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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type of buried sensor module that can directly assess pre-stressed concrete by 

measuring strain using a hetero-core optical fiber sensor. In this regard,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ensor using an exposure sensor module.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when the values of the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were 0.12 mm/min and 1.80 mm/min, the corresponding delays in the measurement were 52.1 s and 2.6 s respectively, which 

indicated that the maximum delay between the two measurements was a factor of 19. Due to the measurement delay phenomena, the 

sensor module used in the experiments cannot be employed to check the real-time state of the structure. Thus, additional 

experiments were needed to develop a new sensor module that can measure the real-time state of the structure.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measurement delay phenomena,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t was confirmed that measurement delay is 

mainly attributed to frictional resistance. The measurement delay phenomena were not observed in the experiments using the 

friction-remov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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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는 

교량  원자력 발 용 격납구조물 등 요 사회기반 시설물에 

리 용되고 있다. PSC 구조물이 설계수명 동안 하게 

유지 리되는 것은 시민의 안 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 매우 요하다(Sumitro et al., 2003).

PSC 구조물의 주요 요소인 리스트 스는 강연선 등의 

긴장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도입된 압축응력이다. 구조물 

건설시 도입된 리스트 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처짐  균열 등의 발생을 래하여 

PSC 구조물의 내구성 하의 원인이 된다. 2015년 서울 내부

순환도로 정릉천 고가도로 내부에서 리스트 싱 긴장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PSC 

구조물 유지 리의 핵심 요소로서 공용  구조물의 리스트

스의 리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PSC 구조물의 건 도 

모니터링은 리스트 스 손실에 따른 콘크리트의 응력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리스트 스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구조물의 보수 는 보강을 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조

물에 하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Sumitro et al., 2003; 

Lee et al., 2015).

리스트 스는 긴장재에 센서를 부착 는 삽입하여 긴장

재의 인장력을 측정한 후 단면해석 등의 계산에 의한 간 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을 측

정하여 리스트 스를 직 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긴장재의 인장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탄성자기효과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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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ensor module 

length

EM센서(Wang et al., 2000)와 격자 래그 섬유(FBG) 

센서(Measures et al., 1994; Maaskant et al., 1997; 

Kim et al., 2015)등 이버를 긴장재에 설치하여 변형률

을 측정하는 것이 표 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헤테로코어(hetero-core) 이버 센서를 활용

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변형(률)의 측정을 통해 

콘크리트의 리스트 스를 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매립형 센서모듈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헤테로코어 센서를 활용한 PSC 교량의 

리스트 스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Park et al., 2018). 

이번 연구에서는 노출형 센서모듈의 제작  성능시험을 통해 

헤테로코어 이버 센서모듈의 성능발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2. 실험장비

2.1 헤테로코어 이버 센서

헤테로코어 이버 센서는 Fig. 1과 같이 큰 코어직경을 

갖는 이버를 단한 후 단부 에 작은 직경의 코어를 

연결하여 융착한 센서이다. 헤테로코어 센서는 곡률변화에 

따라 손실량이 발생하며, 이때 손실량과 변 의 계는 

Fig. 2와 같이 선형 인 계를 갖는다(Kim, 2010).

Fig. 1 Hetero-core sensor

Fig. 2 Experiment result(loss to displacement)

(Kim, 2010)

2.2 노출형 센서모듈

본 논문에서 용한 노출형 센서모듈의 길이는 식 (1), 식 

(2)  Fig. 3과 같이 응력과 센서모듈의 길이와의 상 계

를 도출하 다.

  ·   ·

  · 

 
 (1)

 

 ·  
 (2)

여기서,  : 리스트 스(MPa)

 : 탄성계수(MPa)

 :  , 변 량(m)

 :  , 센서모듈의 길이(m)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long-gauge 

sensor in an inhomogeneous material

(Glisic and Inaudi, 2007)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압축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값으로 

상수로 볼 수 있어 센서모듈의 양끝단을 고정한 상태에서 리

스트 스를 도입하고 양끝단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변 량을 

측정함으로서 응력 크기를 산정할 수 있다. 한, 센서에서 변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 도에 따라 응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정 도가 변하게 되므로 목표로 하는 응력 크기 측정

정도를 설정하면 센서모듈의 소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탄성계수가 30,000MPa(=40MPa)인 콘크리트에서 정

도가 1μm, 5μm, 10μm, 50μm로 계측하는 경우에 측정 

응력의 크기와 센서모듈의 소요 길이를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선행 연구결과(Park et al., 2018) 헤테로 코어센서를 



송 용․박익태․이환우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2권 제6호(2019.12) 403

이용한 정 도는 1μm의 측정이 가능하 다. 따라서 센서모듈의 

길이는 1μm의 정 도가 확보되고 0.1MPa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모듈의 소요 길이는 Fig. 4와 같이 0.3m로 결정할 수 있다.

헤테로코어 이버 센서는 계측 센서모듈 내에서 설치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인장과 압축변형 측정이 가능하다.

Fig. 5는 이번 실험에 용한 인장과 압축 변형(률) 측정이 

가능한 노출형 센서모듈의 기본 제작도이다.

Fig. 5 Exposure sensor module

2.3 변  측정장치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손실량의 변화량에 따른 

변 는 육안 독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불안정한 데이터 

값이 취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동화 계측(일정구간 수회 반복측정)이 가능한 

동변  측정장치를 개발하 다. Table 1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동변  측정장치의 제원이며, Fig. 6은 동변  측정

장치의 제작 모형도이다. 동변  측정장치의 특징은 이버 

센서에서 측정되는 설량의 변화량을 육안 독이 아닌 디

지털 일로 직  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속도변화에 한 

반복측정이 가능한 실험장비이다.

Item Sensor movement jig specifications

Motorized stage

(SM1-0602-3S)

Table dimension 60mm×60mm

Resolution 0.002mm/pulse(full step)

Maximum speed 20mm/sec

Motor 02K-S523W

X-Stage 

(SS1-6018C)

Z-Stage(SS6H-60)

Stoke ±6.5

Resolution 10μm/division(0.01)

Travel guide Crossed roller bearing

Rotation stage

(RDS-60R)

Stage surface Ø60mm

Travel guide 360°/±5°

Motion controal box

(STM-1-USB)

Motion controller 1-axis motion

Communication 

method
RS-232C/USB

Table 1 Specifications of electric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Electric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Exposure type
Sensor module

Fig. 6 Configuration of electric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2.4 실험장비의 조합

헤테로코어 센서를 이용한 설량의 측정은 노출형 센서

모듈(SMA-1.20), 동변  측정장치(PEMS), light sourse 

(SLS203L/M), power sensor(S154C), power analysis 

(PM-200) 등의 상용화된 장비를 조합하여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노출형 센서모듈(SMA-1.20)  동

변  측정장치(PEMS)를 이용하여 센서모듈의 성능실험을 계획

하 다. 실험장비의 구성 개념도는 Fig.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고 Photo. 1은 성능확인 실험에 용된 장비조합 사진이다.

Fig. 7 Schematic diagram of strain measurement 

using hetero-core sensor

light source

Analyzer
electric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sensor module

Photo. 1 Experimental equipment setting 

(time-displacement-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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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모듈의 성능실험에 용된 사용 장비  power analyzer, 

light source, power sensor의 세부 제원은 Table 2에 나타내

었다.

Item Specifications

Power 

analyzer

(PM200)

Optical power range 100pW to 200W

Optical energy range 3μJ to 15J

Available sensor 

wavelength range
185nm to 25μm

Photodiode sensors 

accuracy

±0.2% full scale (5μA-5mA)

±0.5% full scale (50nA)

Light 

source

(HL-2000

-LL)

Source
Long Lifetime

Tungsten Halogen

Wavelength range 360~2400nm

Stability of optical 

output
0.15% peak to peak

Opera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5℃~35℃, 

5~95% without 

condensation at 40℃

Power 

sensor

(S154C)

Wavelength range 800~1700nm

Detector type InGaAs Photodiode

Power range
100pW to 3mW

(-60dBm to +13dBm)

Linearity ±0.5%

Table 2 Equipment specifications for experiment of 

power-displacement relationship

3. 노출형 센서모듈 성능실험

3.1 실험계획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실험은 헤테로코어 센서가 장착된 

계측장치의 구동성을 확인하는 기 실험이다. 리스트 스의 

변형(률)은 PSC 시공과정에 따라 최  콘크리트 타설 직후 콘

크리트는 무응력 상태에서 긴장 작업 시 압축응력 상태가 되며 

가설단계, 공용하  단계를 거치면서 압축응력의 감소  인장

응력 상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실험단계로 모사하기 

하여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실험을 계획하 다.

3.2 실험방법

헤테로코어 센서는 측정범  0~5,000μm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다(Kim, 2010). Kim의 실험방법은 동일구간에서 

한 방향의 변형에 한 실험으로서 실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량의 응에 해서는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단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계측범 (5,000μm)의 간에 

해당하는 2,000~3,000μm 구간을 자동화 변 측정이 가능

한 방법으로 4회 왕복하여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확인 실험을 

하 다.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확인에 용한 변  제어속도는 별

도의 기 이 없어 콘크리트의 표 공시체 탄성계수실험(KS F 

2438)에서 용하고 있는 표 속도 0.125mm/min을 기 을 

용하 다. 변  제어속도는 동변  측정장치의 특성을 고

려하고 계측 증분량의 분석이 가능한 0.12mm/min, 0.60 

mm/min, 1.20mm/min, 1.80mm/min을 용하여 시간-

변 - 력량 실험을 하 다. Fig. 8은 변  제어속도 0.12 

mm/min에 한 실험계획이며 그래 는 변 량 2,000μm를 

기 한 증분실험 변 량과 측정 계시간을 나타내었다.

Fig. 8 Round-trip test plan using an electric 

displacement measurement system

3.3 실험결과

Fig. 9는 변  제어속도 0.12mm/min에 한 실험결과

이다.

Fig. 9에서 선의 의미는 실험계획을 나타낸 것이며, 실선의 

의미는 동변  측정장치를 이용한 시간-변  측정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래 의 하단부는 측정 계시간(sec)을 나타낸 

것이며, 좌측 의 표기는 실험계획 변 량(0~1mm)을 나타

내었으며, 우측의 은 설량을 력량(W)으로 환산한 

값을 취득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그래 의 상하 

정 에서 계측 지연을 나타내는 수평구간이 기록되었다. Fig. 

9(b)는 Fig. 9(a)의 원형 선 “A”를 확 하여 나타낸 것으로 

최  50.4sec의 계측 지연시간이 나타났다.

계측 지연시간의 분석은 Table 2의 power sensor(S154C)

가 가지고 있는 분해능의 한계 값(100pW이하)이하의 은 

력량에 한 측정시간을 계측 지연시간으로 산정하 다. 

Table 3은 분해능의 한곗값을 과하는 계측 지연시간을 나타

낸 것이며, 노출형 센서모듈에서 발생한 계측 지연시간은 변  

제어속도별 2.6~52.1 의 계측 지연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결과 변  제어속도가 빠를수록 계측 지연시간은 짧고 

변  제어속도가 느릴수록 계측 지연시간은 길게 나타났다. 

한, 계측시간의 차이는 변  제어속도별 최  약 19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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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ance test of sensor module :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0.12mm/min)

(b) Detail “A”(transverse axis spacing 50sec)

Fig. 9 Test results of performance test & detail of 

part “A”

하여 교량 구조물에 있어 다양한 차량 이동 속도에 한 교량의 

거동분석을 한 센서모듈의 기 성능으로 부 합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측 지연 상의 해결은 실시간 교량

의 거동을 측정하기 해서는 매립형 센서모듈의 요구 성능을 

한 제작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Measurement delay time(sec)

RemarksDetail 

“A”

Detail 

“B”

Detail 

“C”

Averag

e 

0.12 mm/min 50.4 52.1 50.7 51.1

0.60 mm/min 9.1 9.3 9.6 9.3

1.20 mm/min 4.5 4.3 4.0 4.3

1.80 mm/min 2.6 2.8 2.7 2.7

Table 3 Analysis of measurement delay time for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4. 계측 지연 상 원인분석 실험

계측 지연 상의 원인 규명을 해 다음과 같은 추가실험을 

계획하 다.

① 마찰 항 확인실험 : 노출형 센서모듈의 구동 시 마찰 항

이 계측 지연 상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실험으로 

노출형 센서모듈의 가공오차에 한 여유량(+0.1mm)을 

확보하기 하여 센서모듈의 면을 삭 후 세척제

(WD-40)를 사용하여 센서모듈 구동부 면을 세척하고 

윤활유(SA-300)를 1mm 두께로 도포 후 계측 지연 상을 

확인

② 원장치 변경실험 : 계측 지연 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력량이 100pW이하에서 측정된 지연시간이 확인되어 

해결방법으로 원의 량을 증가시켜서 원장치의 

향에 따른 계측 지연 상 확인

③ 센서규격 변경실험 : 원장치의 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헤테로코어부의 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일환

으로서 헤테로 코어 간부 센서규격을 변경(5μm→7μm)

하여 코어부 량에 따른 계측 지연 상 확인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 확인 실험결과 3가지의 계측 지연

상에 한 원인을 확인하 다. Table 4는 앞서 실험한 계측 

지연 상을 발생시키는 원인들  ① 마찰 항 확인실험 결과

이다. 표에서 ▼29.2, ▼1.9의 의미는 동변  측정장치의 

가력 속도별 마찰 항 감 방법 용 ․후의 계측결과에 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추가 확인 실험결과 계측 지연시간이 어

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Measurement delay time(sec)

RemarksDetail 

“A”

Detail 

“B”

Detail 

“C”
Average 

0.12mm/min 25.0 21.2 19.6 21.9 ▼29.2

1.20mm/min 2.1 2.6 2.6 2.4 ▼ 1.9

Table 4 ① Results of the friction resistance 

experiment

Table 5는 앞서 실험한 계측 지연 상을 발생시키는 추정 

원인들  ②, ③의 결과로서 실험결과 계측 지연에 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계측 지연 상을 발생시키는 

추정 원인들  계측 지연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된 ① 마찰 항 

확인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마찰 항이 제거된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계획하 다.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Average measurement delay time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graph(sec)

Re-

marks

② Light source 

device change 

experiment

③ Sensor 

specification 

change experiment

HL-2000 SLS-203 9-5-9μm 9-7-9μm

0.12mm/min 23.3 21.9 19.6 21.9

1.20mm/min 2.0 2.4 2.6 2.4

Table 5 Results of the experiment on change of ② 

light source and ③ sensor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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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찰 항이 제거된 센서모듈의 계측 지연 상

5.1 실험계획

센서모듈 계측 지연 상 확인실험은 성능실험에서 확인된 

계측 지연 상을 해결하기 하여 센서모듈의 마찰 항이 제거

된 검증용 센서모듈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 Photo. 2는 노출형 

센서모듈  검증용 센서모듈의 설치 모습이며, Photo. 3은 

검증용 센서모듈을 이용한 실험장비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검증용 센서모듈은 Photo. 3과 같이 Ø8mm의 견고한 장치를 

수평으로 30~35mm 작동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

를 유지하여 센서모듈 계측 지연 상 확인실험을 계획하 다.

(1) exposure sensor module (2) revised sensor module

Photo 2 Types of sensor module

5.2 실험방법

계측 지연 상을 한 실험방법은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

실험에서 용된 실험방법과 동일하게 실험하 다. 다만, 동 

변 측정 장치의 변  제어속도는 노출형 센서모듈의 성능실

험에서 용한 4가지 변  제어속도  계측 지연시간이 많은 

경우와 간인 경우를 용하여 0.12mm/min, 1.2mm/min

의 변  제어속도를 용하여 실험하 다.

light source

Analyzer

Electric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Sensor module
for Verification

Photo 3 Experimental equipment setting 

(time-displacement-power)

5.3 실험결과

마찰 항이 제거된 센서모듈의 계측 지연 상 확인실험은 

Fig.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출형 센서모듈에서 계측 

지연 상 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  제어속도 0.12 

mm/min에 한 실험결과이다. Fig. 10(a)는 계측 지연 상에 

한 실험결과이며, 원형 선 부분은 계측 지연시간에 한 

상세 “A”를 확 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Fig. 10(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a) Verification experiment of measurement delay :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0.12mm/min)

(b) Detail “A”(transverse axis spacing 50sec)

Fig. 10 Test results of performance test & detail of 

part “A”

Table 6은 마찰 항이 제거된 센서모듈의 계측 지연시간을 

나타낸 것이며, 변 제어 속도별 0.1~0.3sec의 계측 지연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출형 센서모듈에서 발생

한 계측 지연시간의 비교결과 마찰 항이 제거된 센서모듈과 

실험계획의 상 실험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Measurement delay time(sec) Remarks

(limit 

value)

Detail 

“A”

Detail 

“B”

Detail 

“C”
Average

0.12mm/min 0.1 0.3 - 0.2 (0.50)

1.20mm/min - - - - (0.05)

Table 6 Analysis of measurement delay time for 

displacement control velocity

표의 내용  (한계값)의 의미는 동변  제어속도에 한 

1μm의 정 도가 측정되는 최 시간(sec)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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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매립형 센서모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변형(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서는 매립형 센서모듈의 제작을 한 노출형 센서모듈을 통한 

성능발  가능성 실험이다.

센서모듈이 가지는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 하여 노출형 센서

모듈에 한 성능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방법은 변  제어속도 

0.12mm/min, 0.60mm/min, 1.20mm/min, 1.80mm/min

을 4회 왕복 결과 변  제어속도별 52.1sec, 9.1sec, 4.5sec, 

2.6sec로 최  19배의 차이로 계측지연 상이 발생하 다.

계측 지연 상 원인 규명을 한 실험은 ① 센서모듈 마찰

항 실험 ② 원장치의 변경실험 ③ 헤테로코어 심코어 직경 

확  실험과 같이 3가지를 실시하 다.

계측 지연 상은 구조물의 실시간 변화 상태를 계측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센서모듈이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센서

모듈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마찰이 제거되어야 한다.

계측 지연 상 원인 규명을 한 실험결과 센서모듈의 마찰

항이 계측 지연 상에 미치는 향이 지배 으로 확인되었다. 

마찰이 제거된 검증용 센서모듈을 이용하여 반복실험을 시행

한 결과 변곡  치에서 계측 지연 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계획 에 있는 매립형 센서

모듈의 제작을 한 기 으로 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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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헤테로코어 이버 센서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변형률의 측정을 통해 콘크리트의 리스

트 스를 직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매립형 센서모듈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노출형 센서모듈을 이용

한 성능발  실험결과는 가력속도 0.12, 1.80mm/min일 때 52.1, 2.6sec로 최  약 19배의 계측 지연 상이 발생하 다. 계측 

지연 상은 구조물의 실시간 변화 상태를 계측하지 못하는 경우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센서모듈의 개발을 해서 추가실

험이 필요한 것으로 단하 다. 계측 지연 상 원인규명 실험은 3가지의 실험을 계획하 으며, 실험결과는 마찰 항에 의

한 계측 지연이 지배 으로 확인되었다. 마찰이 제거된 장치를 이용한 센서모듈의 실험결과에서는 계측 지연 상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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