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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을 이용한 광섬유형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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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이메탈(bi-metal)에 부착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높은 구부림 손실 효과를 이용한 광섬유 온도 센서를 제안 및 

구현하였다. 바이메탈(bi-metal plate)의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은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을 발생시킨다. 실험결과 소

자의 감도와 측정범위는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구조를 조절하여 제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소자의 제조공정이 상세하게 기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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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nd demonstrated a simple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based on the bending loss of a 
TEC(thermally expended core) fiber attached to a bi-metal. The deformation of the bi-metal caused by the change in its 
temperature induces the bending loss of the TEC fiber.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temperature sensitivity and 
operation temperature range of the device are controllable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structure of the expanded core fiber. 
The fabrication procedure of the device is describ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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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섬유 센서는 높은 감도에 의한 정밀측정, 원거리 측정, 
다중분포 측정, 및 전자파 무간섭 특성 등 많은 장점으로 인

하여 그 응용이 매우 다양하다. 광섬유를 이용한 센서로 광

섬유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내부형 센서와 광섬유는 광전

송 매체로서만 역할을 하고 외부의 센서소자가 광섬유와 결

합된 외부형 센서가 있다
[1]. 광섬유의 코어가 절단되지 않고 

그 특성이나 구조가 광센서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측면 연마 광섬유나
[2] 광섬유 테이퍼

[3]
를 이

용한 인라인 광섬유 센서 기술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이용한 온도 센서를 

제안하고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높은 

구부림 손실특성과 바이메탈이 온도 변화에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특성이 결합된 기술이 이용된다. 고압의 전기설비

나 기존의 전자 센서가 적용되기 힘든 험한 환경에서는 광섬

유 온도 센서가 필요하다. 광섬유 온도 센서로 광섬유 격자

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었다
[4-6]. 광섬유 격자

를 이용하면 브래그 파장의 이동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온도

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센서 검출을 위한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250℃ 이상의 고온에서 동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제안

된 센서는 광섬유 격자 온도 센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 단일모드 광섬유의 일부분에 고열이 가해지면 코어에 

도핑된 불순물의 확산으로 코어가 확장되며 이 부분은 구부

림에 민감한 전송특성을 가진다.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코어

가 확장되는 반면 개구수(numerical aperture) 가 감소하여 작

은 구부림에도 광에너지가 코어 밖으로 누설되는 특성을 가

진다
[7]. 제안된 센서는 광섬유에 열을 가해 구부림 손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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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proposed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using TEC fiber.

FIG. 2. The calculated bending loss for the various TEC fiber 
structure.

이 추가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으로 광섬유자

체를 센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간단하여 제작이 

용이하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소자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

하였다. 

II. 센서 구조 및 동작 원리

제안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이용한 온도 센서 구조는 그

림 1과 같이 바이메탈에 일부분의 코어가 확장된 광섬유가 

부착된 형태이다. 바이메탈은 열팽창계수가 다른 두 금속판

이 붙어 있어 주위 온도가 변하면 구부림 변형이 발생한다. 
바이메탈의 구부림에 의해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이 증가하

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바이메탈에 전해진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입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국부적으로 제한된 영역에만 

코어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 영역 밖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구부림 손실을 억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메탈에 열이 전달되면 그림 1과 같이 바이메탈이 구부

려지기 시작하며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구부림 손실이 발생

한다. 주위 온도에 따른 바이메탈의 구부림 반경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                                      (1)

여기서 K는 바이메탈 고유 상수, t는 바이메탈 판의 두께 

그리고 ∆는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열에 의한 변형률은 

바이메탈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리고 K값이 클수록 크다. 
한편 단일모드 광섬유에 1300℃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코

어에 도핑된 불순물이 클래딩으로 확산되면서 코어가 확장

되고 코어-클래딩간의 굴절률 차이가 감소한다. 코어와 클래

딩의 굴절률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개구수(numerical aperture)
가 감소한다. 하지만 모드의 진행 방향으로 정규화 주파수는 

일정하다. 코어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며 모드 진화 현상에 의

해 큰 손실 없이 모드가 확장된다
[8-9]. 계단형 단일모드 광섬

유의 구부림 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

  

 

 



 



∘        (2)





여기서, a, R, K1 그리고 는 코어의 반경, 광섬유의 구부

림 반경, 2종 수정 베셀(Bessel) 함수 그리고 광섬유의 비 굴

절률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U 와 W는 코어와 클래딩에서 

횡방향 전파상수를 각각 의미하며 V는 정규화 주파수를 나

타낸다. 식 (2)를 이용하여 다양한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구

조에 대하여 구부림 손실을 계한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

어 있다.

그림 2에서 각 그래프가 나타내는 코어의 크기와 비 굴절

률차는 모두 다르지만 정규화 주파수(V)는 일정한 것으로 가

정하고 계산하였다. 일반 통신용 광섬유의 코어가 확장된 계

단형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곡률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구부림 손실량은 지수함수로 증가한다. 또한 

코어가 크게 확장 될수록 더 큰 구부림 손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열확장이 안된 통신용 단일모드 광섬유와 코어가 2배, 
혹은 3배로 확장된 광섬유의 구부림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

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확장 코어 광

섬유가 구부림에 민감하게 손실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 하면 

원하는 측정위치에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바이메탈에 부착

하여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 위치 밖에서는 일반 단

일 모드 광섬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구부림 손실을 억제 

할 수 있다. 

III. 실험 및 분석

본 실험에서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제작하기 위해 코어의 

지름은 8.2 ㎛, 클래딩의 지름은 125 ㎛ 그리고 비굴절률 차

이가 0.36%인 광통신용 단일모드(SMF-28) 광섬유가 이용되

었다. 그림 3과 같이 두 개의 작은 토치에서 나오는 산소

-LPG 혼합가스 불꽃을 왕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광섬유에 열

을 가하였다. 일반적인 융착 광섬유 커플러 제조 장치를 이

용하여 열확장 코어 광섬유를 제작하였다. 그림 3에서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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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 of fabrication process of TEC fiber and core 
structure after thermal expanding.

FIG. 4. Transmission spectrum of TEC fibers.

FIG 5. Cross section view of fiber before and after thermal 
expanding.

FIG. 6. The bending loss of the TEC fiber in accordance with 
temperature of the bi-metal plate.

가 확산된 부분의 길이는 10 mm이다.
불꽃이 주행한 양쪽 끝단에서 코어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천천히 변하며 따라서 모드의 크기가 서서히 진화하며 경계 

영역에서 큰 결합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작 과정에서 열

확장 시간으로 코어의 확산 정도를 제어하였다. 제작과정에

서 광섬유가 열에 노출 후 15분과 30분 후 측정된 흡수 스펙

트럼을 그림 4가 보여주고 있다.
열확장 후 광섬유는 1390 nm 파장 부근에서 0.4 dB 정도

의 추가 적인 흡수 손실을 보였다. 이는 열확장이 이루어지

는 동안 O-H기의 추가적인 흡수
[11]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려 된다. 파장 1550 nm에서는 코어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0.2 dB 이하로 나타났다.
제작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확장된 코어 크기를 측정하

기 위하여 광섬유를 절단하고 연마한 후 광섬유의 단면을 확

대하여 촬영한 사진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

한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마이크로토치의 불꽃에 각각 15분
과 30분 씩 노출 되었다. 두 소자의 코어의 크기는 확장 전

의 광섬유의 코어의 2배와 3배 정도로 관측되었다.
제작된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에폭시에 의해서 바이메탈판

의 양 끝에 부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바이메탈은 스미토모

사의 BL-2 모델이다. 열확장계수가 높은 쪽의 금속은 Ni-Mn-Fe 

합금이며, 열확장 계수가 낮은 쪽 금속은 Ni-Fe 합금이다. 바
이메탈의 두께는 0.2 mm이고 식 (1)에 표시된 계수(K) 는 

15.0×10-6/K이다. 식 (1)을 이용하여 곡률 반경을 계산해본 

결과 100℃, 200℃, 300℃에서 약 71 mm, 29 mm, 18 mm 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곡률 반경이면 일반 광섬유는 거의 구

부림 손실을 가지지 않지만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의미 있는 

구부림 손실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작된 소자는 핫플레이트(hot plate) 위에 장착되며 핫플

레이트 표면 온도를 증가 시키면서 광 굽힘 손실을 측정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광원은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1550 nm 파장을 가지는 DFB(distributed feedback) 레이저 

다이오드이다. 그림 6에서 보이듯 열확장이 안 된 일반 광섬

유는 온도 센서 기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바이메

탈의 굽힘에 의하여 최대 0.1 dB의 손실만 보였다. 8분간 열

에 노출된 TEC 광섬유는 225℃ 까지 굽힘 손실이 천천히 

증가하여 2.7 dB의 손실을 보였다. 15분간 열에 노출된 TEC 
광섬유는 150℃ 까지는 굽힘 손실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굽힘 손실이 150℃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였다. 30분간 열에 노출된 TEC 광섬유

의 굽힘 손실 그래프는 100℃ 근처에서 첫 변곡점을 보여며 

여러 번의 변곡점이 보였다. 바이메탈의 굽힘에 의한 열확장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증가와 감

소가 반복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모든 소자들이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손실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

고 변곡점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식 (2)에 고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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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식 (2)는 클래딩의 두께

를 무한대로 가정한 계산식이지만 실제 실험에 사용한 광섬

유는 유한한 클래딩 두께를 가지고 있다. 확장된 코어로부터 

누설된 광이 공기와 클래딩 경계에서 반사되어 일부 광이 코

어로 재결합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테이

퍼 된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도 굽힘 손실이 이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12,13].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어가 많이 확장될수록 감도는 증가하지만 측

정범위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측정온도 범위에 

따라 코어의 확산정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목적에 따라 

감도가 중요할 수도 있고 측정 범위가 더 중요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곡점이 생기는 현상은 열확산 된 부위의 광섬유 클

래딩에 광섬유 클래딩의 굴절률과 같거나 약간 더 큰 굴절률

을 가진 물질을 코팅하거나 클래딩이 더 굵은 광섬유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실제로 열

확장 코어 광섬유의 클래딩의 외부가 광섬유의 클래딩과 굴

절률이 유사한 용액으로 둘러쌓이게 한 후 광섬유를 구부리

면 변곡점 없이 연속적으로 구부림 손실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열확장 광섬유를 실제로 온도 센서에 이용하기 위

해서는 광원의 출력 흔들림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 포터가 필

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간단한 광섬유 온도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출력을 3 
dB 커플러를 통해 두 가닥을 광섬유로 분기하고, 하나의 광

섬유는 온도 센서로 또 다른 하나는 광원의 흔들림을 보상하

는 기준단으로 활용하여 두 광섬유 출력단의 광출력의 세기

를 광검출기로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방식은 저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바이메탈의 온도에 따른 구조적 변형 특성과 열

확장 코어 광섬유의 굽힘 손실을 이용한 광섬유 온도 센서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열확장 

코어 광섬유는 온도 센서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광굽힘 손실 특성을 보였다. 바이메탈 판에 열확장 코어 광

섬유가 부착되었고 바이메탈이 온도에 따라 휘어짐에 따라 

광섬유의 굽힘 손실이 발생한다. 제안된 소자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굽힘 손실량이 일정 범위 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클래딩 모드와 

코어 모드간의 재결합에 의한 현상으로서 이를 피하기 위해

서는 클래딩 외부에 굴절률이 정합되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코팅하거나, 클래딩의 두께가 파장에 비해 큰 광섬유

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제안된 온도센서는 단

순히 일반 광섬유의 중간에 코어가 확장된 광섬유가 이용되

기 때문에 센서 구조가 간단하다. 또한 제안된 센서 시스템

은 광의 세기 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다이오드와 

광검출기로 간단하게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제안된 광섬

유 온도 센서는 고압하에서 전자 센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전

기 설비 장비의 고온 감지 시스템이나 위험 지역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원거리 화재 경보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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