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2, No. 4. pp. 289-295, November 2009

289

케이블의 곡률 측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광섬유 마이크로벤드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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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의 굽힘 정도를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케이블의 양방향 굽힘 측정을 위해 굽힘시 동일한 강도와 크기의 마이크로벤드 현상을 광섬

유에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이를 반영한 측정 장치로 케이블의 곡률이 0.1 cm-1 부터

0.4 cm-1인 범위 내에서 증가함에 따라 광신호의 크기가 감쇠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센서의 분

산측정 적용을 위해, OTDR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곡률별로 구분된 굽힘 지점들에서 반사된 광 펄스 신호들의 크기

를 측정하여 기준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분산 센서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In this paper the measurement method of cable's curvature using fiber optic microbend effect and

its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he novel structure of fiber optic microbender, which can generate

microbend effect on the optical fiber in the case of both directional bending of cable, was designed. Through

the experiment using suggested sensing system, the increasing trend of attenuated optical power was found out

under the range from 0.1 cm-1 to 0.4 cm-1 of curvature. To the multi and distributed measurement, using OTDR,

the scattered optical pulses at the bending points a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 which was mea-

sured by optical power meter.

Keywords: Fiber Optic Microbend Sensor(광섬유 마이크로벤드 센서), Curvature Measurement(곡률 측

정), Underwater Cable(수중 케이블),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OTDR)

1. 서 론

국가 간에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으로 해저에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과 관련된 과학적·

상업적 목적으로 선상과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 탐사장비가 활발

히 적용되고 있다.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의 해상작업이 필요하며, 큰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되므

로, 설치된 수중 케이블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

요하다. 수중을 탐사하는 무인잠수정의 경우도, 알 수 없는 수중

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중

케이블의 물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일은 안정적

인 탐사작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중 케이블의 손상은 주로 케이

블의 굽힘(bending)과 뒤틀림(torsion)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굽

힘 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케이블의 굽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섬유의 전

달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측정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광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케이블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굽힘

은 매크로밴딩(굽힘 반경이 수 cm 크기인 굽힘)으로, 이를 통해

유발되는 광신호의 감쇠 정도는 0.001 dB 이하이므로, 수 천 번의

반복적인 굽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광신호의 감쇠 크기

를 통한 광섬유의 굽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기존의 일부 연구

에서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하여 케이블 등의 수중 구†Corresponding author: swoh@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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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변형을 측정한 연구사례(최종수 외, [2008], Zhang et al.,

[2007])가 보고되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광섬유에 브래그 격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엑시머 레이저등과 같은 고가의 장치를 이용

해야 하며, 광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패브리페로 필터 등과 같은

고가의 측정 장치가 필요하므로 센서의 구성에 있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케이

블의 굽힘 정도와 굽힘 발생 위치를 새로운 측정 구조물을 이용

하여 광 신호의 크기 측정만으로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연성 케이블

을 측정 대상으로 하며, 새롭게 설계한 센서 구조를 이용한 측정

방법과 모의 조건하의 실험 결과에 대해 차례로 제시한다.

2. 측정 이론 및 설계

일반적으로 광섬유는 우수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굽힘 반경이 수 cm 크기인 굴곡이 광섬유에

생기더라도 광섬유의 내부를 통과하는 빛의 강도를 감쇠시키는 영

향은 매우 작다. 그러나 굽힘 반경이 수 mm 크기인 경우, 즉 마

이크로벤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크기의 빛의 손실

이 야기되어 광섬유 내부를 통과하는 빛의 강도가 저하된다. 이러

한 광 손실은 광섬유를 전송선로로 이용하는 광통신 분야에서는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1980년 Fields에 의해 마이크로벤드 특

성을 이용하여 압력(Fields et al., [1980])을 측정한 사례를 시작

으로, 구조물의 변형(Lagakos et al., [1981]), 온도(Varshneya et

al., [1985]), 음파(Yoshino et al., [1984]), 물(Tomita et al., [1990])

등을 감지하는 센서로 응용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처럼 광섬유

에 마이크로벤드가 발생할 경우 빛이 손실이 발생하여 입사된 빛

의 강도가 저하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 강도 변조형 광섬유 센

서(intensity modulated fiber optic sensor)를 광섬유 마이크로벤드

센서(fiber optic microbend sensor)라 한다. 

광섬유를 따라 전달되는 빛은 인가된 마이크로벤드에 의해 손

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광섬유 코어 내부의 가

장 높은 광 모드(higher order mode)가, 빛이 빠르게 감쇠되는 클

래딩 모드(cladding mode)와 결합(coupling)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다. 즉 광섬유에 삽입된 측정 대상의 구조적인 변화는 광섬유의

형상을 변하게 하며 이는 진행 광의 모드 사이에 결합을 발생시

키고 최종적으로는 광섬유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강도를 변하게

한다. 이러한 빛의 강도 변화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측

정 대상의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광섬유 마이크로벤드 센서의 원

리이다.

Fig. 1은 마이크로벤드 광섬유 센서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낸

다. 광섬유에 마이크로벤드 현상을 일으키는 기계적인 장치(이후

마이크로벤더)는 광섬유에 주기적인 굽힘을 가하기 위해 특정한

돌출 구조를 갖는데, 이러한 돌출 구조에 의해 사인파형으로 변형

된 광섬유의 굴곡 크기는 빛의 강도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돌출 구조의 개수와 공간적 파장(Λ)은 센서의 감도를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돌출 구조에 의해 광섬유에 인가되는 외부 변동은 광섬유 내에

서의 모드에 따른 전파 상수(propagation constant) β의 차이(전파

상수 β를 갖는 모드와 β'를 갖는 모드의 차이)와 공간적 파장 Λ

과 관련이 있으며 식 (1)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Fields, [1980]).

(1)

다중 광섬유 내에 존재하는 m번째 모드와 (m+1)번째 모드 사

이의 전파상수의 차이는 식 (2)와 같다(Fields, [1980]).

(2)

여기서 M은 다중 광섬유 내에서의 전체 모드의 개수이며, a는 광

섬유의 반경이고, α는 감쇠상수(attenuation constant), Δ는 광섬유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 차이의 비로 비굴절류 차라고 한다. M2는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에서 k는 빛의 진공 중의 전파 상수이며 λ의 광원 파장에 대

해서 k=2π/λ로 표현된다.

굴절률이 완만하게 변하는 광섬유(graded-index or parabolic-

index optical fiber)의 경우에는 감쇠 상수 α=2 이므로, 전파 상수

의 차가 식 (4)과 같이 상수로 정리 되어, 이로부터 근접한 광 모

드 사이에는 같은 전파상수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식 (1)과 식 (4)로부터 공간상의 파장 Λ는 식 (5)와 같이 정리된다.

β′ β–
2π
Λ
------=

Δβ
m

2

a
---

αΔ
α 2+
-----------⎝ ⎠
⎛ ⎞

1 2⁄
m

M
-----⎝ ⎠
⎛ ⎞

α 2–( ) α 2+( )⁄

=

M
2 α

α 2+
-----------⎝ ⎠
⎛ ⎞

n0ka( )2Δ=

β
m 1+ β

m
–

2Δ
a

----------=

Fig. 1. General structure of microbender in microbend fiber optic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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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no는 코어에서의 최대 굴절률이고 NA는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굴절률이 완만하게 변하는 광섬

유에서는 일정한 공간적 파장을 갖는 외부 변동에 의해 인접한 모

드가 가장 낮은 광 모드로부터 차례대로 발산하는 클래딩 모드로

결합된다. 따라서 모드 수에 대한 연관성이 없으며, 낮은 차수의

모드는 높은 차수 모드에 결합되고, 높은 차수의 모드는 발산되어

사라지게 된다. 

굴절률이 완만하게 변하는 광섬유의 경우, 위의 관계식으로부

터 광섬유의 특성(NA, a, no)을 알고 있으면, 광섬유의 모드 사이

에 결합을 발생시키는 외부 변동의 공간상의 파장 Λ을 구할 수

있다. 즉, 광섬유에 따라 마이크로벤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물의 공간상 파장 Λ 값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현상을 이용하여 케이블

의 곡률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케이블에

굽힘이 발생할 경우, 굽힘이 발생한 부분에 광섬유의 마이크로벤

드 현상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마이크로벤더를 설계하여

해당 부분에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위, 압력 등

을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벤드 광섬유 센서의 경우, 대부분 Fig.

1과 같이 끝부분이 삼각형 모양인 돌출 구조를 일정하게 배열하여

광섬유에 마이크로벤드 현상이 발생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

한 형태는 광섬유를 향한 방향의 변위에 대해서만 마이크로벤드

가 작용되고, 광섬유가 위치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벤드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이블

의 굽힘은 Fig. 2와 같이 케이블의 길이에 대해 위, 아래 또는 양

옆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마이크로벤더로는 케

이블에서 발생하는 여러 방향의 굽힘을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가닥의 광섬유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길이에 대해 위, 아래로 발생하는 굽힘 변형에 대해서 마이크로벤

드 현상이 모두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벤더를

Fig. 2와 같이 설계하였다. 제안된 구조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스테이플러용 철심(두께 0.5 mm)을 이용하였으며, 길이가

23 mm인 철심의 5 mm 부근에서 45o의 기울기를 갖도록 구부린

것을 3개 묶음과 4개의 묶음으로 구성되도록 수평으로 철사를 이

용하여 순간접착제로 고정하였다. 연결된 3개 묶음 구조와 4개의

묶음 구조 상단 부분(길이 a=13 mm)의 끝은 고리형태로 구부려

서 광섬유의 둘레를 둘러싸도록 하였고 케이블의 표면과 닿는 하

단 부분(길이 b=5 mm)은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의 표면에 에폭

시 본드로 고정하였다. 

제안된 구조를 설치한 케이블에 Fig. 2와 같이 상·하 방향으

로 굴곡이 발생할 경우, 철사구조 상단의 고리에 구속되어 있는

광섬유는 굴곡의 방향에 따라서 Fig. 3과 같이 크기가 수 mm인

마이크로벤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케이블의 굴곡이 클수록 더

큰 마이크로벤드 현상이 광섬유에서 발생하므로, 케이블의 곡률에

따라 광신호의 감쇠가 차등적으로 일어난다.

제안된 구조물의 철선 사이의 간격(Λ)은 사용하고자 하는 광섬

유의 특성(NA, a, no)을 이용하면, 앞에서 설명한 식 (5)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광섬유는 YOFC에서

Λ 2πa

Δ
-------------

2πan
o

NA
--------------= =

Fig. 2. 3D view and schematic of microbend sensor suggested in this experiment.

Fig. 3. 3D view of microbender made of iron wire (left: positive

bending, right: negative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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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굴절률이 완만하게 변하는 다중 모드로 그 특성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광섬유의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상 마

이크로벤드에 따른 광 손실을 최적으로 유발시킬 있는 외부 변동

의 공간적 파장(Λ)은 8.24 mm이다.

3. 실험 조건 및 결과

앞 장에서 설계한 광섬유에 마이크로벤더의 공간적 파장 치수와

마이크로벤드에 의한 광신호의 감쇠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첫 실험으로 공간적 파장을 4 mm, 8 mm, 12 mm, 16 mm, 20 mm

로 변화하면서, 각 각에 대한 광신호의 감쇠 크기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광섬유는 굴절률이 완만하게 변하는 다중 모드로,

이 섬유에 한 번의 마이크로벤드 효과만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철

심 2개 묶음 - 1개 묶음 구조 한 쌍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벤드의

크기가 5 mm가 되도록 5개의 서로 다른 공간적 파장에 대해 각

각 적용하여, 감쇠되는 광신호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광신호의 인

가에 사용된 광원은 YOKOGAWA의 AQ4270 모델(Fig. 4 참조)

로 FP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최대 4 mW인 광신호를 1310 nm와

1550 nm의 파장으로 출력할 수 있다. 측정에 사용된 광 파워미터

는 YOKOGAWA의 AQ2160 모델로 -70 dBm에서 10 dBm 크기의

빛을 0.01의 분해능으로 표시하며 계측 정확도는 ±5%이다.

Fig. 5는 이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광신호의 감쇠

가 최대로 발생한 구조의 공간적 파장은 8 mm인 경우이며, 다른

4가지의 경우에서는 광신호의 감쇠 크기가 파장이 8 mm인 경우

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이론식으로 도출한

최적의 공간적 주기인 8.24 mm와 가장 근사한 치수(8 mm)에서

최대의 광 손실이 발생하므로 본 실험에서 케이블의 곡률 측정에

사용할 마이크로벤더의 파장을 8 mm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을 측정 대상으로 하며, 케이블의 굽힘 정

도를 곡률에 따라 분류하여, 각 곡률별 분류된 케이블에 대해 광

섬유와 마이크로벤더를 적용하고 광 신호의 감쇠 크기를 측정하

여 이를 곡률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을 이 연구의 실험을 통해 진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광센서에서 마이크로벤드 현상은 변위, 압

력, 온도 등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트랜스듀서로서 이용되며, 공

통적으로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의 크기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의 정도가 결정된다.

본 실험에서 제안한 마이크로벤더 구조 역시 케이블 곡률의 변

화량에 따라 케이블 굴곡 발생 위치에 적용되는 광섬유의 마이크

로벤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며, 두 변화량은 비례하

는 관계를 갖고 있다. 케이블의 곡률에 따라 광섬유에 발생하는

마이크로벤드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벤더의 움직임을

2차원적으로 모사하였다. 케이블의 굽힘은 곡률 반경이 10 cm,

5 cm, 3.3 cm, 2.5 cm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곡률로 표시하

면 0.1 cm-1, 0.2 cm-1, 0.3 cm-1, 0.4 cm-1이다. 마이크로벤더의 케이

블 곡률별 움직임 모사를 위해 2차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케이블의 곡률별 마이크로벤더의 변

위 값을 구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Fig. 2의 확대 부분과 같이 두

개의 철심 묶음 중, 하나의 철심 구조에 대한 것으로 변위의 기준

은 케이블에 굽힘이 없는 상태이며, 변위의 방향은 케이블 곡률

발생에 따른 구조물의 움직임 중 케이블의 길이 방향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6과 같으며, 이를 통해

Table 1. Characteristics of optical fiber used in this experiment (source:
GIMM data sheet by YOFC) 

Characteristics Conditions Specified Values Units

Optical characteristics A B

Attenuation
850 nm

1310 nm
≤2.7
≥0.6

≤3.0
≥0.8

[dB/km]
[dB/km]

Numerical Aperture (NA) 0.275°æ0.015

Group index of refraction
850 nm

1310 nm
1.496
1.491

Geometrical characteristics

Core diameter 62.5±2.5 [μm]

Cladding diameter 125.0±1.0 [μm]

Coating diameter 242±7 [μm]

Mechanical characteristics

Bending Dependence
Induced Attenuation

850 nm 1310 nm
100 turns, 75 mm diameter

≤0.50 [dB]

Fig. 4. Experimental equipments used in this laboratory test.

Fig. 5. Sensor response versus perturb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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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곡률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벤더의 변위가 증가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구조에 따르면 마이크로벤더는 광섬유에

외부 변동을 가하므로, 마이크로벤더의 변위는 광섬유의 마이크로

벤드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 제시한 구조에서는 케이블의 굽힘에

따라 교차된 철심 구조에서 동시에 변위가 발생하고, 이 변위에

의해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현상이 발생하므로, Table 2에 표시

된 하나의 철심 구조 변위 값의 두 배의 변위에 해당하는 값이 마

이크로벤드의 크기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마이크로벤더와 광섬유를 실제 케이블에

설치한 후, 케이블의 곡률 변화에 따라, 감쇠되는 광신호의 변화

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케이블은

직경이 6 cm인 폴리우레탄 재질의 수중 케이블로 실험을 위해

1.5 m의 길이만을 이용하였다. 실험 시, 케이블의 곡률 상태 유지

를 위해, 조건에 따라 곡률 반경에 맞게 제작한 원통에 케이블 한

바퀴 감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감기 전 후의 광신호의 크기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광신호의 측정을 위해, 앞서 마이크

로벤더의 파장별 광 신호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광

원과 광 파워미터를 이용하여, 각 곡률별로 굽힘 전·후 10번의

측정 결과 값을 기록하였고, 정량화를 위해 이 값들의 평균을 각

곡률별 광신호의 감쇠 크기로 정하였다. Fig. 7은 각 곡률별 케이

블의 굽힘 전·후에 측정된 광신호의 감쇠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케이블의 곡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광신호

의 감쇠 크기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블의 굽힘 정도

가 커짐에 따라 굽힘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광섬유의 마이크로벤

드의 크기가 커져 이곳을 진행하는 빛의 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조건 중, 케이블의 곡률 크기를 0.05 cm-1로 하여 신호를

측정하였으나, 케이블의 굽힘 유무에 따른 광신호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얻었다. 이는 해당 조건에서 발생하는 마이

크로벤드가 작아, 모드 사이에서 결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광

신호의 감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케이블의

곡률 크기를 0.5 cm-1, 0.6 cm-1로 각 각 증가시켜 실험을 진행하였

으나, 곡률이 0.5 cm-1인 경우, 광신호의 감쇠 정도는 곡률이 0.4 cm-1

인 경우의 값과 차이가 크기 않았으며, 곡률이 0.6 cm-1인 경우에

는, 실험에 사용된 수중 케이블의 최대 굽힘 가능 정도를 벗어나,

케이블에 굽힘이 가해지지 않아 실험 조건을 설정할 수 없어 실

험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제안된 측정 방법에 대해 분산 센서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앞선 실험과 동일한 곡률 조건을 하나의 광섬유에 위치

적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설정하고,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광 펄스 신호를 인가하고 마이크로벤

드 발생 지점에서 생성된 Rayleigh 산란에 의해 반사된 신호의 크

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8참조). 이번 실험에서는

다만 수중 케이블 대신, 4개의 서로 다른 곡률 반경을 갖도록 설

정된 원통의 상단부에 마이크로벤더를 직접 고정한 후, 광섬유를

결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실제 케이블에 위

치상 분산된 측정 조건을 설정할 만큼 수중 케이블 길이와 실험

실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측정에 사용된 OTDR은

Nanotronix의 OMTDR-1000 모델로 광 펄스의 파장은 1550 mm

로, 펄스폭은 500 ns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광섬유의 총 길

이 1 km 중 약 150 m 정도만 실험 조건 설정에 이용되었으며 나

머지 부분은 케이블 릴에 감긴 상태로 측정하였다. 광섬유의 위치

중, 길이가 30 m, 60 m, 90 m, 120 m 부근에 각 각 곡률 0.4 cm-1,

Fig. 6. One directional displacement of single microbender versus

perturbation period.

Table 2. Displacement of single microbender at the four different cable’s
curvature

Curvature of cable Displacement of single microbender

0.1 cm-1 1.06 mm

0.2 cm-1 1.90 mm

0.3 cm-1 2.59 mm

0.4 cm-1 3.43 mm

Fig. 7. Measured results of optical power loss at the four different

curved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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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m-1, 0.3 cm-1, 0.1 cm-1 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Fig. 9

의 그래프와 같이 곡률별로 마이크로벤드가 적용된 지점에서 OTDR

의 인가 신호인 광 펄스가 반사되어 원래의 신호대비 감쇠된 경

향을 나타냈으며, 곡률의 크기에 따라 감쇠된 신호의 크기가 변화

됨을 확인하였다. OTDR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값과 광원+광 파

워미터 조합의 실험 결과 값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곡률 조건에

대한 광신호의 손실 크기를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곡률이

0.4 cm-1인 경우에서 0.42 dB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 외 조건에서

는 0.2 dB 이하의 오차를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케이블의 곡률 측정을 위한 센서를 OTDR를 이용한 분산 측

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값이 광 파워미터와 광원

을 이용한 조건별 단일 실험의 결과 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의 굽힘 정도를 마이크로벤드 현상을 이

용하여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방향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형

태의 마이크로벤드 발생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케이

블의 곡률과 케이블의 굽힘 지점에서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현

상에 의해 감쇠하는 광신호의 크기와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해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제안된 마이크로벤더를 이용하면, 한 가닥의 광섬유만을 이

용하여, 케이블의 양방향 굽힘을 측정할 수 있으며, 케이블의 곡

률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벤드의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광신호의 감쇠 정도는 마이크로벤드의 크기와 관계있고,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는 장치의 변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제안된 마이크로

벤더를 이용하면, 케이블의 곡률에 따라 광신호를 차등적으로 감

쇠시킬 수 있다.

(2) 케이블의 곡률을 0.1 cm-1, 0.2 cm-1, 0.3 cm-1, 0.4 cm-1로 설

정하여, 제안된 마이크로벤드를 이용해 광신호의 감쇠 정도를 실

험을 통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 케이블의 곡률이 증가함에 따라

광신호의 크기(dB)가 차등적으로 감쇠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케이블의 곡률이 0.1 cm-1 부터 0.4 cm-1 사

이의 구간에서는 광신호의 변화량으로 케이블의 곡률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안된 구조의 분산 센서로의 적용을 위해, OTDR을 이용하

여 케이블의 곡률별 반사된 광 펄스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앞

서 광원과 광 파워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값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최대 오차가 0.4 dB 이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OTDR을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측정 장치를 구성

한다면, 긴 케이블에 대한 굽힘 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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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of cable curvature distributed sensing system.

Fig. 9. OTDR trace measured at the four different deformed points.

Fig. 10. Measured results of optical power loss using two different

sen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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