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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을 이용한 실리콘 오일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Using a Silicone Oil and an O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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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FOTS) based on a silicone oil and a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OTDR) to apply the measurement of a coolant leakage i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sensing probe of 

the FOTS consists of a silicone oil, a stainless steel cap, a FC terminator, and a single mode optical fiber. Fresnel reflection 

arising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ilicone oil and the single mode optical fiber in the sensing probe is changed by varying 

the refractive index of the silicone oil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Therefore, we measured the optical power of the light 

signals reflected from the sensing probe. The measurable temperature range of the FOTS using a Cu-coated silica fiber is 

from 70℃ to 340℃ and the maximum operation temperature of the FOTS is sufficient for usage at the secondary system in 

the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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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경수

를 사용하는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택하고 있으며, 원자로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 및 2차 계통을 폐회로 

내부순환으로 냉각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

동년수 증가, 작업자의 사전점검 소홀 및 금속배관의 피로와 부

식으로 인하여 냉각계통에서 발생되는 냉각재 누설 관련 사고사

례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1-3]. 원자로 가동 중 배관 결함으

로 발생된 냉각재 상실은 원자력 연료의 냉각율을 부족하게 하여 

노심 융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자로 및 냉각계통에서 방

사화된 냉각재가 누출될 경우에는 관련 작업 종사자가 피폭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계통에서 발생되는 

냉각재 누설을 원거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원자로 및 

작업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1차 및 2차 계통 배관에서 발생된 냉각재 누설을 평가하

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적외선 열화상 검사, 초음파 검사 및 음향 

검사 등을 이용하고 있다[4, 5].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초기 

누설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한 위치 판별이 어렵고, 중·대형 배

관의 미세 누설을 탐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즉, 원자로 

냉각계통의 누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 및 검사방법들

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배관의 누설 위치를 

감지하지 못하여 냉각재 누설사고 후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부분에 설치된 센서의 실

시간 출력신호를 원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포형 센서 시스템

(distributed sensor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기존

의 검사방법에 비하여 검사 소요시간, 효율성, 안전성 등에서 여

러 장점들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배관의 온도와 냉각재 누설로 인한 비정

상 배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배관의 누설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분포형 다채널 광섬유 온도 센서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을 이용한 실리콘 오

일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제작하였다. OTDR은 광섬유에서 

발생한 특정 이벤트(event)의 종류 및 발생된 위치를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특정 물리량 

및 발생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광 계측기로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프레넬 반사(Fresnel reflection) 원리를 이용하는 외인성 광

섬유 센서(extrinsic fiber-optic sensor)는 기존의 전자식 온도 

센서와는 달리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자기 간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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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없이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 단순한 감지부의 구조를 가

지므로 제작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광

섬유 온도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관 표면과 유사한 

고온 환경에 광섬유 온도 센서를 설치한 후, 온도변화에 따라 달

라지는 반사광의 광 파워를 측정하여 하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광섬유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굴

절률이 달라지는 투명한 감지물질을 이용한 감지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감지부 내에서 변환된 광 신호를 광 계측기로 전송

해 주는 전송용 광섬유, 전송된 광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하여 측정 및 분석해주는 광 계측기 그리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 구성된다. 그림 1은 광섬유 온도 센서의 감지부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며, 감지부는 감지물질, 스테인리스강 캡 및 FC 

터미네이터로 구성되어있다. 감지물질로 사용된 실리콘 오일

(KF-54, Shin-Etsu)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투명한 액체이

며, 25℃에서 1.505의 굴절률을 가지고 온도 변화에 따라 굴절률

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 오일이 외부오염 물질과

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변성을 방지하고, 온도에 대한 측정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캡을 사용하였다. 전송용 광섬유와의 손쉽고 정확한 연결 및 실

리콘 오일과의 평평한 접촉을 위해 FC 터미네이터를 사용하였고, 

FC 터미네이터의 내부에는 나선형 홈이 파져있어 스테인리스강 

캡과의 결합이 용이하다. 광원에서 방출된 광 신호를 감지부까지 

전송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감지부에서 반사되는 광 신호를 광 

계측기로 전송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의 범위에 따라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하

였다.

그림 1 실리콘 오일을 이용한 광섬유 온도 센서의 감지부의 내

부 구조

Fig. 1 Internal structure of a sensing probe based on a 

silicone oil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전송용 단일모드 광섬유는 플

라스틱 광섬유(980HP, Thorlabs)와 구리 코팅 광섬유(Cu-coated 

silica fiber, Art Photonics)이며, 표 1은 전송용 광섬유의 물리

적 특성을 보여준다. 광 계측기로 사용된 OTDR(AQ7275-735041, 

Yokogawa Inc.)은 주로 광통신 분야에서 매설된 광선로의 접점

손실, 연결 손실 및 손실 발생 지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로서, 광섬유 내부 또는 끝단에서 프레넬 반사에 의해 반사된 광 

신호와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에 의해 후방 산란된 광 

신호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고, 반사광의 광 파워를 최대 400 

k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이 가능하다[9].

표 1 전송용 단일모드 광섬유의 특성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wo transmitting single mode 

optical fibers

Properties of single 

mode fiber

Plastic optical 

fiber

Cu-coated 

silica fiber

Fiber diameter (μm) 245 170

Core diameter (μm) 3.6 9

Core material Plastic Silica

Coating material
UV cured 

dual acrylate
Cu-alloy

Temperature range (℃) -55∼+85 -270∼+600

Core refractive index 1.46 1.457

Numerical aperture 0.2 0.22

본 연구에서는 감지부 내에 위치한 실리콘 오일과 광섬유 끝

단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프레넬 반사에 따른 반사광의 광 파워

(dB)를 측정하였다[10, 11]. 프레넬 반사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두 매질에 광이 입사될 때, 두 매질의 평평한 경계면에서 

입사된 광의 일부가 투과되지 않고 반사되는 현상이다. 광섬유의 

끝단에서 코어의 굴절률과 다른 굴절률 갖는 물질이 접촉하면 

광섬유를 통해 입사된 광 신호의 일부가 코어와 접촉물질 사이

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가게 되며[12], 프레넬 반사에 의

해 되돌아가는 광 신호의 광 파워(R)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광섬유 온도 센서에 사용된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

을 n1, 감지부의 내부에서 광섬유의 끝단과 접촉하게 되는 실리

콘 오일의 굴절률을 n2로 나타내면, 외부온도의 변화로 인한 실

리콘 오일의 굴절률 변화에 따른 프레넬 반사율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2와 같이 얻을 수 있다[13, 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리

콘 오일의 굴절률은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보다 크고, 온도가 높

아질수록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은 감소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이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에 가까워질수록 

투과하는 광 신호가 증가하여 반사율은 감소하고, 반대로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과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의 차이가 커질수록 두 매

질 사이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이와 같이 굴절률에 따른 반사광의 광 파워를 측정함으로

써 대상체의 온도를 알 수 있고, 정상 배관의 온도와 냉각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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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따른 비정상 배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냉각재 누설여부

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림 2 광섬유 끝단과 접촉하는 물질의 굴절률 변화에 따른 프

레넬 반사율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refractive index of the 

contact material and the Fresnel reflection

그림 3 플라스틱 광섬유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한 저

온 측정용 실험구성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low temperature 

using a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based on a 

plastic optical fiber

그림 3은 플라스틱 광섬유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한 

저온 측정용 실험구성을 보여준다. 광섬유 온도 센서의 감지부를 

수조 내에 채워진 물속에 위치시킨 후, 냉온 플레이트(cooling/ 

heating plate; CP-7200GT, Intec)를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조

절하였고 자동 교반기(stirrer)를 이용하여 물의 온도가 균일하

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 온도 센서로 사용한 열전대

(thermocouple; 54Ⅱ thermometer, Fluke)의 온도 측정값과 광

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광 신호의 광 파워와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OTDR 내에 장착된 광원에서 방출된 광 신호는 

광섬유를 통하여 감지부까지 전송되고, 감지부 내에서 프레넬 반

사에 의해 되돌아오는 광 신호의 광 파워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 변화에 의해 달라진다.

그림 4 온도변화에 따른 광원의 파장별 광 신호 비교

Fig. 4 Comparison of the output signals of the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with two wavelengths of the 

light source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본 연구에서 사용한 OTDR의 내부에 장착된 광원은 파장을 

1,310 nm와 1,550 nm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림 4는 20∼70℃

의 온도 범위에서 광원의 파장에 따라 측정한 반사광의 광 파워

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온 25℃에서 굴절률이 1.505인 실

리콘 오일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굴절률이 작아지고, 약 70℃

에서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과 동일하게 되어 광 신호의 반사율은 

최저가 된다. 또한 온도가 70℃ 이상이 될 경우,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률보다 작아지므로 반사광의 광 파워는 다

시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1,310 nm 파장을 선택하여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광섬유 온도 센서의 실시간 출력신호

Fig. 5 Real time output signal of the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그림 5는 온도 변화에 따른 광섬유 온도 센서의 실시간 출력

신호를 보여준다. 20∼70℃의 온도 범위에서 5℃ 간격으로 온도

를 높이거나 낮출 경우,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실리콘 오

일의 굴절률이 작아져서 코어의 굴절률에 가까워지므로 출력되는 

광 파워가 작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실리콘 

오일의 굴절률이 다시 커지므로 광 파워는 커지게 된다.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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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섬유 온도 센서의 출력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에 

대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구리 코팅 광섬유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한 고

온 측정용 실험구성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high temperature 

using a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based on a 

Cu-coated silica fiber

그림 6은 구리 코팅 광섬유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

한 고온 측정용 실험구성을 보여준다. 고온 환경에서 광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리 코팅 광섬유를 감지부

에 연결 후, 코일 히터(coil heater, Taeyoung Electric Heater)

의 내부 중앙에 위치시키고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내부 온도를 

조절하였다. 이때 코일 히터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기준 온도 센서로 사용하였고, 광섬유 온도 센

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광 신호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7 실리콘 오일의 유무에 따른 광섬유 온도 센서의 출력신

호 비교

Fig. 7 Comparison of the output signals of the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with or without a silicone oil

그림 7은 실리콘 오일의 유무에 따른 광섬유 온도 센서의 출

력신호를 보여주며, 코일 히터의 내부 온도를 71℃에서부터 33

6℃까지 온도를 높이면서 광 신호를 측정하였다. 25℃에서 굴절

률이 1.505인 실리콘 오일은 약 70℃에서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

과 동일해질 때 프레넬 반사율이 최저가 되고, 70℃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코어의 굴절률과 차이가 커지게 되므로 OTDR에서 출

력되는 광 파워는 커지게 된다. 하지만 감지부 내부에 실리콘 오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광 파워가 일정

한 값을 가지는 것을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구리 코팅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온도 센서의 재현성

Fig. 8 Reproducibility of the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using the silicone oil-based sensing probe

그림 8은 구리 코팅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작한 광섬유 온도 

센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재현성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8

0℃와 144℃로 온도가 유지된 2개의 코일 히터의 내부에 감지부

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서 광 파워를 측정하였다. 안정적인 신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온도에서 측정시간은 10분 간격을 

유지하면서 광 파워를 측정한 결과, 온도 변화에 따라 광섬유 온

도 센서가 응답 재현성을 가지는 것을 그림 8에서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배관의 온도와 냉각재 누설로 인한 비정

상 배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배관의 누설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분포형 다채널 광섬유 온도 센서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단채널 광섬유 온도 센서를 제작하였다. 감지물질로는 온도 변화

에 따라 굴절률이 변하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고, 프레넬 반

사율의 변화에 따른 반사광의 광 파워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광섬유 온도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광섬유 기반의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20℃에서 70℃까지의 저온 범위 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반사

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광섬유 온도 센서는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응답을 보였고, 1,310 nm 파장의 

광원이 1,550 nm 보다 온도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구리 코팅 광섬유로 구성

된 광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71℃에서부터 336℃까지의 고

온 범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광 신호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광섬유 온도 센서의 출력신호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획득하였



기학회논문지 64권 11호 2015년 11월

1596

으며, 광섬유 온도 센서가 온도 변화에 대하여 재현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광섬유 온도 센서는 단채널 센서로서 배

관의 한 부분만 측정이 가능하지만, 광섬유 커플러를 이용하여 

분포형 다채널 센서로 제작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영역의 온도 측

정과 위치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더 수행해야할 

연구방향은 분포형 다채널 광섬유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를 개발

하여 냉각재의 누설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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