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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감도 멘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의 설계하고자 하였다. 

음향감지부의 형상으로 실린더형 멘드릴 및 중공원통형 충상복합체 멘드릴을 선정하고, 음향감도에 

대한 이론식을 유도하여 재질변수 및 형상변수 둥에 따른 음향감도를 해석하였다. 또한 해석적 방법 

및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해석적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멘드 

릴의 외경변화에 의한 감도변화 경향만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외의 재질변수 및 형상변 

수에 의한 음향감도 변화 경향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 서론:

멘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는 유연한 탄성체인 

멘드릴 주위에 광섬유 가 감겨져 있는 형태이 

고, 감지부의 기하학적 다양성 및 고감도 특성, 

사용 주파수 대역의 조정이 용이성, 견고성, 고 

신뢰성 둥을 보유하고 있어 수중 음향센서로 가 

장 적당한 구조이匸지금까지 연구는 플라스 

틱 재료 및 단순한 형상의 멘드릴을 이용한 음 

향센서에 대하여 수행되어 왔고, 최근 광섬유 

음향센서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감 

도 음향센서 개발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음향 

센서의 설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卩■이.

본 연구에서는 외부 음향신호에 대한 멘드릴 

형 음향센서의 동특성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형상변수 및 재질변수에 따른 감도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석적 방법 및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적 

인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고감도의 멘드릴형 음향센서를 개발을 위한 감 

도 향상방안 도출하고자 하였다.

n. 음향센서 동특성의 이론적 해석

(1)구조 모델링

멘드릴형 음향센서는 멘드릴 및 광섬유, 몰딩 

충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감도 음향 

센서롤 개발하기 위한 음향감지부의 기본 형상 

으로 실린더형 및 중공원통형 멘드릴을 선정하 

였다. 선정한 멘드릴의 형상 중 가장 복잡한 형 

상인 중공원통형 멘드릴의 경우, 기본 중공원통 

형 실린더와 fbamii昭충이라는 유연한 재료로 충 

상복합체를 형성한 경우이다. 길이가 L 인 중공 

층상복합체형 멘드릴을 이용한 광섬유 음향센서 

를 단순화시킨 구조룔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멘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의 단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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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낸 7 충은 중공원통형 기본 멘 

드릴충을 의 미 하고, 2 충은 foaming 충을, 3 충은 

광섬 유층을, 4층은 몰딩충을 의 미 한다. 만약 중 

앙에 공간이 형성되지 않은 ［충과 ［충 및 2충 

의 재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그림 1 은 원통 

형 멘드릴 음향센서에 대한 단순 모델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7층의 재질과 2충의 

재질이 다를 경우, 7층/2충으로 구성된 층상복 

합체형 멘드릴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층 및 2충은 각각 둥방성 탄성 

재료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광섬유(3충)는 코아 및 

클레딩, 코팅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피 비로 

둥가화된 탄성율 및 포아손 비를 갖는 둥방성 

탄성재료로 간주하였다. 또한 중공 충상복합체 

형 멘드릴 음향센서 의 경 우, 몰딩충(4충)은 

lnun 두께인 폴리우레탄 재료를 사용한다고 가 

정하였다.

(2) 이론적 해석

멘드릴형 음향센서에 외부 음향신호가 인가될 

경우, 멘드릴이 반웅하여 변형을 일으키게 되 

고, 광섬유에 변형이 전달되어 광섬유의 변형량 

에 비례한 광신호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멘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의 감도를 나타내는 

광파의 위상차는

씅彳普此 斗 + □“ *(& +序)］ ⑴

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璀

저주파수의 음향신호가 인가되고, 광섬유 및 

멘드릴이 완전하게 결합된 경우, 음향센서는 축 

대칭의 응력 및 변형성분을 갖고, 외부 음향신 

호에 대하여 평면변형 상태로 반웅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선형 탄성론을 사용하여 평면변형 

상태에 대한 멘드릴 및 광섬유의 변형을 계산하 

고, 식(1)을 사용하여 멘드릴 센서의 음향감도를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축 대칭 웅력분포 및 평면변형 상태로 존재하 

는Z축으로 무한한 중공형 실린더의 경우, 웅력 

함수 X는

d2 15 1 a2 iar i 3次)„ ⑵0槌+；嗨序+姦乍由() 

과 같다欢 웅력함수의 일반 해는

X(r) ■用。gr +B/ logr +C/ +D (3)

와 같고, 적분상수를 나타내는 4 B, C, D 의 값 

은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둥방성 탄 

성재료를 사용한 중공형 실린더에 대한 반경방 

향 및 접선방향의 변형율 성분은 각각 

&늬§(1 + 0 + 父(1- 2护) (4)

£, 늬:-4(1+v) + 2C("-2v')］ 

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그림 1 에 나타낸 멘드릴형 음향센서는 4개의 

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충마다』및 C의 적 

분 상수를 구하여야 하므로 총 8개의 미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음향센서의 웅력 및 변형율, 

변위의 해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개의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a) 센서 표면: 하 = 음향신호의 압력 (1 개 방정 

식)

(b) 센서 중앙: e = 0 (1 개 방정 식 )

(c) 각 충의 경 계: 하 은 연속 (3 개 방정 식)

(d) 각 층의 경계: 반경방향의 변형은 연속 (3 개 

방정식)

이들 경계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각 충의 미 

지수인 / 및 C를 표현하는 ［Y］와 계수인 ［K］, 

그리고 외부 음압을 표현하는 ［P］로 구성되는 

식(5)의 행렬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행렬인 ［Y］는 ［K］의 역 행렬을 구 

하여 식(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Y］ 

는 8X1 행렬로 나타내어지고, ［日는 8X1 행렬로, 

［K］는 8X8 인 행렬로 구성된다.

［曲］ = ［이 (5)

区］=对［끼 ⑹ 

-256 -



여기서, [r]=[4 q 4 Q 4 Q 4 QF

[牛！-p o o o o o o c|z 
이다.

광섬유 층에 대한 미지의 적분상수인 A3 및 

C3 를 구하고, 식(4)로 계산된 광섬유의 변형율 

성분을 멘드릴형 음향센서의 감도식(1)에 대입 

하여 구한 음향감도는

年늬-스 (5)+2实-明
。耳L *

匸1 서m(1+为)+工；(1 시4

*［스"+S

+专 ［슬 (1+岛)+2顼1_* _*)

(7)

2

과 같다. 이 식(7)을 이용하여 멘드릴형 센서의 

구성 부품의 재질 및 형상 변화에 따른 음향 감 

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III. 음향센서의 반웅특성 분석

(1) 실린더형 멘드릴

앞에서 유도한 이론적 음향감도를 사용하여 

실린더형 멘드릴 음향센서의 재질변수 및 형상 

변수에 따른 음향 감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대표적인 해석결과룔 그림2 및 그림3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고려한 재질변수는 멘드릴과 몰 

딩충의 탄성율 및 포아손 비이고, 형상변수는 

멘드릴의 외경 및 몰딩충의 두께이다.

그림2 실린더형 멘드릴 음향센서의 갑도분포 

(X축: 멘드릴의 탄성율, y 축: 멘드릴의 포아손 

비)

그림 3. 실린더형 멘드릴 음향센서의 감도분포 

(X축: 멘드릴의 반경,y축: 멘드릴의 포아손 비)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둣이 멘드릴의 탄성 

율이 중가함에 따라 음향감도는 감소하였고, 낮 

온 탄성율은 갖는 멘드릴의 경우, 포아손 비가 

낮을수록 감도가 향상되고, 멘드릴의 탄성율이 

중가할수록 포아손 비가 음향감도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멘드릴의 반경이 증가할수록 음향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몰딩충의 

재질 및 두께가 음향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몰딩충의 탄성율 및 포아손 비가 낮을 

수록, 몰딩충의 두께가 중가할수록 실린더형 멘 

드릴 음향센서의 감도는 중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중공원통형 충상복합체 멘드릴

앞에서 유도한 음향감도를 사용하여 해석적인 

방법으로 중공원통형 나일론(Nylon) 및 foaming 

충으로 형성된 충상복합체를 이용한 음향센서의 

감도특성을 분석하였다. 음향 센서의 감도특성에 

영향을 주는 형상변수로는 멘드릴의 내경 및 외 

경, 내 경/외 경 비, 나일론의 두께, fban血g 충의 

두께 둥이다. 또한 음향감도 특성에 영향을 주 

는 재질변수로는 fbaming 충 및 몰딩충의 탄성율 

및 포아손 비 둥 이다

Foami略충의 재질영향올 분석한 결과, 탄성율 

및 포아손 비가 낮을수록 감도는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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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멘드릴의 내경 및 fbaming충의 두께가 증 

가함에 따라 음향감도는 향상된다. 그리고 멘드 

릴의 외경 및 내경/외경 비가 증가함에 따라 음 

향감도는 증가하였고, 내경/외경 비가 증가함에 

따라 음향감도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해석적 방법 및 FEM 에 의한 분석결과 

의비교

FEM 을 사용하여 실린더형 멘드릴 음향센서 

의 감도를 분석한 결과, 멘드랠의 탄성율 및 포 

아손 비가 낮은수록, 멘드랠의 반경보다 길이가 

증가할수록 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몰딩충의 탄성율 및 포아손 비가 낮을수 

록,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可

FEM을 이용해 nylon 충상복합체 멘드릴 음향 

센서의 감도를 분석한 결과, foaming 충의 탄성 

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증가할수록 음향감도는 

중가하였다. 또한 멘드릴의 외경이 감소할수록, 

내경/외경 비가 높을수록, 길이가 중가할수록 

음향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

해석적인 방법 및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분 

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멘드릴 음향센서 

의 재질변수 및 형상변수에 따른 음향감도의 변 

화 경향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해석적인 방법의 경우, 멘드릴의 길이변화 

에 따른 음향감도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멘드릴의 외경에 의한 감도변화 경향성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적인 방법 

의 경우, 많은 가정을 사용하여 단순화된 이론 

적 음향감도를 유도하 였고, FEM 의 경 우, 광섬 

유가 감기지 않는 멘드릴 부분의 반웅성 및 수 

중의 음압 분포 등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먼저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감도변화 경향성을 

분석하고,FEM으로 정밀하게 감도를 분석하는 

것이 광섬유 음향센서의 최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법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고감도 멘 

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의 설계하고자 하였다. 

외부 음향신호에 대한 멘드릴형 음향센서의 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론 감도를 유도하여 재질변 

수 및 형상변수에 따른 음향감도를 해석하였다. 

또한 해석적 방법 및 FEM을 이용한 분석결과 

를 비교하여 해석적인 방법의 타당성을 검중하 

였다. 그 결과, 멘드릴의 외경변화에 의한 감도 

변화 경향만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외의 재질변수 및 형상변수에 의한 음향감도 

변화 경향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해석적인 방법으로 경 

향을 분석하고, FEM을 사용하여 정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멘드릴형 광섬유 음향센서의 최적구 

조를 설계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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