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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has been studied a optical fiber sensor 

offer important advantages such as electrically 

passive operation, EMI immunity, high sensitivity, 

and multi-plexing capabilities of this technology has 

been the characteristic. The shift in optical fiber 

Bragg wavelength with mass can be expressed. 

Using the shift in the optical fiber Bragg 

grating(FBG) center wavelength due to mass 

change. 

I. 서론 

  이버 센서의 요한 장 으로는 기 으로 수

동의 동작, 자 간섭 내성, 고감도 그리고 다 화 능

력, 소형화, 경량화, 역 용량화 등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1][2]. 한 이버 격자형 센서는 장을 달

리한 이버 격자를 이용하여 다 (multi-point) 

센서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이버를 이용한 센서로

는 스트 인, 온도, 압력, 거리, 변  등이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지능형 도로구조물용 고속계  시스템, 사면

감시  단락감지 시스템, 침입감지 시스템, 교량  

건축물의 사  감시 시스템 등에 이용할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Fiber Bragg Grating(FBG)을 이용하

여 질량 M을 5Kg 단 로 일정하게 하여 약 1시간 후

에 측정한 실험 데이터 값으로 질량에 따라 장의 변

화를 구별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II. FBG의 이론  고찰

1.1 FBG의 이론

 본 에서는 FBG는 이버 코어 내에 UV 이져

를 이용하여 주기 인 굴 률 변화를 구 으로 으

로써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 장을 반사시키고, 그 

이외의 다른 장은 투과시키는 특성을 나타내는 소자

이다. 따라서, 필터를 설계하기에 매우 유용하며,  

이버 내부에 소자를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 

이러한 FBG의 해석을 해서는 도 로를 통해 송되

는 의 결합 상을 해석하여야 한다[4].

 그림 1은 이러한 FBG의 동작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이버 코아부분에 주기 으로 굴 률 변화를 만듦

으로써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버 격자에 신호

가 입력되면 코어 내에서 굴 률 차이로 인하여 

이버 래그 조건에 따라 설정된 격자에 의해 선택된 

장은 반사되어 돌아가고, 그 지 않은 장은 투과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특정 장 의 신호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버 래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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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격자의 반사 장 λ B  는 격자의 주기와 코어의 

유효굴 률로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5]. 

                   λ B = 2Λn eff               (1) 

여기서, λ B는 반사되는 래그 장, Λ는 이버 

격자의 주기, n eff는 이버 코어의 유효굴 률이다.

그림 1. 이버 래그 격자의 동작 원리 

 식 (1)의 래그 조건에 의하여 반사되는 신호의 

심 장은 이버 격자의 주기와 유효굴 률에 비례

한다. 

III. FBG의 무게 측정 센서 실험 고찰

 본 에서는 FBG의 무게 측정에 따른 장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입력 원으로 

백색 원(Anritsu사)을 사용하 고, 사용 장 범 는 

900[nm]-1750[nm]이다. Output단에서의 출력 측정은 

 스펙트럼 분석기(Anritsu사 모델명 MS9710C)로 측

정하 다.

3.1 FBG의 무게 측정 센서 기본 구조

그림 2는 이버 래그 격자의 무게 측정 센

서 실험을 한 구성도이다. 그림 2의 구성도에

서 정확한 실험 데이터 값과 평형성을 유지하기 

하여 바닥에 0.5[cm]의 두께와 가로, 세로의 길

이가 각각 20[cm], 25[cm]의 고무 을 놓고 고정

시켰다. 그리고 고무  에 이버가 구부러

지거나 괴되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한 안정

된 실험을 하기 하여 이버 래그 격자 부

분에 2[cm] 정도의 두께와 가로, 세로 길이를 각

각 10[cm]로 한 sponge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시켰다. sponge 에 일정한 단 의 무게 [Kg]를 

이버 래그 격자 부분에 정 하고 안정되게 

고정시킨 후, 5[Kg]부터 50[Kg]까지 1시간 단

로 5[Kg]씩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버 양단에 

입력 단자측에는 백색 원(Anritsu사)을 사용하

으며, 출력 단자측에는  스펙트럼 분석기

(Anritsu사 모델명 MS9710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2에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분해능

은 0.2[nm]로 설정하 으며, 감쇄 [dB]는 블록당 

5.0[dB/div]이며, 비디오 역폭(Video Bandwidth 

: VBW)은 10[Hz]이며, 백색 원(Anritsu사)의 

사용 장 범 는 900[nm]-1750[nm]을 입사하여 

측정하 다.        

그림 2. FBG의 무게 측정 센서 구성도

3.2 FBG의 무게 측정 센서 실험 구성도에 의한 

장 변화 특성

 본 에서는 그림 2의 구성도에 의하여 무게에 따른 

장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백색 원(Anritsu사)

과  스펙트럼 분석기(Anritsu사 모델명 MS9710C)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 5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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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 입력 단자에 백색 원을 연결하고 출력 

단자에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한 스펙트

럼 특성 결과가 그림 3부터 8과 같이 측정되었다. 그

림 3으로부터 FBG의 기치 출력 형의 심 장, 

즉 0[Kg]으로 측정하 을 때 1547.32[nm]이 으며, 

5[Kg]으로 측정하 을 때는 심 장이 1547.396[nm]

임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치와 

5[Kg]으로 측정한 두 스펙트럼의 장 차는 0.076[nm]

이다. 그림 4는 10[Kg]의 무게로 측정하 을 때 출력 

단자의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10[Kg]을 이버 래그 격자에 올려놓

고 측정한 결과 심 장이 1547.54[nm]임을 알 수 

있다.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기치와 10[Kg]으로 측

정한 결과 두 장의 차가 0.22[nm] 정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10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그림 5는 20[Kg]의 무게로 측정한 출력 단자의 스펙

트럼 특성이다.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장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즉 20[Kg]으로 측정한 결과 

심 장이 1547.66[nm]이며, 두 장의 차는 0.34[nm]

임을 출력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5. 20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그림 6은 30[Kg]의 무게로 측정한 출력 단자의 스펙

트럼 심 장은 1547.78[nm]이다. 스펙트럼의 결과로

부터 기치의 값과 비교할 때 0.46[nm] 정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30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그림 7은 40[Kg]으로 측정한 출력 단자의 스펙트럼 

심 장은 1548.32[nm]이며, 기치와 비교하 을 때 

1.0[nm]의 차이가 나타남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7. 40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그림 8은 50[Kg]으로 무게로 측정한 출력 단자의 스

펙트럼 특성이다.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심 장이 

변화하여 1548.752[nm]에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기

치와 비교하 을 때 1.432[nm]의 장 변화가 나타남

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8까

지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의 변화가 하게 

이동되는 상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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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0Kg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특성

 표 1은 그림 2의 FBG 무게 측정 센서 구성도와 그림 

3-8까지의 결과 데이터 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1에서 

장 범 는 1544-1550[nm], 심 장은 1547[nm], 

기치의 장은 1547.32[nm]이다.  

표 1. 5[Kg] 단 로 1시간 후 측정한 결과값 

무 게  [ K g]

장 [ nm]

    장 범  : 1544 - 1550[nm] 

    심 장 : 1547[nm]

    기치 : 1547.32[nm]

 5  1547.396               

10              1547.54 

15              1547.576

20              1547.66  

25              1547.708 

30              1547.78 

35              1548.068 

40              1548.32 

45              1548.512 

50              1548.752

 그림 9는 표 1에 의한 변화된 장 결과값을 그래

로 표 하 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무게를 증가

시킴으로써, 장의 변화가 일어남을 그래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부터 8까지 출력 단자의 스

펙트럼 결과로부터 장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3-8까지의 실험 데이터 값으로부터 매우 

작은 선폭을 가지며, 투과 스펙트럼은 약 -40.6[dBm] 

정도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 표 1에 의한 결과 그래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 의 데이터 값을 얻기 해 질량

을 5[Kg] 단 로 50[Kg]까지 변화를 주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투과 스펙트럼의 장 변화를 통해 비

교, 분석하 다. 그림 3-8과 표 1의 실험 데이터 값으

로부터 통신   센서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를 

송할 수 있고 많은 통신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사료

되며, 의 실험 결과 값을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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