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a) WDM/TDM 결합된 FBG센서 측정 시스템과  (b) 두 FBG 의 공진파장이 겹쳤

을 경우 측정된 shadowing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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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섬유 브라그 격자는 특유의 전자기적 비 간섭성, 화학적 기계적 내구력, 높은 측정 민감도 등의 우수한 특성

으로 인하여 스트레인이나 온도 등의 측정에 많이 사용되어왔다.(1)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탐촉자를 관리 

분석 하기 위하여 통신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장분할다중화(WDM) 방식이나 시분할 다중화(TDM)가 많이 연구되

어 왔으며  최근에는 대형 구조물의 모니터링이나 구조적 변형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풍력 발전용 블레

이드 등에 사용되면서 탐촉자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파장 분할/ 시분할 하이브리드 다중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 파장분할/시분할 복합 다중화 시스템에서 Tree 구조나 Branch 구조의 센서 배열을 통

하여 센서간의 간섭을 없앨 수는 있으나 실제 현장서 선호되는 센서의 배열방식은 추가적인 커플러등의 소자를 

배제한 직렬센서 연결이다. 하지만 직렬 연결 방식은 다중반사와 spectral shadowing 이라는 효과가 문제시된

다. 다중반사문제는 적절한 센서의 배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FBG 자체의 반사율은 낮게 제작할 경우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3) 하지만 spectral shadowing 현상은 센서 배열의 앞단에서의 반사에 의한 광손실

이 뒤쪽 센서에서의 반사 스펙트럼에 직접적인 손실로 작용되기 때문에 같은 파장범위를 갖는 센서들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뒤로 갈 수로 신호의 왜곡이 심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spectral shadowing 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신호의 왜곡 및 그로인한 측정상의 오차를 신호처리를 통하여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측정 오차를 1/5까지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론 및 실험 결과

34



 그림1.(a) 에 나타난 시스템을 구성하여 WDM/TDM 복합 다중화를 구현하였으며 shadowing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FBG1의 한쪽은 인장을 가할 수 있도록 선형스테이지에 부착하였다. FBG1,과 FBG2 는 중심파장이 각

각  1542.15nm, 1542.4nm 로 제작되었으며 반사율은 각각 23%,18% 였다. FBG1에 20με 단위로 스트레인을 

증가시켜 중심파장을 이동시켜 FBG2와 220με에서 완전히 겹친 후(그림1.(b)) 440με까지 가하여 두 스펙트럼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스펙트럼을 시간축에서 평균화하고 전기광학변조기에서의 

빛의 누출을 고려하여 reference 신호를 빼는 연산을 통하여 두 FBG 의 반사 스펙트럼을 얻어내었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반사스펙트럼을 가우스 모델에 fitting 하여 측정된 두 스펙트럼의 중심 파장을 얻어내었다(그림

2.(a)). FBG2는 중심파장이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FBG1 의 중심파장이 FBG2 의 중심파장과 가까워질 때 

shadowing 효과에 의하여 그림2. (a) 와 같은 에러가 나타나게 된다. 이 에러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명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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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n(λ) 는 직렬로 연결된 n번째 FBG에서의 반사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P0(λ)는 입사광의 스펙트럼, 

Rn(λ)은 n번째 FBG 의 고유의 반사스펙트럼이다. FBG2 고유의 스펙트럼은 앞의 식 (1)을 n=0,1 두식을 연립

해서 풀면  로 나타내어지며, 이 식을 통하여 복원된 신호로 가우스 모델에 fitting을 해서 얻은 

중심파장의 결과는 그림 2.(b)와 같다. 

 

위와 같은 신호 복원 알고리즘을 통하여 shadowing 효과에 의한 최대에러는 0.060nm에서 0.012nm로 감소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고리즘 및 신호 복원 기법을 사용할 경우 향후 많은 사용이 기대되는 

WDM/TDM 복합기법에서의 센서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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