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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BG센서는 구조물의 변형과 온도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BG센서를 이용하여 균열을 

측정하기 하여 FPGA와 DSP를 이용하여 인테로게이터를 개발 구 하 다. 개발한 인테로게이터는 원, 

서큘 이터, 그 이  그리고 CCD센서  제어기로 구성된다. FBG센서로부터 반사된 원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피크 장를 검출하고 피크 장의 변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

는 FBG센서 인테로게이터의 피크 검출 알고리즘에 주로 용하는 심  알고리즘과 Gaussian 근사법을 비

교한다. Gaussian 근사법에 개발한 인테로게이터에 합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ABSTRACT

FBG sensors are mainly used to measure strain and temperature of structures. In this paper, an interrogator of FBG sensors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measure the crack of structures using FPGA and DSP. Developed interrogator consists of an optical 

source, an optical circulator, an optical grating and a CCD sensor and controller. The spectrum of the reflected light from the 

FBG sensor is analyzed and peak wavelength is detected. Next, strain of structure can be measured using shift of peak 

wavelength. Centroid algorithm and Gaussian fitting which are mainly applied to detect peak wavelength of the interrogator are 

compared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experiment, Gaussian fitting is suitable for a developed interro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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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발 에 따라 각종 건축 구조물들이 거 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

하는 일본 등에서는 구조물의 안 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주로 변형률 

기반의 구조 반응 모니터링이 수행된다 .변형률로부터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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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최  응력 는 부재력 수 을 결정하고 설계 

기 에 의하여 부재의 허용 응력 는 설계 강도와의 

비교에 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한다[1]. 구조

물의 안 리를 하여 스트 인 게이지(strain 

guage)를 이용한 변형검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2]. 구조물의 안  진단에는 균열, 구조물의 기울기, 

비 괴 검사 등이 있으며, 균열 는 변형에 한 측

정은 구조물의 안 과 직결되는 요한 요소이다. 다

양한 변형 측정 방식 에서 진동 방식(vibrating 

wire) 센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3, 4]. 최근에는 구

조물 변형 측정을 하여 섬유 센서를 이용되고 있

다. 섬유 센서는 직경이 250로 작고 가벼우면서 

구조물의 기능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부에 장착 

는 내부에 삽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섬유 센서들 

에서 섬유 래그 격자(FBG, Fibre Bragg 

Grating) 센서는 다  측정이 가능하여 하나의 섬

유에 래그 격자의 심 장을 서로 다르게 한 여

러 개의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장 을 이용하여 해상도가 높은 단일  센

서와 넓은 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포형 센서의 

장 을 다 화 기법에 의하여 결합한 분포형 센서

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구조물 변형 센서와 연계하여 

구축  유지 리 비용의 감과 유선시스템에 사용

되는 동  센서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무선 송수신 

성능 구 을 하여 WLAN 용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 으며[5], 재난  구조물 안

 이상에 한 신속한 응을 하여 새로운 재난안

 무선통신망 구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FBG 섬유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 

변형을 측정하기 한 인테로게이터(interrogator)를 

개발 구 하 다. 개발한 인테로게이터는 원(optical 

source), 서큘 이터(optical circulator), 그 이

(optical grating) 그리고 CCD 센서  제어기로 구성

된다. FBG센서로부터 반사되는 원을 그 이 에

서 회 시켜 CCD센서로 입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FPGA와 DSP를 이용하여 CCD센서를 제어하여 반사

된 원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피크를 검출하고 피

크 장의 변이를 계산하여 변형을 측정한다. 따라서, 

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PC상에서 구 한다. 피크 검출

알고리즘로는 심  알고리즘(centroid algorithm)과 

Gaussian 근사법(Gaussian fitting)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한 인테로게이터에 하여 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심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구 되

지만 개발한 인테로게이터에서는 Gaussian 근사법이 

다소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 다.

Ⅱ. 변형 검출기

2.1 진동  방식 검출

진동 방식 센서(vibrating wire type strain 

gauge)는 물리량의 변화에 따라 탄성체의 고유 진동

수가 변화하는 상을 이용한 센서로써 탄성체의 고

유 진동수는 품질계수(Q factor)가 높기 때문에 재

성, 분해능  안정성이 좋지만 입출력 계가 비선형

이기 때문에 신호처리가 복잡하다. 진동 방식 센서는 

기  변환기가 아니라 기계 인 변환기이다. 진동

방식 센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동 방식 센서의 기본 구조
Fig. 1 Basic structure of vibrating wire type sensor

진동 방식 센서는 진동 (vibrating wire, 경강선)

을 센서 구조에 맞게 랜지 등의 고정단에 일정한 

장력을 가하여 고정시키고 자력을 형성시킬 수 있

는 마그네틱 코일(flucking coil)을 진동 에 치시켜 

출력장치에서 마그네틱 코일에 신호를 입력하면 강한 

자력이 형성되어 진동 을 진동시킨다. 진동 은 진

동이 발생하고 마그네틱 코일을 통한 공진 주 수로 

측정되어 출력장치에 당 진동수(frequency)로 표시

된다.

2.2 FBG 센서를 이용한 변형 검출

FBG센서는 Hill[7]에 의하여 처음 시연되었다. 

기에는 섬유를 따라 송되는 가시 선을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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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격자(optical grating)가 제조되었다. 섬유의 

주성분은 실리카로 되어 있으며, FBG는 섬유 코어

에 게르마늄(Ge)과 같은 불순물을 첨가한 후 자외선 

을 통하여 주기 으로 굴 률을 변화시켜 격자를 

새긴 것이다. FBG는 기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굴 률 특성을 가진 FBG센서 구조와 
스펙트럼 응답

Fig. 2 A Fiber bragg grating structure, with reflective 
index profile and spectral response.

그림 2와 같이 역 원을 입사시켜면 섬유 

코어 부분의 일정 주기의 굴 률 변화에 의하여 식 

(1)의 Bragg 조건에 맞는 Bragg 장만을 반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며, 섬유 격자를 통하여 반사되는 

장을 Bragg 장이라고 한다. 

   (1)

여기서, 는 Bragg 장이며, 는 섬유의 

유효 굴 률, 는 제작된 격자 간격이다. 식 (1)으로

부터 Bragg 장은 유효 굴 률과 Bragg 격자 주기

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유효 굴 률과 격자

의 주기는 온도와 변형률의 함수이므로 FBG 에 온도

나 변형을 가하면 Bragg 장이 달라진다. Bragg 

장의 변화량은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는 탄성 상수이며, 은 섬유 격자에 가해

진 변형률 변화량, 는 섬유의 온도에 따른 팽창 

계수이며,   는 온도에 의한 섬유 굴 률 변화 변

그리고 는 섬유 격자에 가해진 온도 변화이다.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하기 한 것이기 때문 온도 변

화를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변형률과 Bragg 장의 

계를 식 (3)와 같이 표 할 수 있다[8]. 

 




(3)

Ⅲ. 인테로게이터와 피크검출 알고리즘

3.1 이미지센서 제어 

개발한 CCD방식의 인테로게이터는 측정 장 범

는 C 밴드로써 1,520 nm에서 1,560 nm 까지이다. 

그림 3은 이미지센서의 타이 도이다. AD_sp는 

AD변환 시작 펄스 신호이며, AD_trig 는 CCD 이미

지센서의 각 픽셀의 출력을 동기화한다. VIDEO 는 

CCD 이미지센서의 출력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CCD 이미지센서 제어기를 그림 4

와 그림 5는 각각 구성도와 구 된 인테로게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CCD 이미지센서에서 요구하는 클럭

과 AD_sp, AD_trig 신호를 DSP의 제어에 따라 생성

한다. CCD의 출력신호는 AD 변환기를 거쳐서 DSP

로 입력되고 USB 포트를 통하여 모니터링 PC로 데

이터가 송된다.

그림 3. CCD 이미지센서 타이 도
Fig. 3 Timing chart of CCD image sensor

그림 6은 단일 채  FBG센서로부터 반사된 원

에 한 인테로게이터 출력신호를 USB로 수신한 데

이터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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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CD 이미지센서 제어기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CCD image sensor

그림 5. 개발한 인테로게이터와 FBG 센서
Fig. 5 Developed interrogator and FBG sensor

그림 6. USB 드라이  테스트 결과
Fig. 6 Test result of USB driver of interrogator.

3.2 피크 검출 알고리즘

FBG센서는 정상상태에서는 역 원에 하여 

일정한 장을 반사한다. 온도 는 형태의 변화에 의

하여 피크 장의 섭동(disturbance)을 측정하여 온도 

는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한다. 일반 인 FBG 센서

의 불균일한 외란에 의하여 잡음과 왜곡이 생기기 때

문에 잡음에 강건한 피크 검출이 필요하다. 피크를 검

출하는 기술이 인테로게이터의 정도(accuracy)를 결

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피크 검출 알고리즘

이 인테로게이터에 용되고 있으나, 주로 심정 알

고리즘(centroid algorithm)과 Gaussian 근사법

(Gaussian fitting)이 사용되고 있다. 

심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

으로 식 (4)과 같이 스펙트럼의 기하학  심 을 

생성한다. 

 














(4)

여기서, 은 스펙트럼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번째 장과 진폭을 의미한다. 심  

알고리즘에서 스펙트럼 심 으로 장의 변이를 결

정한다[9, 10]. 

최근에는 확률 모델에 맞추어서 피크를 검출하는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다. Gaussian 근사법은 

Gauss-Newt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승오차를 최

소화함으로써 구 된다[10]. 모델 Gaussian 함수는 식 

(5)와 같다. 

 exp




 (5)

  그리고 는 조정계수이고, 는   장에 

한 진폭이다. 식 (5)의 Gaussian 모델에 하여 식 

(6)와 같이 다항식 근사법(polynomial fitting)으로 

Gauss-Newt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6)

은 다항식 모델의 차수이며, 는 번째 장의 

진폭을 나타내며, 는 번째 장이고, 는 다항식 

계수이다. 에 한 식 (6)의 미분은 상수이기 때문

에 시스템은 선형이며 단 1회의 Gauss-Newton 알고

리즘의 반복으로 최 화된 계수를 얻을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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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심  알고리즘과 Gaussian 근사법의 계

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N은 피크 검출을 한 샘  

수 있으며, L은 반복횟수를 나타낸다. 샘 수를 7로 

하 을 때, 심  알고리즘은 곱셈 7회, 덧셈 12회가 

필요하며, Gaussian 근사법은 곱셈 50회, 덧셈 27회가 

필요하다. Gaussian 근사법이 심  알고리즘에 비

하여 계산량은 다소 많다.

Algorithms Multiplications Additions

Centroid algorithm (N-1)+1 2(N-1)

Gaussian fitting (N
4
+1)L (2L+1)(N-1)

표 1. 계산량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Computation

Ⅴ. 실험결과  검토

개발한 인테로게이터를 이용하여 FBG센서의 변형

에 한 실험을 하 다. 원으로는 1,520∼1,560nm 

의 역 특성을 갖는 이  원을 사용하 으며, 

Gaussian 근사법과 심  알고리즘으로 변형에 한 

성능을 비교하 다.

그림 7과 8은 개발한 인테로게이터를 이용하여 수

집된 256 샘  데이터에 하여 각각 심  알고리

즘과 Gaussian 근사법을 이용하여 피크 검출 결과이

다. 그림 7과 같이 심  알고리즘으로 측정한 피크 

변화는 약 19pm 범 에 있으며, Gaussian 근사법으

로 측정한 피크 변화는 약 3pm 정도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Gaussian 근사법이 개발한 인테로게이터에서 

보다 정 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7. 심  알고리즘에 의한 피크 검출 결과
Fig. 7 Result of peak detection by centroid algorithm

그림 8. Gaussian 근사법에 의한 피크 검출 결과
Fig. 8 Results of peak detection by Gaussian fitting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BG 센서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

이를 측정하기 한 인테로게이터를 개발하고 인테로

게이터를 한 피크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

다. 심  알고리즘과 Gaussian 근사법을 개발한 

인테로게이터를 이용하여 성능 비교를 한 결과 

Gaussian 근사법이 심  알고리즘에 비하여 피크 

검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개발한 인테로게이

터는 교량, 터 , 원자력발 소 외벽 등의 변형을 측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개발한 인

테로게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하여 WIFI 는 

Zigbee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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