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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면연마 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측면 연마하고 폴리머 상부층(overlay)를 형성시켜 외부 굴절률과 온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 센서 소자를 제안하였다. 외부굴절률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격자를 측면 연마한 후 폴리머 코팅에 의해 소산장 결합을 유도하여 외부 굴절률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온도 민감도는 0.01 nm/oC로 측정되었고 폴리머 상부층의 온도 민감도는 -0.58 nm/oC로 측정되었고 선형 

구간 별(1.33-1.39, 1.39-1.42, 1.42-1.44) 굴절률 민감도는 498.8 nm/RIU, 694.9 nm/RIU, 1312 nm/RIU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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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brid grating sensing device based on a side-polished fiber Bragg grating (FBG) with a polymer overlay is proposed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external refractive index and temperature. The side-polished FBG, which is insensitive to ambient 
index change, is utilized for detecting temperature variation, and the polymer overlay is coated on the side-polished FBG for 
measurement of ambient index change. The temperature sensitivities of the side-polished FBG and the polymer overlay were 
measured to be 0.01 nm/℃ and -0.58 nm/℃, respectively, in a temperature range from 30℃ to 100℃. The ambient index sensi-
tivities of the polymer overlay were measured to be 498.8 nm/RIU in an ambient index range from 1.33 to 1.39, 694.9 nm/RIU 
from 1.39 to 1.42, and 1312 nm/RIU from 1.42 to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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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섬유 격자 기반의 광 센서 소자들은 외부의 굴절률, 온
도, 인장력, 하중, 구부림, 진동, 압력 등 다양한 물리량에 높

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센서 응용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1-3]. 광섬유 격자들은 여러 물리량들로부터 복합적

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섬유 격자들의 파장특성을 이용

하여 두 개 이상의 물리적 변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다수의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4-6]. 여러 물리량 중에 굴절률과 온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은 바이오 및 화학 센서 시스

템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민감도 향상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왔다
[7-10]. 이는 바이오 

및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이 물질들의 굴절률이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한 온도 보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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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sensor based on a side polished 
FBG with a polymer overlay.

수적이었고 극소량의 굴절률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센서의 

민감도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와 장주기 격자(Long-period grating: LPG)
를 이용한 소자, 굴절률 측정을 위해 클래딩이 식각된 FBG
와 온도측정을 위해 식각되지 않은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직

렬 연결한 소자, 장주기 격자 와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직렬

연결하고 민감도 향상을 위해 클래딩을 식각한 소자 등이 한 

예이다
[7-10]. 하지만 코어 모드간 결합을 유도하는 광섬유 브

래그 격자의 경우는 모드가 코어영역에만 분포되어 있고 클

래딩 외부로 퍼져있지 않기 때문에 식각 및 측면 연마법을 

통하여 소산장 결합(evanescent field coupling)을 유도하더라

도 민감도가 매우 낮아 실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클래딩 모

드 결합을 유도하는 장주기 격자는 외부 굴절률에 높은 민감

성 갖는 반면 굴절률 외의 다른 물리량에도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절률 및 온도 측정 시 온도와 굴절률 

외의 다른 물리량을 차단시켜야 하는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에 

폴리머 코팅을 하여 외부 굴절률과 온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 센서 소자를 제안하였고 실험적으로 구현해보

았다.

II. 제안된 소자의 설계

그림 1은 외부 굴절률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

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와 폴리머 상부층 기반의 광섬

유 센서 소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가 새겨진 단일모드 광섬유의 측면을 

코어 가까이 연마하면 진행하는 코어 모드의 소산장(evanescent 
field)에 직접적으로 섭동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연마된 측면 

위에 여러 모드를 가질 수 있는 폴리머 상부층을 형성하게 

되면 광섬유 코어 모드와 폴리머 상부층 사이에서 소산장 결

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 광섬유 코어 모드와 위상정합조건

(phase matching condition)를 만족하는 폴리머 상부층의 모

드들이 광 결합을 하게 되어 공진 파장을 형성한다. 결합을 

일으키는 공진 파장(λm)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2

21

2
1

22

ϕϕπ
π

λ
++

−
=

m
nnd epp

m
 (1)

여기서 m은 공진 모드의 차수를 나타내는 정수이고, d는 

폴리머 상부층의 두께, np는 폴리머 상부층의 굴절률, nep는 

m번째 고차모드의 유효굴절률이다. 식 (1)에 nep=neff를 대입

하면 광섬유 코어모드와 폴리머 상부층의 m차 모드에서 공

진하는 파장을 구할 수 있다. ϕ1과 ϕ2는 폴리머 상부층 층과 

광섬유 클래딩 층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모드의 위상천이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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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는 편광의존 상수로서 1인 경우에는 TE 편광, 22 / ip nn 인 

경우에는 TM 편광을 고려하면 된다. nS는 폴리머 상부층의 

윗 부분, 즉 외부 굴절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 (1), (2)에서 

알 수 있듯이 ns가 증가함에 따라 ϕ값은 감소하게 되어 공진

파장은 장파장으로 이동됨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폴리머의 열광학 계수를 K pm nΔΔ= /λ 라고 정의한다면 온

도 변화에 대한 공진파장의 변화, 즉 온도 민감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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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의 열광학 효과는 열팽창 효과에 비해 휠씬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피 팽창에 의한 폴리머 상부층 두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경우 공진 

파장(λB)은 잘 알려진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Λ= effB n2λ  (4)

여기서 Λ는 브래그 격자 주기이다.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

래그 격자의 경우 외부 굴절률이 증가하게 되면 코어모드의 

유효굴절률 또한 증가하게 되어 공진 파장이 장파장으로 이

동을 하게 된다. 온도변화에 대한 공진파장 이동 변화, 즉 온

도 민감도를 식 (4)를 온도에 대하여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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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민감도는 열팽창계수와 열광학 계수와 관련이 있고 

열팽창 효과는 열광학 효과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아서 식 

(5)에서 두 번째 항은 무시될 수 있다. 동시 측정을 위한 광

섬유 센서의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변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

은 선형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Δ
Δ

⎟⎟
⎠

⎞
⎜⎜
⎝

⎛
=⎟⎟

⎠

⎞
⎜⎜
⎝

⎛
Δ
Δ

sB

m

n
T

DC
BA

λ
λ

 (6)



192 한국광학회지 제21권 제5호, 2010년 10월

FIG. 2. Transmission spectra of (a) the FBG, (b) the side polished- 
FBG, and (c) the side-polished FBG with a polymer overlay, and 
(d) the side-polished FBG with the planar waveguide.

FIG. 3. Core mode confinements and profiles: (a), (b) for a single 
mode fiber and (c), (d) for side-polished fiber.

여기서 A와 B는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폴리머 상부층 공진

파장의 온도 민감도와 굴절률 민감도이고 C와 D 또한 개별

적으로 측정되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공진 파장의 온도 민감

도와 굴절률 민감도이다. 우리가 제안한 소자의 경우 D=0으
로 표현된다. 이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공진 모드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폴리머 상부층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 굴절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 식을 통하여 

온도와 굴절률에 의해 이동된 공진파장 신호를 처리하여 온

도와 외부굴절률 변화량을 쉽게 계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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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자 제작 및 특성 측정

광섬유 브래그 격자는 게르마늄이 첨가된 광섬유에 주기가 

1.07 μm인 위상마스크와 244 nm의 파장을 가지는 Frequency 
doubled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쿼츠 블록

(Quartz block) 기반 측면 연마법을 이용하여 측면 연마된 광

섬유 브래그 격자를 제작하였다
[11]. 폭 200 μm의 홈(groove)

이 새겨진 쿼츠 블록 중심에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중심을 

정렬한 후 자외선 경화 에폭시와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여 부

착시켰다. 광대역(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광
원, 광출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클래딩을 연마하면서 발생하

는 투과손실을 실시간 측정하면서 클래딩을 연마하였다. 알
루미나(Al2O3) 연마제를 이용하여 1차 연마를 하고 탈이온수

(deionized water)와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을 한 후 

오븐에 건조시켰다. 그리고 CeO2 연마제를 사용하여 표면 거

칠기를 줄이기 위한 2차 연마를 실시하고 탈이온수를 이용

하여 초음파세척 과정을 거치고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폴리

머 상부층 제작을 위해 스핀 코팅기를 이용하여 감광성 수지 

(Az4210)을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 표면 위에 코팅

하고(두께: 2.1 μm) 오븐에 90℃, 30분 동안 soft baking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오븐에 120℃, 30분 동안 hard baking을 하

였다.
그림 2은 광대역 광원과 광스펙트럼 분석기(Optical spectrum 

analyzer: OSA)를 이용하여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a)연마전

과 (b)연마 후 그리고 (c)폴리머 상부층 제작 후의 투과 스펙

트럼을 나타낸다. 그림 2(c)에서와 같이 폴리머 상부층 형성 

이후 발생하는 광섬유 코어 모드와 폴리머 상부층 사이의 소

산장 결합(evanescent field coupling)에 의해 발생된 공진 파

장(λm)과 광섬유 브래그 격자 공진파장(λB) 스펙트럼이 동시

에 나타나며 광스펙트럼 분석기의 넓은 대역폭에 대한 분해

능 한계 때문에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소광비는 낮게 측정되

었다. 분해능을 향상시켜 폴리머 상부층이 형성된 후의 광섬

유 브래그 격자에 대한 투과 스펙트럼이 그림 2(d)에 나타나 

있다. 측면 연마 후 광섬유 브래그 격자 소광비는 15.77 dB
에서 10.93 dB로 줄어들었고 FWHM(Full Width at Half Max-

imum)는 0.11 nm에서 0.21 nm로 증가하였다. 단일모드 광섬

유와 측면 연마된 광섬유의 코어 모드에 대한 profile을 비교

하면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측면 연마된 경우 모드 세

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섬유 격자에서 코

어 모드 세기가 감소하면 결합 세기(coupling strength)가 감

소하기 때문에 측면 연마된 경우에 공진 파장에서 소광비가 

감소하고 FWHM은 증가한다. 반면, 폴리머 상부층 제작 후

에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소광비가 11.62 dB로 증가하였으

며, FWHM은 0.19 nm로 감소하였다. 폴리머 상부층은 광섬

유 코어모드의 유효굴절률보다 큰 1.6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

어 공진파장이 1549.3 nm에서 1549.7 nm로 이동한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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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ransmission spectra of the side-polished FBG with the 
planar waveguide measured at refractive index of 1 (black line) and 
1.30 (red line) and (b) Wavelength shift versus external refractive 
index change from 1.30 to 1.45 for the planar waveguide (open 
symbols) and the side-polished FBG (filled symbols).

FIG. 5. Resonant wavelength shifts of (a) polymer overlay and (b) 
the side-polished FBG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respectively.

수가 있다.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에 폴리머 상부층을 형성

시킨 후 외부 굴절률 변화에 대한 공진 파장 이동을 측정하

였다. 그림 4(a)는 외부 굴절률이 1(공기) 일 때와 1.30(굴절

률 정합 용액) 일 때 투과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폴리머 

상부층의 공진 파장(λm)은 장파장으로 이동하며 소광비도 증

가한 반면,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공진파장(λB)은 변화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폴리머 상부층 공진 파장은 외부 굴절률이 

증가할수록 위상 값이 증가하여 장파장으로 증가하게 되지

만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공진 파장은 코어 모드가 외부 환

경으로부터 폴리머 상부층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 굴절률 변

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4(b)는 굴절률 정합 용액을 이용하여 외부 굴절률을 변

화시키며 측정한 두 공진 파장들의(λm, λB)의 변화를 나타낸

다. 외부 굴절률이 증가할수록 폴리머 상부층에 의한 공진 

파장(λm)은 장파장으로 이동하였고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공

진파장(λB)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굴절률

을 1.30에서 1.45까지 변화시켰을 때 공진파장(λm)은 105.78 
nm 이동하였다. 굴절률 민감도에 대한 비선형성을 고려한다

면, 선형구간에 근접한 외부굴절률 영역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선형 구간(1.33-1.39, 1.39-1.42, 1.42- 
1.44) 별 굴절률 민감도는 498.8 nm/RIU, 694.9 nm/RIU, 1312 
nm/RIU로 측정되었다. 공진파장(λm)을 이용한 외부 굴절률 

변화 측정 시 분할된 선형 구간(1.33-1.39, 1.39-1.42, 1.42-1.44)
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해능은 각각 2.2×10-3, 9.5×10-4, 
2.8×10-4

이였다.
그림 5(a)와 5(b)는 각각 온도변화에 대한 폴리머 상부층에 

의한 공진파장(λm)과 광섬유 브래그 격자에 의한 공진파장

(λB)의 변화를 나타낸다. 폴리머 상부층 매질로 사용된 감광

성 수지의 열 광학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공진파장

(λm)은 단파장으로 이동하였고 온도 민감도는 -0.58 nm/℃로 

측정되었다. 반면,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경우에는 광섬유의 

코어를 구성하는 게르마늄의 양수의 열광학 효과에 의해 의 

공진파장(λB)이 장파장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고 온도 민감

도는 0.01 nm/℃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광섬

유 센서의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변화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 굴절률의 각 선형 구간(1.33- 
1.39, 1.39-1.42, 1.42-1.44)에 대한 센서의 행렬식을 다음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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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10)을 이용하여 제안된 광섬유 센서로 온도와 굴절

률에 의해 이동된 공진파장 신호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온도와 외부굴절률 변화량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에 폴리머 

상부층을 형성시켜 외부 굴절률 및 온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고민감도 광섬유 센서 소자를 제작하였고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외부 굴절률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머 상부층에 의해 형성된 공진파장(λm)은 

장파장으로 이동하였고 각 구간 별(1.33-1.39, 1.39-1.42, 1.42- 
1.44) 굴절률 민감도는 498.8 nm/RIU, 694.9 nm/RIU, 1312 
nm/RIU로 측정되었다. 온도 민감도는 -0.58 nm/℃로 측정되

었다. 반면,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공진파장(λB)는 외부 굴절

률 변화에 반응이 없었고 온도 민감도는 0.01 nm/℃로 측정

되었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광섬유 센서의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변화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센

서의 행렬식을 구하였다. 제안된 광섬유 센서 소자는 외부 

굴절률과 온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응용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바이오 및 화학 센서 시스템으

로의 활용 등 넓은 범위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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