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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온도 센싱을 활용한 제방의 이상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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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um-scale lev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monitor the infiltration and failure of levee body by 

applying fiber optic temperature sensing. In this study, bio-polymer soil was spread in the levee slope to increase the strength 

and intensity. Therefore, the infiltration and failure by overflows were produced in a different way compared to general soil 

type of levees. This was also observed in the experiment data for temperature changes monitored by fiber-optic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emperature changes at specific location by time, the location and 

initiation time for physical changes and infiltration in levee body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temperature variation. In this 

experiment, the time of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was ahead in the inland slope rather than the forceland slope. It was 

corresponding to the levee failure sequence of first inland slope failure and then the forceland slope failure.

KEYWORDS: Abnormality Detection,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Fiber Optic Temperature Sensing, Levee Experiment, Levee 

Monitori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 온도 분포 센싱을 통한 제체의 침투 및 붕괴와 같은 물리적 변화 현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규모 

제방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중규모 실험 제방은 바이오폴리머 흙을 제방 전면에 도포하여 강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월류에 의한 침투 및 붕괴 현상이 일반 제방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광섬유 온도 분포 센싱을 통해 획득한 

온도 변화 정보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제체의 위치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자료를 통해 제체 내부의 물리적 변화 및 침투가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을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 시점이 제외지 사면보다 제내지 사면에서 먼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험에서 제내지 사면이 붕괴된 후에 제외지 사면이 붕괴된 순서와 일치하였다.

핵심어: 이상 감지, 분포형 온도 센싱, 광섬유 온도 센싱, 제방 실험, 제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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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 및 돌발홍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노후

화된 수리구조물의 기능 저하 및 붕괴 등을 야기하며,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하천 수리구조물 중 특히 제방은 하천의 홍수 범람을 방

지하고 제내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국내에

는 약 55,282 km의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제방이 붕괴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방 붕괴로 인한 홍수 범람과 같은 직접적인 피

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및 수생태계 변화에

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987년부터 2003년까

지의 제방 피해 사례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노후화 및 홍수로 인한 제방 피해는 758건으로 조사되

었다. 조사된 제방 붕괴 원인은 침식 39.6%, 월류 38.9%, 

제체 불안정 11.5%, 구조물에 의한 파괴 10%로 나타났

다 (KICT 2004). van Baars and van Kempen (2009)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과거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제방 피해는 1,735건이며, 붕괴 원인 중 67%가 침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anka and Zhang (2015)

은 미국과 헝가리를 포함하여 9개 국가의 제방 피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제방의 붕괴 

원인 및 매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월류로 인한 제방 붕

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와 같은 제방 붕괴의 원인 및 매커니즘에 관한 연

구는 과거부터 수리실험을 통해 규명된 바 있으며, 제

방 붕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국부적인 침식이 발생하

고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물길이 제방 전체의 붕괴로 이

어지게 된다 (Mohamed et al. 2004; Hanson et al. 

2005). 제방 붕괴 원인과 매커니즘은 월류 및 침식, 파

이핑, 침하 등을 포함하여 12가지로 분류되고 (Schiereck 

1998), 이중 대표적인 원인과 매커니즘은 월류, 침식, 

파이핑이다. Kim et al. (2017)은 중규모 및 실규모 제

방 수리실험으로 월류로 인한 제방 붕괴 매커니즘을 규

명한 바 있으며 제방고 높이에 따라 제방 붕괴 폭과 붕

괴 지속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

였다. Kim and Moon (2017)은 파이핑으로 인한 제방 

붕괴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파이핑 안전율에 따라 세굴 

높이와 붕괴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한 제방 붕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지진의 영향을 고려한 제방 붕괴 실험 연

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Sasaki et al. (2012)는 일

본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토대로 지진 발생 후 액상화

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방 붕괴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비 등의 국가적･사

회적 손실로 직결되므로 제방 피해의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제방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이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제방의 보강 기법 및 첨단 센서

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며, Ko and Kang (2018)은 친환경 신소재인 바이오폴

리머와 흙을 혼합한 바이오-소일로 제방을 보강하여 제

방 강도 증진 효과를 수리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Wang et al. (2017)은 시멘트-벤토나이트를 활용하여 

제방 침식을 보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제방 보

강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1990년에 처음으로 광섬

유를 제방 모니터링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제체 온도 변화 및 변형 등에 대한 정보를 모

니터링하여 제방의 이상을 감지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 (Schenato 2017). Su et al. (2018)

은 광섬유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방 침

윤선 모니터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광섬유 케이블 매

립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Sekula et al. 

(2018)은 실규모 제방 모형에 간극수압계 및 온도 센서, 

광섬유 케이블, 피에조메타를 설치하여 제방 누수 및 

침투, 경사 안정성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크고 작

은 규모의 지진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제방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섬유 센싱

에 대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광섬유를 이용한 제방 실험 연구 사례는 제

내지 사면에 광섬유를 설치하여 월류 혹은 붕괴가 된 후

의 현상을 감지하는 목적의 실험이 대부분이었다. 따라

서 제방 사면 뿐만 아니라 제체의 전반적인 이상 감지를 

위한 목적으로 광섬유 센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체 

내부에 광섬유를 매립하여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

며, 센싱 시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의 규모 및 후처

리 과정과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제방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신소재인 바이오-소일 (Bio- 

Soil)을 이용하여 제방 법면을 보강한 중규모 제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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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광섬유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DTS)을 설치하고 월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흙 제방의 붕괴 현상이 아닌 바

이오-소일로 보강된 제방의 침투 및 월류로 인한 붕괴 

현상을 사전 감지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섬

유 분포형 온도 센싱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중규모 제방 실험을 수행하였다. 광섬유 센싱으로 

획득한 온도 데이터는 모니터링 하는 제방의 실제 온도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온도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필터링 및 스무딩 프로세

스를 수행한 후 제체 내부의 시･공간적 온도 변화를 분

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 광섬유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 원리

광섬유에 레이저 펄스를 입사하면 반사되어 돌아오

는 파장 형태에 따라 산란 현상이 발생한다. 광섬유의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입사한 레이저가 돌아오

는데 파장 변동이 생기며, 변동된 파장에 따라 산란광

을 Rayleigh 산란, Raman 산란, Brillouin 산란으로 구

분한다 (Fig. 1). 여기서, Raman 산란광은 다른 산란광

에 비해 파장 변위 폭이 크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측면에서 용이하다 (Kim et al. 

2009). 이러한 Raman 산란광의 파장 산란조도 비를 이

용하여 분포형 온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광섬유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 (DTS)이라고 한다. 광섬유 분

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 (DTS)은 Raman 산란의 반사파 

세기와 시간을 분석하여 위치별 온도 측정이 이루어지

며, 측정거리, 측정시간, 위치에 따라 온도 분해능이 결

정된다 (Kim et al. 2007). 즉, 광섬유 케이블을 광섬유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과 연결하면 광섬유 위치별 시

간에 따른 온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광섬유 분포형 온

도 센싱 시스템을 활용한 구조물 모니터링은 이미 다양

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터널 및 도

로, 교량, 수리구조물 등 토목분야에서도 적합한 센싱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3. 광섬유 온도 분포 센싱을 통한 제체 

내부 모니터링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하천실험센터 

사행수로 (A3 수로) 하류부에 중규모 제방을 축조하여 

수행하였다 (Fig. 2). 사행수로 하류부에 입도가 균일한 

사질토로 제방고 1 m, 전체 길이 5 m, 둑마루 1 m, 마루 

폭 3 m, 비탈경사 1:2인 제방을 축조하였다. 제방 축조 

과정은 3 m 높이에서 모래를 낙사시켜 기본적인 제체의 

지반을 조성한 다음 0.2 m 높이 간격으로 물 다짐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고 다짐 후 광섬유 케이블을 매립하였

다. 광섬유 센싱을 통한 제체의 온도 변화 모니터링을 위

Fig. 2. Medium-scale levee experiment site at River Experiment Center of KICT.

Fig. 1. Principles of distributed fiber optic sensors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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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총 110 m의 광섬유 케이블을 제방고 1 m인 제방의 수

직방향으로 높이 0.2 m, 0.4 m, 0.6 m, 0.8 m에 매립하였

다 (Fig. 3). 제방의 기초 지반을 형성하고 물 다짐 후 높

이 0.2 m (1st Floor)에 1 m 간격으로 광섬유 케이블 20 

m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였다. 1st Floor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한 후 제방 높이 0.4 m (2nd Floor)까지 모래 타설 후 

물 다짐 작업을 수행하고, 1st Floor에 설치한 광섬유 케

이블을 연장하여 2nd Floor에 23 m의 광섬유 케이블을 

0.5 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높이 0.6 

m (3rd Floor)에는 광섬유 케이블 26 m를 0.3 m 간격으

로, 높이 0.8 m (4th Floor)에는 37 m 케이블을 0.1 m 간

격으로 설치하였다. 광섬유 케이블 설치 후 광섬유 분포

형 온도 센싱 시스템 (DTS)을 연결하여 12초 간격으로 

약 2시간 동안 제방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제방 축조 및 광섬유 매립을 완료한 후 친환경 신소

재인 바이오폴리머 (강도용)와 흙을 적정 비율로 혼합

한 바이오-소일을 제방 전면에 5 cm 도포하여 제방의 

강도를 증진시켰다. 또한, 실제 하천에서는 제방이 붕

괴된 이후에 제외지 측의 수위가 급격히 저하되지는 않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유사하게 모의하기 위해 직선

수로 (A1 수로)를 통해 하류단 저류지에 유량을 확보한 

후 A3 수로의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유량 공급 후 수로 하류단에 위치한 저류지 수

위를 서서히 증가시켰다. 공급된 유량은 3 m³/s이며, 접

근유속은 1.1 m/s의 조건에서 제방 월류로 인한 제체 내

부의 온도 변화 모니터링 실험을 수행하였다.

3.2 광섬유 센싱으로 획득한 온도 데이터 후처리

제체에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을 광섬유 분포형 온도 

시스템에 연결하여 제체 위치별 시간에 따른 온도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이와 같이 측정된 데이터는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랜덤 에러로 인해 변동성이 다소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시간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시간 데이터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스무딩과 

같은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스무딩 처리 기

법 중 지수가중이동평균법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은 과거 데이터에 지수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스무딩 기법으로 최신 수집된 데이

터에 높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신뢰성이 있는 후처리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온도 

데이터를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스무딩 처리하여 

제체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간 t에 대한 온도 데

이터 시리즈를 

로 표현할 때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

로 스무딩한 결과 (

)는 Eq. 1 - 2로 정리할 수 있다 

(Brown 2004).



  


･


             (Eq. 1)






                               (Eq. 2)

Fig. 3. Diagram of levee experiment model and optical 
fiber installation.

Fig. 4. Comparison of raw data and processed data for temperatures observed by fiber optic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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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스무딩 계수, 

는 초기 측정 값을 스무딩 

처리한 값, 

는 초기 측정값이다.

스무딩 계수 ()가 감소할수록 시간적으로 오래된 

데이터의 가중치가 높아져 스무딩 효과가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무딩 계수 ()로 0.3을 적용하였다. 또한, 

초기 관측 값에는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q. 2와 같이 초기 관측 값 

를 


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광섬유 센싱을 통해 획득한 온도의 원자료

를 스무딩 한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후처리한 온도 자

료를 이용하여 점차적 혹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

는 위치와 시간을 토대로 제방 내부의 침투 및 붕괴 현

상을 분석하였다. 

4. 광섬유 온도 분포 데이터를 활용한 

제방의 이상 감지 분석 

4.1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센싱을 통한 제체 

이상 감지

본 연구에서는 제방의 침투와 붕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위를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제방의 침투 현상을 

확인하고 월류를 발생시켜 제방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

다. 제방 붕괴는 월류 수심 약 0.15 m일 때 시작되었으

며, Fig. 5와 같이 제내지 사면 (back slope) 우안측에서 

가장 먼저 침식이 발생하여 물길이 형성되고 제내지 사

면 우안측의 침식된 영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제방 전체 

붕괴로 이어졌다. 월류 후 제방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

간은 약 8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이 수행되는 약 2시간 

동안 제체에 매립된 110 m의 광섬유를 이용하여 1 m 

단위에서 12초 간격의 온도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제체 내부의 방대한 양의 온도 정보로부터 제방의 침

투와 붕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위치별 시간에 따른 온

도 변화를 Figs. 6 - 7에 나타내었다. Fig. 6는 제외지 사

면 (front slope) 각 층의 좌안과 우안, 중앙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제내지 사면 

좌안과 우안, 중앙에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의 제외지 사면 온도 변화 결과에서 실험 시작 후 첫 번

째로 표기된 점선은 유량 공급 후 제외지 측 수심이 0.2 m

로 증가했을 때를 나타낸다. 수심이 증가한 이후 기초

지반 (1st Floor)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표기된 점선은 제외지 측의 수심이 

0.6 m 때를 나타내며, 수심이 0.6 m으로 증가한 이후에 

2번째와 3번째 층의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저하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온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제

체에 침투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월류 후 제방이 붕괴되는 전체적인 매커니즘을 해석

하기 위해 붕괴 시점의 전과 후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

다. 제방 붕괴가 시작된 시점은 유량 공급 후 약 100분 

이후이며, 비탈면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

과 동일하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 시점이 제외지 사

면보다 제내지 사면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내

지 사면이 붕괴된 후에 제외지 사면이 붕괴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에서 제방이 붕괴된 순서와 일

치하였다. 특히, 제방 붕괴 실험 과정에서 제내지 우안 

측의 4번째 층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물길이 형성되어 

제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제방 붕괴 

전후의 온도변화 시점과 제내지 사면의 온도 변화를 분

석한 결과,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번째 층의 우안

에서 온도 변화가 먼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위치

와 시점 정보를 통해 제방 붕괴는 제내지 4번째 층의 우

안측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사면 

위치별로 온도 차를 분석한 결과, 제내지 사면의 좌안

측의 4번째와 3번째 층의 최대 온도 차는 각각 6.29°C, 

7.83°C로 나타났고, 1번째와 2번째 층의 최대 온도 차

Fig. 5. Levee failure process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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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2.68°C, 4.81°C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

험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방 마루 부분의 경우 

침식 발생 후 바로 붕괴가 이어졌기 때문에 온도 차가 

크게 나타났고, 기초 지반 부분은 서서히 침투가 발생

한 후 붕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동일한 시점에서 온도 

차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월류 

후 제방이 완전히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8분이었

으며, 모든 층에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후 가장 낮은 

온도로 수렴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붕괴되는 시

간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공간적인 온도 분포 센싱을 통한 제방 이상 감지

제방 내부의 변화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광섬유 

센싱으로 획득한 온도 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제방에 매립된 광섬유 위치를 기반으로 온도 분포

를 Fig. 8과 같이 표현하였다. Fig. 8은 흐름 방향 (제외

지)을 기준으로 월류가 시작되는 시점의 각 층별 제방 

종단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x축은 제외지를 

기준으로 제방의 폭을 의미하고 y축은 흐름방향의 우

안을 기준으로 제방의 길이를 의미한다. 마루부근의 온

도 분포 (Fig. 8 (a))를 살펴본 결과, 월류가 발생하기 전

보다 전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Temperature changes of front slope.

Fig. 7. Temperature change of back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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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월류 후 미세한 균열로 침투가 진행되면

서 온도가 저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좌안측 

일부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방이 붕괴될 때 가장 늦게 붕괴된 위치이며, 

다른 곳에 비해 월류 후 침투가 바로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Fig. 8 (b) - (c)에서는 제내지 사면 우안

측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둑마루 우안에서 침식이 발생한 후 2, 3

번째 층으로 침식이 이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침투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빨리 발생한 위

치에서 침식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 붕괴가 이어진 것이

다. 이렇게 주변 온도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제체의 

강도가 높은 곳과 취약한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제방의 

침투를 발생시키기 위해 수위를 점차적으로 상승시킬 

때의 각 층별 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수심이 약 0.2 m

에서 0.3 m인 경우에 마루 (4th Floor) 부근 보다 기초 지

반 (1st Floor)과 그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소일로 도포된 제방의 월류로 

인한 제체 내부의 물리적 변화 및 침투와 붕괴 현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광섬유 온도 분포 센싱 시스템을 적

용하여 중규모 제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제체의 시･

공간적 온도 변화 분석을 통해 제방 위치별 그리고 시간

에 따른 침투 양상과 제방 붕괴 시점을 분석하였다. 

제체에 광섬유 케이블을 매립하여 수위 상승으로 인

한 제방 침투와 월류로 인한 제방 붕괴 현상에 따른 온

도 변화 모니터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제외지의 수위

가 상승함에 따라 제체에 침투가 발생하여 온도가 저하

되는 구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침투로 인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한 위치에서 

침식이 먼저 발생한 후 붕괴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제체 내부에서 위치별로 

주변 온도와의 차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함으로써 제체 

강도가 취약한 곳을 사전에 판단하고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방 월류 후 제내지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온도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

(a) 4th Floor (b) 3rd Floor

(c) 2nd Floor (d) 1st Floor

Fig. 8.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after over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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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제체 위치별 붕괴되

는 과정을 온도 변화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제방은 친환경 신소재인 바이오폴리머 

(강도용)와 흙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 바이오-소일을 제

방 전면에 도포하여 강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월류에 의

한 침투, 붕괴 현상이 일반 제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섬유 케이블을 활용한 온도 

분포 변화 정보로부터 고강도 제방의 붕괴 과정, 형태,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섬유 온도 분

포 센싱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제방이 붕괴되기 

전의 이상 감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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