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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이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온도입력시스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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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technique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corrosion level of a reinforcing bar using infrared

thermography system. We found out electric heating method having an important effect on thermal data in previous study. This

study purposed an efficient way for grip standardization to reduce constriction resistance problem, and providing reliable thermal

data using infrared thermographic method. Using vise type earth clamp, the surface resistance of rebar was smaller than that of

traditional plier type earth clamp through temperature-distribution relationship. Also this study contains experiments with toque

wrench to improve heating contac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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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형 건설공사의

증가로 인한 콘크리트용 골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질

의 하천 골재가 부족하게 되어 상당량의 해사 및 바다

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염

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바다골재를 그대로 사용함으

로써 콘크리트 내부에 염화물의 침투가 용이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동태 피막의 파괴와 함께 철근부식이 진행

되어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2)

 

이에 따라 구조물의 철근 부식률을 측정하기 위한 여

러 가지 탐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구조물

의 철근 부식률을 정성적으로만 측정하고, 정량적으로는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철근

의 부식률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측정 기

법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 입력 기법 (active thermography)

을 이용하여 열화상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3-5)

1.2 실험 목적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게 어스클램프(earth clamp)를

이용한 가열 방법은 접촉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

아 접합부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며, 철근에 압착할 때

마다 접촉부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신뢰성 있는 적외

선 열화상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보다 안정되고 정확한 데이터의 취득을 위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실험적 연구와 전기저항계산을 통하여 실험 데이터

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6-10)

2. 본 론

2.1 통전 시 연결 방법

시험체 철근과 전기 가열기의 연결에 있어서 충분히

전류를 통전 시켜야하고, 일정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첫째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 어스클램

프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사각 어스클램프 (vice type earth

clamp)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연

결 방법에 따른 온도변화와 철근의 접촉 형상에 따른 온

도 변화를 실험하였다. Figs. 4, 6은 연결 방법에 따른 접

촉부의 온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식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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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근을 이용하여 집게 어스클램프 (Fig. 2(a))를 그립

A (왼쪽 클램프)와 그립 B (오른쪽 클램프)로, 사각 어스

클램프 (Fig. 2(b))를 그립 C (왼쪽 클램프)와 그립 D (오

른쪽 클램프)로 나누어 각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각

연결방법 당 5회씩 적외선 촬영하여 온도변화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2.1.1 집게 어스클램프를 사용하는 방법

Fig. 2와 같은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 어스클램프로 연

결하여 접촉부의 온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철근과의 접

촉부에 필요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표면저항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Fig. 4에 나타난

그래프처럼 접촉부의 열이 110
o
C까지 발생하고 그 열이

철근을 통해 전달되어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철근의 온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각 그립 A

(일반선), 그립 B (점선)의 온도가 30
o
C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이형철근 각 마디

마다 일정하게 집게 어스클램프와 접촉을 할 수 없어 실

험 데이터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 사각 어스클램프를 사용하는 방법

사각 어스클램프로 연결하여 접촉부의 온도변화를 분

석한 결과, 사각 어스클램프와 철근과의 접촉부의 압력이

표면저항을 줄여 접촉부의 열 발생이 작고, 토크렌치를

활용해서 일정한 힘으로 사각 어스클램프를 조정하면 사

각 어스클램프와 철근과의 접촉부의 압착도 일정하게 조

정할 수 있어 접촉부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Fig. 3

은 집게 어스클램프의 열화상으로 양단부의 접촉부에 열

발생량이 많았으며 서서히 중앙부로 열이 전달됨을 볼 수

있다. Fig. 5의 사각 어스클램프는 집게 어스클램프의 열

화상과는 다르게 중앙부에서부터 철근의 열이 발산되어

단부로 이동하는 열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철

근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s. 4, 6처럼 열 발생량을 적외선으로 측정하여 그

래프로 확인해 본 결과 사각 어스클램프의 접촉부 온도

변화가 집게 어스클램프보다 매우 적고 반복 촬영 데이

Fig. 1 Diagram of an experimental progress

Fig. 2 Clamp

Fig. 3 Earth clamp infrared thermographic data

Fig. 4 Earth clamp temperature curve from the measurement

Fig. 5 Vice earth clamp infrared therm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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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3 철근의 전기저항

사각 어스클램프와 집게 어스클램프를 사용하여 철근

을 연결할 경우 철근 표면의 산화막, 불순물의 존재와

철근 마디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단면적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압축저항 (constriction resistance)

상태이므로 어떤 특정 수식으로 접촉저항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표면전기저항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철근의 전기저항을 산정하였다. 우선

비열공식으로 열량을 계산한 다음 전기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으로 전압을 구하여 저항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Table 1처럼 가압 전류량이 커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였

으며, Table 2처럼 사각 어스클램프의 전기 저항값이 집

게 어스클램프의 저항값의 10% 정도로 작아져 전류의

원활한 통전이 가능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추출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c =비열, m =질량, t =온도변화)

 (E =에너지, V =전압,  I =전류)

(R =저항)

2.2 세부 접촉 방법 결정

사각 어스클램프를 사용하여 시험체 철근과 연결할 경

우 연결되는 마디 수에 따라 실험 데이터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 접촉부연결방법의 표준화를

실험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시험체에 사용된 철근이 이

형철근이므로 철근의 마디 (rib)를 변수로 정하여 그립 C

(왼쪽 클램프), 그립 D (오른쪽 클램프)로 나누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철근의 한마디를 접촉하고 실험한 경

우는 Fig. 7(a)이며 철근의 두 마디를 접촉하고 실험한

경우는 Fig. 7(b)이다. 철근 한 마디 접촉한 경우와 두 마

디를 접촉한 경우 모두 온도증가량은 비슷하나 한마디

접촉실험 시 실험 결과 분산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데

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 어스클램프와

E c m t                                                ∆⋅ ⋅=

    0.442J/g °C 333.5g 33.34 27.48–( )°C××⋅=

    863.8J                                                            =

V
E

I t⋅
--------=

863.8J

150Amp 300  sec×
----------------------------------------------- 0.0192volt= =

R
V

I
---

0.0192

150
---------------- 1.279 10

4–
Ω×= = =

Fig. 6 Vice earth clamp temperature curve from the measurement

Table 1 Vice earth clamp resistance of current capacity

Unit 150A 200A 250A

Energy (E) J 863.8 1795.4 2974.7

Voltage (V) volt 0.0192 0.0299 0.0397

Resistance (R) Ω 1.279×10
-4

1.496×10
-4

1.983×10
-4

Table 2 Earth clamp and vice earth clamp resistance comparison

Resistance (R) 150A

Earth clamp 1.638 × 10
-3

Vice earth clamp 1.279 × 10
-4

Fig. 7 Temperature change curve from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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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근마디의 맞닿는 부위의 폭이 넓어 이형 철근 한

마디만 접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세부 접

촉 방법은 이형철근의 두 마디를 접촉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2.3 토크렌치에 의한 토크 결정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 어스클램프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과 우측의 철근을 압착하는 힘의 차이로

인해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ig.

2처럼 손으로 돌려서 압착하는 것만으로는 사각 어스클

램프를 강하게 압착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하게 그리고 강

하게 압착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되었고, 토크

에 따른 온도변화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Fig. 10의 토

크렌치를 이용하여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크렌

치로 힘을 가하여 실험하였을 때 최적의 토크를 찾기 위

하여 철근의 중심점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토

크렌치는 5 N·m~25 N·m까지 사용 토크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0% 부식 철근을 가지고 5, 10, 13, 15 N·m의 각

기 다른 토크의 힘을 토크렌치로 가하면서 3,000초까지 실

험하였다. Fig. 9에서 보는바와 같이 10 N·m의 경우 1,000

초와 3,000초까지의 데이터 비교결과 2,000초정도에 온도

가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N·m과 15 N·m의 최고점을 비교하였을 경우 3.6 정

도 최고점 온도차이가 발생하므로 토크에 따른 온도변화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3, 15 N·m의 경우 온도

차이가 0.1
o
C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10 N·m과의

온도차이가 0.7
o
C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

결과로 판단하면 13 N·m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13 N·m로 5회 이상 실험해 본

결과 사각 어스클램프파괴 현상이 일어나 10 N·m의 토크

를 접촉부에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2.4 전류량 결정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 어스클램프는 철근을 압착하는

힘이 적어 그립부분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작은 전류를 가해도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사각 어스클램프는 철근을 강하게 압착

하여 그립부분에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

기만 통전하게 되어 낮은 전류량으로는 온도가 높게 올

라가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높은 전류량의 필

Fig. 8 Compress position of reinforcement and vice earth

clamp 

Fig. 9 Temperature change curve from the torque

Fig. 10 Torque wrench

Fig. 11 Torque wrench pressure method

Table 3 The highest point temperature from the torque

Torque (N·m) The highest point temperature (
o
C)

5 60.6

10 57.8

13 57.1

1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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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전기 가열기의 가열 전류량을 150A

에서 300A까지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하게 되었다.

전기가열기 가열 전류량을 결정하기 위해 가열 시간을

300초로 고정하고 180초 동안 상온에서 냉각하면서 부

식이 진행되지 않은 이형철근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Table

4는 가압전류별 시작온도와 최고점 온도를 나타낸 것으

로 전압이 높을수록 철근의 단부에 비해 중심점의 온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를 보면 150A, 200A,

250A, 300A로 전류량을 변화시켜 철근의 중심점 온도를

5회 촬영하여 전류량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에 피복되어 있는 철근일 경우 150A로 가

열했을 때 9
o
C 정도 상승되는 작은 열량으로는 콘크리

트 표면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너무 작아 적외선 촬영 시

온도변화의 폭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시험체 피복두께 10 mm, 20 mm, 30 mm 등 피복두께가

점점 두꺼워 지므로 높은 전류를 주어 온도변화를 관찰

하는 것이 낮은 전류를 주는 것 보다 명확한 데이터 값

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 300A의 가열로 결정하였다. 또

한 현장 적용 시 피복두께 30 mm를 넘는 피복두께가 존

재하므로 300A로 결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철근의

중심점 온도 변화를 보면 300A의 전류를 흘릴 때 가장

큰 온도변화를 보여 실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2.5 가열시간 결정

가열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Fig. 13처럼 0% 부식 시

험체와 10% 부식 시험체를 가지고 가열하고, 온도가 수

렴할 때까지 촬영해 보았다. 가열시간이 길어질수록 콘

크리트 표면으로 방출되는 열량은 커지는 것이 파악되었

으나, 6,000초를 가열했음에도 콘크리트 속에 피복되어

있는 철근의 가열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으로 전달되는 열

은 쉽게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현장적

용 시 신속한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가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도 기울기가 둔화되는 시간

을 가열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높은 전류를 통전하여 가

열 할수록 초반에는 빠른 온도 상승을 보이나 일정 시

간 이후에는 온도 상승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에 사용할 가장 높은 전류인 300A로 통전하여

가열하였을 때 1,500초 이상 가열 시에는 온도 상승의

폭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Fig 13의 지시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열 시간은 1,500초로 결정하였다.

2.6 피복두께에 따른 철근의 부식률별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 분포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 어스클램프를 이용

하여 열화상 데이터를 취득 시 실제 온도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하여 부식률 (0%, 10%)에 따른 피복두께 (10 mm,

20 mm, 30 mm)별 시험체의 열화상 데이터를 5회 취득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복두께에 따른 최고점

온도 차이는 피복두께 10 mm일 때 1.11
o
C, 20 mm일 때

0.53
o
C, 30 mm일 때 0.50

o
C의 온도 차이를 보였고, 부식

률에 따른 최고점 온도 차이는 부식률 0%일 때 0.51
o
C,

부식률 10%일 때 1.11
o
C의 온도 차이를 보였다.

11-13)
 

Table 4 Starting point and the highest point temperature change from a pressure electric current

Position Amperage (A)
Starting point and the highest point temperature (

o
C) Difference between starting point and the 

highest point temperature (
o
C)Starting point The highest point 

 Grip C (left)

150 26 32 6

200 27 28 11

250 28 42 14

300 28.4 47 18.6

 Grip D (right)

150 27 32.5 5.5

200 27 38 11

250 27 45 18

300 28 48 20

Center point

150 27.5 36.5 9

200 27 46 19

250 27 59 32

300 28.5 91 62.5

Fig. 12 The pivotal point temperature change from a pressure

electri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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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철근 부식률을 측정하는 과

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 어스클램프는 접촉부에 고

열을 발생시키고 철근마디에 정확하게 압착할 수 없어

열화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새로운 통전방법인 사각 어스클램프를 이용한 접촉부의

온도 변화측정과 접촉부의 압력 변화를 통한 온도변화

측정, 일정한 압력을 주기 위한 토크렌치를 이용한 방법,

전류량과 가열시간등의 최적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실

험을 수행한 결과 세부접촉방법은 1마디, 토크렌치에 의

한 토크의 힘은 10 N·m, 전류량은 300A, 가열시간은

1,500초로 결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한된 실험 조건을 적용하여 얻어진 적

외선 열화상 데이터는 매우 안정되고 일관된 양상을 보

였으며 분산도가 매우 낮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한 정량적인 부식률 측정을 위해

Fig. 13 Temperature change curve from the cover depth

Fig. 14 Temperature change curve from the time (Contiuned)



열화상 이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온도입력시스템의 표준화│687

서는 연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접촉부의 표면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구

조물에서의 가열 문제와 사각어스클램프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근에 충분한 열량을 가할 수 있는

실험방법과 복근일 경우의 접촉부 연결 상태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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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진

행 과정에서 전기적 가열방법이 실험 데이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가열접촉 방법에 대한 여러 실험

적 연구를 통하여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였다. 사각어스클램프를 이용하여 철근을 가열

하였을 때 철근의 온도변화를 통해 집게어스클램프보다 표면저항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접촉 방법의 표준화

를 위해 토크렌치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핵심용어 : 적외선, 열화상, 철근, 부식률

Fig. 14 Temperature change curve from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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