stages in the Reinforcement Process

Fig. 3. Geometry of Optic Fiber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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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시트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나일론 소재의 섬유망으로 센서보

호망을 제작, 에폭시 수지 도포시 롤러 사용에 의한 광섬유 단선을 

최대한 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섬유의 배치 형상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광섬유는 50 mm의 간격으로 실험체와 평행하게 배치하

였는데, 이는 광섬유센서 회전이 되는 부분에서 광섬유의 손상없이 

회전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간격을 조정하였다. 한 쪽 끝에는 광섬유 

계측 장비와의 연결을 위해 커넥터를 연결하였다.

2.4 계측 계획 및 실험 수행

하중 재하 시, 실험체의 변형률을 계측하기 위하여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내부 철근 및 콘크리트 압축부에 대해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경간 중앙에 2개, 양단부에서 450 mm 떨어진 지점에 

각 1개씩 총 4개의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CFRP 시트의 변형률 

계측을 위해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4점 휨 실험은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2,000 kN 용량의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여 1.5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가력하였다. 

하중 재하 시에 로드셀로 부터의 하중 값, 데이터로거에 의한 

각 재료의 변형률 및 변위계 계측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하중 

재하 전 및 하중 값이 20 kN, 60 kN, 80 kN, 95 kN, 110 

kN, 125 kN, 140 kN에 도달 시마다 각 1회씩 광섬유 계측 

값을 수집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CFRP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보 성능 평가

CFRP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하중-처짐 곡선을 

Fig. 7과 같이 크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구간(I)은 하중 

재하시점부터 하중 재하에 의한 최초 휨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로 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의 구간으로 구조물이 선형 탄성 거동을 

한다. 구간(II)에서는 최초 균열 발생 시점부터 철근 항복이 발생되

는 시점으로 이 구간에서는 재하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균열 또한 증가하게 되는 구간이다. 발생된 균열은 구조물의 휨 

강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마지막 구간(III)은 철근의 항복 시점에

서 구조물의 파괴 시점으로 재하 하중이 CFRP 보강재로 집중되는 

구간이다(Kim et al., 2020). 

Table 7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체별 초기 균열 강도, 

항복 강도, 최대 강도, 강성, 파괴시점, 파괴양상을 요약하였으며, 

Fig. 8에는 실험체의 중앙부에서 측정된 하중-처짐 곡선을 나타내

었다. 무보강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파괴시점은 최대 강도 발생 

이후 최대값의 90 % 이하가 되는 시점으로 하였다. 한편 CFRP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는 CFRP 부착에 따른 취성 파괴

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하중을 파괴시점으로 정하였다. 대부분 

실험체의 초기 균열 하중은 무보강 실험체(C0)의 초기 균열 하중과 

Fig. 4. Location of Strain Gauges and LVDTs

Fig. 5. Location of Strain Gauges

Fig. 6. Test Setup

Fig. 7. Schematics of Load–Deflection Curve for Reinforced Concrete 
Beam with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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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시트가 완전 부착된 실험체(C100)의 초기 균열 하중 사이에 

분포하였다. 한편, 실험체 중앙부에 CFRP 시트 부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체들은 상대적으로 초기 균열 하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Series A의 실험체에서는 중앙부의 측면 보강 여부에 

따라 초기 균열 하중이 크게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의 휨 재하 실험에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휨 균열이 실험체의 

중앙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중앙부를 완전하게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CFRP 보강에 의한 콘크리트 초기 균열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0와 CS50 실험체를 제외한 실험체의 철근 항복강도가 112.62 

kN – 121.64 kN으로 C0 실험체의 항복강도 95.72 kN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초기 균열과 대조적으로 실험체의 중앙부에 

CFRP 시트가 보강되지 않는 실험체(E50)에서 철근 항복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철근 항복 이전 구간에서도 CRFP 시트의 

보강 효과가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는 압축부의 콘크리트 파괴에 따른 휨 파괴(Flexural 

failure)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CFRP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는 CFRP와 콘크리트의 접착면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한

다(Alagusundaramoorthy et al., 2003). 본 실험체에서는 CFRP 

시트의 부착력 부족으로 인한 계면 박리(Interface debonding)와 

CFRP 시트 단부 부근의 콘크리트에서부터 사인장 균열이 진전되

어 인장 철근 아래의 콘크리트 피복이 박리되는 박리 파괴(Cover 

delamination)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3.3에 제시하였다. 

하중-처짐 곡선(Fig. 8)에서는 CFRP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

브들은 대부분 취성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대 하중이 무보강 철근콘

크리트 슬래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형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Wenwei 

and Guo, 2006). CFRP 시트 부착 형태에 따른 보강 효과를 살펴보

면 Series C > Series B > Series A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CFRP 시트의 부착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부착된 형태에 

따라 보강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FRP 

시트 부착 단부에서는 재하된 하중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실험체 횡방향으로의 CFRP와 콘크리트의 총 경계 길이가 길어질

수록 하중이 재분배가 가능한 구간이 많아지므로 동일한 부착강도

Fig. 8. Load–Deflection Curvesfor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without CFRP

Table 7. Overview of Main Parameters Obtained from 4-point Flexural Test

Series Specimen
At first crack At steel yield Max.  

(kN)

At failure
 

Failure 

mode (kN) ∆ (mm)  (kN) ∆ (mm)  (kN) ∆ (mm)

R
C0 14.52 2.06 95.72 25.88 101.62 91.8 66.4 7.05 3.41 F

C100 33.46 5.8 112.62 26.82 140.58 140.58 46.56 5.77 3.77 I

A

CM50 16.6 1.79 118.44 29.23 123.54 123.54 37.12 9.27 3.71 I

CS50
32.1* 5.81*

95.52 23.86 114.08 114.08 32.09
5.52* 3.51*

I
2.2** 0.14* 15.71** 3.50**

B
M50 27.66 4.01 N.I N.I 122.54 122.54 31.12 6.90 3.50 C

E50 19.76 1.86 115.16 24.16 131.58 131.58 38.44 10.62 4.28 I

C
S50 19.54 2.41 121.64 29.24 135.34 135.34 44.27 8.11 3.81 I

R50 20.32 2.52 120.98 26.14 138.32 138.32 39.95 8.06 4.26 I

Notes: * Strengthening part, ** Non-strengthening part,   load, ∆ Deflection,    Initial stiffness,  Flexural stiffness, F Flexural fail, C Cover 

delamination, I Interface de-bonding, N.I N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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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더 높은 보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ries 

A (Fig. 8(a))는 다른 비교군에 비해서 철근 항복강도 이후 CFRP에 

의한 강성의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CFRP 단부에서 실험체의 

횡방향 총 부착 길이가 다른 실험체 비해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50 실험체의 경우에는 CFRP 단부에서 실험체의 횡방향 부착길

이가 확보되었지만, CFRP단부에서 응력 집중으로 콘크리트 인장

균열에 의한 피복 콘크리트 탈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대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BOTDR 센서 계측에 의한 CFRP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의 변형률 평가

BOTDR (Brilloui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센

서 계측은 분포형 광섬유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Fig. 9에서는 C100, CS50, E50 

실험체에 대해서 BOTDR 센서로 CFRP 시트의 변형률을 계측하여 

하중 단계별로 도시하였다. BOTDR 센서 계측 결과에서는 광섬유

가 실험체 종방향으로 10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변형률을 

Fig. 9. Measured Strain from a BOTDR Sensor for (a) C100, (b) CS50, and (c) E50

Fig. 10. Comparison of Strain between from Strain Gauge and from BOTDR Sensor for C100 at (a) Mid-span and (b) 50 mm from Mid-span

Fig. 11. Comparison of Strain between from Strain Gauge and from BOTDR Sensor for R50 at (a) Mid-span and (b) 50 mm from Mid-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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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구간이 총 10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휨 거동을 고려한다면 각 구간의 최대값은 중앙부 위치에 해당된다. 

한편, CS50 실험체에서는 각 구간의 최대값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CFRP 시트 부착 여부에 의한 것으로 CFRP 시트 

부착 구간에서는 계측된 변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비부착 

구간에서는 그 값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E50 실험체에서는 최대 

변형률이 8개만 나타나는데 이는 마지막 두 구간 이전에서 광섬유 

센서가 단락되어 변형률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OTDR 센서로 계측된 변형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중별 실험

체 바닥면에 부착된 CFRP 시트의 변형률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Surfer 13을 사용하여 2D-Contour로 

도시화하였고, 변형률 분포도는 0 - 4000 까지 100 마다 분류하여 

등치선(Contour line)을 작성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변동도 모델

을 사용하는 Kriging 법으로 보간을 실시하였다. 실험체 바닥면에

서의 절점 간격을 10 mm로 하여 총 13,821(=271×51)개의 절점을 

생성하였다. 우선, BOTDR 센서에서 계측된 변형률에 대한 신뢰성

을 확인하기 위해 CFRP 시트에 부착된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s. 10 and 11에서는 CFRP 시트 부착여부에 

따라 계측된 변형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FRP가 완전 부착된 

실험체(C100)와 비부착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실험체(R50)에 대

해서 평가하였다. 각 하중별 BOTDR 센서로 계측된 데이터는 

선으로 나타내었고,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에 계측된 데이터는 점으

로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BOTDR 센서의 변형률

이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에서 계측된 값과 상당히 유사하며, 하중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값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Broth 

and Hoult, 2020). C100 실험체에서는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로 

측정된 값이 분석된 BOTDR 센서의 변형률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BOTDR 센서 측정에서 최대 하중인 

140 kN에서는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에서 계측된 값이 BOTDR 

센서에서 분석값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CFRP 시트의 

박리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는 CFRP 시트의 

국부 박리에 의한 변형률이 측정된 반면에 BOTDR 센서는 CFRP 

시트의 전반적인 변형률이 반영된 값이 측정되어 변형률이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부착 구간이 다수 포함된 

R50 실험체에서는 C100 실험체 결과와 달리 대부분의 계측위치에

서 변형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CFRP 시트에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가 부착된 위치가 표시된 그림을 참고하면, 중앙에 부착된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CFRP 시트 비부착 부분

이거나 콘크리트와 CFRP 시트 경계에 게이지가 부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1) 부착되지 않은 CFRP 시트에 처짐이 발생한 경우, 

2) 비부착된 CFRP시트가 콘크리트에 부착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

인 경우 그리고 3) 비부착된 CFRP시트가 부착된 상태보다 인장을 

많이 받는 상태인 경우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 국부적 변형률을 

측정하는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로 계측을 하면 계측 오차는 상당할 

수 있는 반면에, 분포형으로 측정되는 BOTDR 센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Fig. 12에서는 C100과 R50 실험체에 대하여 하중별 변형률 

분포를 2D Contour로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두 실험체의 부착 

형태와 관계없이 하중별 변형률 분포는 유사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균열 하중은 C100에서는 35.4 kN이고, 

R50에서는 20.32 kN이었으며, 분석된 BOTDR 센서 측정에서는 

재하 하중 60 kN부터 실험체 중심부에서 C100은 1352.22μ와 

R50에서는 1109.55μ로 증가된 변형률이 측정되었다. 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률은 중앙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와 함께 양 

지점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C100에서는 

철근 항복 이후에도 CFRP 시트가 콘크리트에 완전하게 부착되어 

충분히 하중에 저항하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CFRP 시트

의 변형률이 증가한 후, 계면 박리가 일어났다. R50 실험체에서는 

CFRP 시트의 비부착 구간의 존재로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에서 

계면 박리가 발생하였다. 

3.3 BOTDR 센서 변형률 결과 분석 및 CFRP 시트 박리

Fig. 13에서는 철근 항복 이전 하중(95 kN)에서의 변형률 분포도

와 각 실험체마다 BOTDR 센서로 측정된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률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우선, 철근 항복 이전 하중에서 변형률 분포도

에서는 모든 실험체가 하중이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중앙부에서 

높은 변형률을 보였다. 그리고 실험체 중앙부에 비부착 구간이 

존재하는 E50 실험체의 경우는 중앙부에서 가장 많은 변형률이 

발생하므로 CFRP 시트의 비부착구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험

체의 일부분에 CFRP 시트를 부착시킨 CS50과 M50 실험체의 

철근 항복 이전 변형률 분포에서는 비부착 구간에서 낮은 변형률을 

보였다. 그러므로 철근 항복 이전 변형률 분포도 결과에서는 CFRP 

시트의 부착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BOTDR 센서 계측 

최대하중에서는 CFRP 시트가 종방향으로 완전 부착되어 있는 

실험체(Series A와 C100)는 중앙부에서 높은 변형률을 보이는 

반면에, CFRP 시트가 종방향 양쪽 끝에 부착되어 있거나 비부착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실험체(Series C와 E50)는 중앙부에서 변형

률이 집중되기 보다는 중앙부에서 CFRP 시트의 양단부로 퍼져나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콘크리트와 CFRP 시트 사이의 부착력에 

의해 부착구간에서 하중 전달이 비부착 구간에서보다 빠르게 전달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에서는 중간 경간에서 하중별 최대 변형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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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다. C100실험체에서는 변형률 3,500 μ부

터 기울기가 휨 탄성 구간에 비해서 낮아졌는데, 이 구간에서는 

철근 항복 이후 CFRP 시트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부착 구간이 존재하는 실험체(CM50, Series C)에서

도 철근 항복 이후 CFRP 시트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최대 하중이 작은데, 이는 

부착 정도가 CFRP 시트의 보강효과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S50이나 E50 실험체에서는 철근 항복 이후 CFRP 보강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험체의 최대 하중과 철근 항복 강도를 

고려한다면(Table 7 참조), 초기 균열 이후부터 CFRP 시트 보강 

효과는 나타나지만, 철근 항복 이후에는 그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M50 실험체에서는 하중-변형률 곡선에서 기울기가 증가

하는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50은 파괴양상이 

다른 실험체와 다르게 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사인장 균열에 

의한 콘크리트 박리가 발생하였다. 이는 균열부로 응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CFRP 시트 변형률의 변화도 줄어들어 강성도가 

증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CFRP 보강 

효과를 부착정도 뿐만 아니라 부착 형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a) C100 (b) R50

  

20 kN

60 kN

80 kN

95 kN

110 kN

125 kN

140 kN

Fig. 12. Strain Distributions of (a) C100 and (b) R50 with Applie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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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부착 정도(=부착 면적)가 동일한 실험체 

일지라도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부착 형태(M50, CS50, E50)에 

따라 구조적 거동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결과로 알 수 있다. 

CFRP 보강 효과를 높이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대 휨을 받는 구간에 

대해서 CFRP와 모체사이의 부착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15는 CFRP의 박리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 경간부에

서 BOTDR 센서로 계측된 최대하중에서의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이다. 우선 BOTDR 센서를 통해 얻은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CFRP 시트의 탈락 지점에서 BOTRD 

변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ark et al., 2018). 

C100 실험체에서는 최대 변형률은 4406.33 μ이고, 1180 mm 

지점으로 중앙부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에서 계측 되었다. 

CFRP 시트 박리 사진을 보면, 중앙부로부터 왼쪽부분에서 계면 

박리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C100 실험체에서는 중앙부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에서 계면박리가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ries A 실험체에서는 변형률이 구간마다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S50 실험체의 경우에는 CFRP 시트와 

콘크리트의 경계를 따라 분석된 결과로 그 현상이 더 분명하게 

(a) 95 kN (b) Max load

C100 C100-140 kN

CS50  CS50-110 kN

CM50 CM50-110 kN

M50 M50-125 kN

E50 E50-125 kN

S50 S50-125 kN

R50 R50-125 kN

Fig. 13. Strain Distribution of CFRP Concrete Beams at (a) 95 kN and (b) Max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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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괴 양상이 계면 박리인 점을 고려한다

면, 실험체의 종방향으로 계면 박리가 다수의 지점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CFRP 시트 박리 사진과 비교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변형률이 높은 지점에서 계면 박리가 시작되어 

CFRP 시트 단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Series C 실험체에

서는 일부 구간에서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위치를 각각의 CFRP 시트에 표시하면, 콘크리트와 

CFRP 사이 경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응력 집중이 콘크리트와 CFRP 시트 경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면 박리가 발생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R50 실험체의 경우에는 계면 박리가 발생되는 위치가 CFRP 부착 

면적이 적은 부분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Series 

C에서는 CFRP의 보강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착 

구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Series B 실험

체를 살펴보면, E50 실험체에서는 변형률 증가가 발생하는 위치가 

CFRP 시트와 콘크리트의 경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응력 집중이 

이러한 경계부분에서 발생되어 계면 박리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50 실험체에서는 다른 실험체 결과들과 달리 

콘크리트 박리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CFRP 시트가 

콘크리트로부터 탈락에 의한 변형률의 변화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박리 파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CFRP의 박리 파괴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Load–Strain of CFRP Concrete Beams

Fig. 15. Strain of Concrete Beam at Mid-span for Detection Location of De-bonding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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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RP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 CFRP 

부착 형태/정도에 따른 보강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BOTDR 

센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FRP 시트의 탈락 위치 

및 하중별 CFRP 시트의 변형률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광섬유 센서가 포함된 CFRP 시트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보강

한 후, 4점 휨 실험을 실시하고 변형률을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대부분의 CFRP 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 

CFRP 시트 부착 형태에 관계없이 최대 하중 및 초기 균열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CM50과 

같이 중앙 경간에만 CFRP 시트가 부착된 경우에는 빠른 초기 

균열이 발생되어 구조물의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경간만 CFRP 시트가 부착된 실험체 CS50에서는 하중이 

편중되는 문제로 최대 하중이 낮게 나타나서 CFRP 보강 효과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험체 종방향으로 일부분만 CFRP를 보강하는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단부에 비부착 구간

을 갖는 실험체 M50는 CFRP 시트의 단부에 응력이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계면 박리에 의한 파괴 보다는 콘크리트 박리 

파괴가 나타났다. 

(2) BOTRD 센서 계측 변형률과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에서 계측

된 변형률을 재하 하중별로 비교하였다. 이때, 철근 항복 이전의 

하중에서 CFRP 시트가 실험체에 완전 부착된 부분에서는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철근 

항복 이후 CFRP 시트에 집중적으로 하중을 받게 될 때에는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에서 측정된 값이 BOTRD 계측에서 

얻은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CFRP 

시트 비부착 구간에서는 두 값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BOTDR 센서 계측 결과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 결과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결과로부터 전기식 변형률 게이지는 국부적

인 변형률을 취득하는데 유리하지만, 구조물의 전반적인 변형

률을 파악하는데는 BOTDR 센서를 이용한 변형률 계측이 

실험체에서 여러 지점의 변형률 데이터를 계측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3) BOTDR 계측 변형률 분포를 분석하여 CFRP 보강재의 탈락 

구간 및 파괴 양상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BOTDR 계측 변형률 

분포를 살펴보면, M50과 CS50 실험체에서는 하중 단계가 

진행 될수록 비부착 구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중앙 

경간에서의 변형률 분포를 통해서 CFRP 시트의 탈락 구간을 

확인하였다. BOTDR 계측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구간에

서 CFRP 시트가 탈락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구간의 대부분은 CFRP와 콘크리트의 계면에서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FRP 시트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소 부착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강 성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판단된다. BOTDR 센서로부터 계측된 변형률을 가지고 

CFRP 보강재의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BOTDR 

센서의 구조 거동 분석 및 보강재의 보강 수준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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