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열전도성 물질 내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준 분포형 온도 센서

A Quasi-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 Using Fiber

Bragg Gratings and Highly Thermal Conductive Materials

하우성, 박민규, 안소희, 김종기, Andreas Csipkes
*
, 오경환

연세대학교 물리 및 응용물리 사업단, *Micron Optics, Inc., USA

koh@yonsei.ac.kr

대규모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외부 전자기장에 간섭받지 않는 광섬유 온도 센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s, FBGs)

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격자 주위의 온도만을 감지하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 쓰임새가 제한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Rayleigh, Raman, 그리고 Brillouin 산란과 같은 빛의 비선형성을 이용한 분포형 온도 센서가 제시되

었지만, 신호 해석을 위한 구조의 복잡성 및 감지 범위와 해상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FBG의 단점인 국부적 온도 감지를 극복하면서도 분포형 센서의 장점을 두루 취하

는 FBG 기반 준 분포형 온도 센서를 높은 열전도성 물질을 통해 실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고안된 준 분포형 온도 센서의 구조.

그림 2. FBG1 근방 온도 변화에 따

른 투과 스펙트럼의 변화

본래 불연속적 센서인 FBG를 준 분포형 온도 센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열전도성 물질을 통한 열의 이동을

이용하였다. 파장 분할 다중방식(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WDM)을 도입하여 Corning SM28에 6m

간격으로 새겨진 여러 FBG의 모든 브래그 파장 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도록 하였고, 이를 그림 1처럼 전도성

오일로 채워진 스테인리스 스틸 304에 내장시켰다. 열전도체에 의한 온도 감지 능력 저하를 측정하기 위해 1cm

폭의 준 가우시안 분포의 열원을 FBG1(=1512.34nm @ 26.5℃)에 가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난다. 가

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는 온도 계수 0.0092 nm/℃를 가지며 선형적으로 적색 이동함이 확인되었으며, 이

는 기존의 FBG 기반 센서와 비슷한 수치로, 열전도성 물질에 의한 온도 변화 감지 능력에 질적 하락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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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또한 온도 증가에 따라 이 FBG2에 의한 (=1513.28nm @ 26.5℃)에 근접할수록 FBG간의

간섭에 의한 피크 주변 파장변조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정도는 각각의 FBG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첩된 파장 반응에서도 각각의 피크가 어떠한 FBG에 의한 반응인지를 분간할 수 있으므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위치를 어림셈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좁은 영역 가열에 따른 열의 이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그림 3. 간접 가열에 따른 투과 스펙

트럼의 변화.

그림 4. 스테인리스 스틸 304에 대한 1차

원 열방정식의 수치해.

스테인리스 스틸에 의한 열의 이동 및 준 분포형 센서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FBG1으로부터

60cm 떨어진 지점에 30cm 폭의 준 가우시안 분포 열원(최고 온도 203.3℃)이 가해졌으며 그 결과가 그

림 3에 나타난다. 열원이 가해지자마자 은 적색이동을 보였으며 10초 내에 1512.71nm에서 열적평형

을 이루었는데, 이는 62.4℃의 주변 온도 감지에 상당한다. 열의 이동 효율에 대한 열역학적 수치 비교 분석을

위해 1차원 열방정식을 고려하였는데, 준 가우시안 분포 열원에 따른 경계 조건 부여의 난해함을 피하고자 지속

적인 점가열에 준하는 Dirichelt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가열시간 동안 가열지점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지점

에서의 온도 는 다음의 Green 함수 해로 나타낼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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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실온(26.5℃), 는 열확산계수(스테인리스 스틸 304의 경우 4.76m
2
/s), 는 가열온도

(203.3℃)이며, 여러 값에 대한 수치해가 그림 4에 나타난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좁은 영역을 가열할 경우, 가

열 지점으로부터 60cm가 떨어진 지점의 온도를 62.4℃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6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

류에 의한 열손실을 고려하면 열전도 효과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30cm 폭의 준 가우시안 분포 열원을 가한 경우, FBG1에 의한 피크의 즉각적인 반응이 감지되었고 10초 이내에

열적 평형을 이루며 안정된 투과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비열 공식을 사용하여 에너지 차이를 계산한 결

과, 30cm 폭 열원의 경우 1cm 폭 열원에 비해 약 30배나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받았고, 그로 인해 30
2
배 이상

빠른 열전도 효과를 보임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제시된 방법은 WDM 뿐만 아니라 시간 분할 다중방식에도

효과적으로 반응할 것이므로 저렴한 준 분포형 온도 센서의 제작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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