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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apid increase of HPC infrastructures especially high-rise building and large-span 

bridge. Great concern has been focused on safety problems. In this paper wireless FBG monitoring 

system for HPC structures have been developed and tested to avoid the potential danger.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토목구조물의 장 화로 인해 고성능-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증하면서, 고층 

구조물이나 장스팬 교량 등의 험요소에 비하기 해 고성능-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시부터 장기

재령까지의 특성을 계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하 다.

1. 서   론

  토목구조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층 구조물  장스팬 교량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가 커

진 만큼 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부재 시험체의 타설시부터 모니터링하여 

유선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시스템성능을 검증한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실험에서는 실내 시험을 한 고성능-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와 근거리용 무선 모니터링 계

측시스템을 사용하 으며, 각각의 재원은 그림1과 같다.

2.2 실험 방법

  실험체 내부 앙부분에 수평으로 FBG센서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실험데이터는 유선

과 무선을 동시에 사용하며 데이터를 획득해서 비교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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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 장비  시험체

3. 결과  고찰

3.1 온도  변형률

  그림2와 그림3은 유선과 무선으로 각각 수집된 온도  변형률 데이터이다.

 그림 2. 유선 데이터
                

그림 3. 무선 데이터

3.2 실험 결과

  타설이 시작됨과 동시에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량과 보정되기 의 수축값을 포함한 측정데이터는 

데이터로거와 연결된 컴퓨터로 송된다. 한 동시에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실험실 내부에 있는 노

트북으로도 데이터가 송되는데, 그림2와 그림3에서 보듯이 데이터의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선으로 송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몇 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하 다.

4. 결 론

  무선공유기를 시용한 근거리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부재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유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의 손실 역시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세한 차이

를 보 으며, 다른 무선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원거리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의 용 한 가능할 것

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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