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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광파이버센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광파이버센서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 둥이 개발한 헤태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큰 곡률 반경에 있어서 전달손실이 발생하며 민감한 

손실특성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원리상 온도의존성이 거의 없어 온도보상이 필요 없고, 마크로벤딩에 의 

한 광량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이므로 파단우려가 없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정을 갖는 센서에 대한 

내환경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헤테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를 이용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 

는 광네트워크형 멀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온도변화에 대한 센싱 

시스템의 강인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것은 실용적 관점에서 계측시스탱 전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소개한다. 

액심용어 헤테로코어 , 광파이버센서, OTDR, 환경모니터 링, 온도변화, 강인성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ulti purpos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developed as a commercially avai l

able standard using the technique of hetero-core spliced fiber optic sensor. The monitoring system has been tested and evaluated 

in a possible outdoor condition in view of the full scaled operation at actual sites to be monitored. Additionally, the developed 

system in this work conveniently provides us with various options of sensor modules intended for monitoring such physical 

quantities as displacement, distortion, pressure, binary states, and liquid adhesion. Two channels of optical fiber line were moni

tored, in each of which three displacement sensor modules were connected in series, in order to examine the performance to a 

pseudo-cracking experiment in the outdoor situation, and to clarify temperature influences to the system in terms of the cou

piing of optical connectors and the OTDR stability. The pseudo-cracking experiment successfully obseπed the actually given 

cracks by means of calculation based on the detected displacement values and their geometrical arrangement of the used sensor 

modules. And the robustness to the temperature is verified in the various temperature change. 

KEYW。RDS hetero-core, optic fiber sensor, OTDR, environment monitor·ng, temperature change, robustness 

1. 서 르룰 
L_ 

최근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에 따른 

붕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물의 파괴 및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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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만 아 

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모니터링 시스램은 이 

젠 우리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전기식 스트레인 게이지가 건설현장 주위의 환경모니터링 

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지만 수년 또는 수십년의 장기간에 

걸친 환경모니터링에는 금속부식 및 전력손실 등의 이유 

로 적합하지 않다. 이외는 달리 광파이버센서는 내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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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장 동에 대해서도 거의 영향을 받 

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볍고 신호의 왜곡이 적다는 이점 

이 있다. 또한 광파이버선 자체를 센서 망으로 이용하면 

원격 및 다점으로 분포계측이 가능하며 전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게 된다 

광파이벼선 자체가 센서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BOTDR 

(Brilloui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나 FBG 

(Fiber Bragg Grating)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센서도 각각 장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정도, 시공조건, 가격 등의 면에서 아 

직 어느 것 하나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저자 등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헤태로코어 

형 광파이벼센서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수년간에 걸쳐 다 

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Watanabe et al., 1999; 

Watanabe et al., 2000; Iga et al., 2003시ga et al., 2004; 

Sasaki et al., 2004). 헤태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큰 곡률 반경에 있어서도 전달손실이 발생 

하며 민감한 손실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원리상 온도의존 

성이 거의 없어 온도보상이 필요 없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의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헤태로코어형 광따이벼센서의 센싱 

원리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개발된 광파이버센서를 이 

용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광네트워크형 멀티 

환경 모니터링 시스탱을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 할 내환경 

특성을 검토한다, 즉, 온도변화에 대한 센싱시스템의 강인 

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실용적 관점에서 계측시스템 

전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소개한다. 

2. 헤테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 원리 

2.1 센서원리 

헤태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는 그림 l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전송로 역할을 하는 광따이벼를 임의의 위치에서 절단 

하고 그 사이에 전송로보다 작은 직경의 광파이버를 삽입 

하여 융착한 것이다. 특히 직경이 다른 2가지 광파이버를 

융착하여 가공하였기 때문에 코어부를 저자는 헤태로코어 

- ,. 

/ \ 
융착 융착 

그림 1. 제작된 헤테로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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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른다. 이렇게 융착하여 기공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헤태로코어부를 통해 광누설이 생기게 된다. 만일 이 

부분이 구부러지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광누설량이 더더 

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헤태로코어부 

에 구부러짐이 발생하도록 하면 물리적인 특성변화(변위, 

변형 등)를 계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크랙발생 등을 계측하고자 한다면 직선적인 변위에 대해 

헤태로코어부가 구부러지도록 센싱모률을 구성하게 되면 

변위정도는 광누설량을 계측함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직선변위에 의해 코어부가 구부러지도록 설계 

된 변위센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변 

위증가에 따라 광누설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와 

제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그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센서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변화에 대한 광누설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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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파이 버샌서 특성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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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위에 대한 광누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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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형적인 관계를 이용하면 변위계측을 통해 물리적 특 

성을 관찰하고자 하는 센서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센 

서로 응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센서, 크랙센서, 경사센서 등 다OJ한 형태의 

센싱모률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용화 가능성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3. 멀티환경 모니터링 시스탬 

3.1 표준변위 센싱모률의 다점계측 실험 

본 연구에서는 멀티환경모니터링시스템의 2채널을 이 

용하여 표준변위 센싱모률을 광파이벼 l개선상에 3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광파이벼를 절환하는 다점 계측시스템의 

계측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준변위 샌싱모률은 알루미늄케 

이스 및 변위곡률변환기로 구성된다 길이 140 mm, 폭 

40 mm, 두께 JO mm, 무게 130 g으로 특별한 방수기능을 

갖고있지는않다 

이러한 준비아래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다점의 

표준변위센싱모률을 유사균열발생장치에 가설하여 실험 

실외 환경에서 10일간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5 

와 그림 6은 실험에 사용한 유사균열발생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S(a)는 균열발생 전, 그림 S(b)는 임의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열발생 방향에 

수직으로 표준변위센싱모률 1∼5(센서 S J ∼SS)를 배치하였 

다 센서 S6은 균열과는 상관없이 변위가 일정하게 되도록 

고정하였다. S6의 계측값이 변동하는 경우는 센서, 센서고 

정판의 옹도변화나 OTDR의 계측오차가 변한 경우를 생 

각할수있다. 

1400 

κfounting poin 

(a) General view of arrangement with no cracki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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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rection Base plat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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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plate A 

(b) Case with displacement d 

Fixed point 

그립 5. 유사균열발생 실험 개넙도 

3.2 실외계측에 있어서의 동작특성 

유시균열발생 측정실험에 앞서, 실외에 설치한 유사균 

열발생장치의 주위옹도, 기상변화에 의한 시스램의 변동 

을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균열발생장치 

(그림 6)는 실외에, 시스랩 콘솔 등은 실내에 설치하여 온 

도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DisJ>_lacement sensor modules 

않:~~~1 l.l.....l. ...... I .... ↓{달옳 흡술’ 담웰己 
l_ Distortion sensor modules _ _! Pressure s.1 s r 

·•·· :1: 침 } For 빼onal sensor modul es moulll 

MMF 

Liquid detection module 

(a) 시스템 콘솔 (b) 모니터링 시스템 개략도 

그림 4. 멀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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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샌서가 설치된 유사균열발생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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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온도변화에 대한 센서특성 변화 

그림 7은 1 0일간에 걸쳐 계측한 OTDR 및 고정판의 온 

도변화와 센서 Sl, S2 및 S4의 측정값 변동을 나타내고 있 

다. OTDR의 옹도변화는 광원 유니트 광출력용 파이벼 컨 

넥터부의 온도변화를 계측하였다. 또한 고정판의 옹도는 

그림 5(a)의 점 T에서 계측하였다. 각 변위센서 모률에는 

임의의 적당량의 오프셋 변위량이 주어진다. 여기서 SI은 

약 0.48 mm, S4는 약 0.42 mm, S2는 약 0.02 mm정도로 설 

정하였다 

또한 광파이버 컨넥터부의 온도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서 S4는 파이버선과 융착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였 

고 나머지는 컨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다 

실외온도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고정판은 약 10。c

∼20°c에 걸쳐 반복하여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도변화 

에 대해 융착하여 접속한 센서 S4의 계측오차는 임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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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오프셋 변위를 중심으로 土2 µm였다. 한편 컨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한 센서 SI 및 S2는 土1 0 µm정도의 오차를 

갖고 변동하였다. 이것은 헤태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의 

원리상 온도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 

지 접속에 있어 사용한 컨넥터가 받는 온도영향이 오차발 

생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센 

서 소자인 헤테로코어부를 고정하는 부분의 열적변화가 

커지게 되면 이에 대한 영향도 클 수밖에 없으나 FBG등에 

비하면 그 영향은 극단적으로 미미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OTDR의 계측오차로부터 연산되어지는 센성모률의 계측 

오차는 거의 土I µm이기 때문에 실외에 있어서도 융착하는 

방법으로 접속하게 되면 OTDR의 계측오차 한계까지 계 

측할 수 있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S6의 변화는 Sl 또는 

S2와 같은 정도이고 주어진 온도변화에 대한 고정판 금속 

의 열팽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것은 센싱모률과 고정 

판을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였고, 또한 팽창방향이 서 

로 상살되는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상살되지 않는 열적변 

화는 센싱모률 고정용 나사 등에 의해 흡수되어 단순한 열 

팽창계수로부터 계산되는 열적 변화량 보다 작은 값이 관 

측된다고볼수있다. 

(a) 온수조에 샌서를 투입하여 특성 시험하는 모습 

(b) 얼음박스에 센서를 넣고 특성 시험하는 모습 

그림 8. 온도변화에 대한 센서특성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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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온도변화에 대한 광량변화 

3.3 광범위한 온도변화에 대한 영향 검토 

3. l절에 소개한 실험결과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 

을 경우의 센서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림 8과 같이 방수형의 센서를 옹수조와 얼음속에 넣 

고 약 10℃에서 90。C 이상의 영역에서 온도가 변할 때의 

센서가 받는 영향(광량변화)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괴를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붉은색 선은 온도변화를 나 

타내며 파랑색 선은 OTDR을 이용하여 계측한 광량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JO℃에서 90°C 정도의 

온도변화에 대해 센서로부터 발생된 광량변화는 O.Ol[dB] 

이었다. 이것은 OTDR의 분해능에 해당하는 변화량으로 

온도변화에 센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헤태로코어형 광센서의 온도변화에 대한 강인 

성이 실험으로 검증되었다고 할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광파이벼센서를 개발하고 

환경모니터링용 센서로서 강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 분석 

하고 평가하였다- 개발된 센서는 기존 광파이버센서가 갖 

는 장점인 방폭성, 저전력소모, 내부식성 및 장거리 다점 

계측 등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파단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온도변화에 강인한 점 등의 우수한 특성 또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열악한 토목, 건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센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개발된 센서의 내환경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종 환경정보를 하나의 시스뱀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적 관점으로부터 계측시스랩 전체의 환경변 

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2채널의 광파이버 

선 각각에 3개의 표준변위 센싱모률을 직렬로 접속한 시 

스댐을 유사 균열발생장치에 설치하여 실외환경에서의 온 

도변화, 유시균열상황에 대한 성능을 컨넥터 접속이나 

OTDR 성능 등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광 

범위한 온도변화에 대한 센서의 강인성 평가를 통해 헤태 

로코어형 광파이벼센서의 실용성과 고신뢰성을 확인하였 

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광파이벼센서는 센서기능만 갖 

는 것이 아니라 센서 그 자체를 광통신용으로도 동시에 이 

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광센싱네트워크 구축이 가 

능하므로 U-C따 구축에 가장 적합한 센싱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본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본다 

감사의글 

본 연구는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하 

여 수행되었습니다(과제변호. Sl023728). 

참고문헌 

lga, M ‘, Seki, A. , Kubata, Y. and Watanabe, K. (2003) Acidity 

measurements based on a hetero-core structured fiber sensor, 

Sensors and Actuators, 896, pp. 234-238. 

Iga, M., Seki, A. and Watanabe, K. (2004) Hetero-core structured 

fiber optic surface p lasmon resonance sensor with si lver film, 

Sensors and Actuators, B 101, pp. 368-372. 

Sas외ci , H., Watanabe, K. and Kubota, Y. (2004) A hetero-core 

splice fiber optic displacement sensor and the accuracy eval

uation, η·ans. SICE, 40(10), pp. 98 1-987. 

Watanabe, K., Matubara, S. and Kubota, Y. (1999) A hetero-core 

fiber sensor using OTDR, Trans. SJCE, 35(1 ), pp 32-37. 

Wa따nabe, K., Tajima, K. and Kubota, Y. (2000) Macrobending 

characteristic of a hetero-core splice fiber optic sensor for dis

placement and liquid detection, IEICE Tl’·ans., 83-C-3. 

Jα'Jmal of The Kα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1, No. 3 


	요약
	Abstract
	1. 서론
	2. 헤테로코어형 광파이버센서 원리
	3. 멀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4.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