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핀 필름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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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한 온도센서는 흡 도(absorbance), 형 (fluorescence), 반사율(reflectance), 

투과율(transmissivity) 등의 분 학  특성변화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신호를 검출한다. 섬유

는 크기가 작고 자기장의 향을 받지 않으며, 신호의 장거리 달능력을 가지므로 섬유를 이용한 

온도센서는 일반 자식 센서가 계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온도측정에 합하다(1). 본 연구는 물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한 기 연구로서, 열변성(thermochromic) 물질을 이용하여 섬유 온도

센서를 제작하 고, 필름 형태의 센서 (sensor-tip)을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투과 의 강도(intensity) 

변화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섬유(GH4001, Mitsubishi Rayon Co., Ltd.)는 계단형의 굴 률(step-index)을 갖는 

멀티모드(multi-mode) 라스틱 섬유로서 코어(core)의 직경은 0.98 mm, 클래딩(cladding)을 포함한 

외경은 1.0 mm이다. 코어의 굴 률은 1.49이고, 클래딩의 굴 률은 1.402이며 섬유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는 0.504이다. 섬유 온도센서를 제작하기 해 사용한 열변성 물질은 로핀(Lophine)으로 

알려진 2,4,5-triphenylimidazole(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이다. 로핀은 외부의 온도변화에 따라 화학

구조가 바 어 학  특성이 변하게 되는 가역성(reversibility)을 가진 물질이므로 온도측정을 한 섬유 

온도센서의 센서  물질로 사용하기에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 실험에 사용된 원은 섬유용 

LED(IF-series, Industrial Fiber Optics, Inc.)로서 각 장은 430 nm(청색), 530 nm(녹색) 그리고 650 

nm( 색)이고, 섬유 끝단과의 결합이 용이하여  손실이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로핀 필름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감지부(sensing part)의 구조를 보여 다. 로핀 필름은 

투명한 보호 필름층 사이에 로핀 가루를 채워 제작하 고, 온도 감지부가 되는 로핀층의 두께는 1 mm이며 

섬유와의 결합이 용이하도록 자체 제작한 폴리메틸 메타크릴 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홀더로 고정시켜 사용하 다. 

그림 2는 섬유 온도센서를 이용한 체 실험구성을 보여주며, 증배 (photo-multiplier tube, 

PMT) 시스템은 PMT 모듈(H5784, Hamamatsu Co.)과 증폭회로로 구성된다. 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은 

50 cm 길이의 발  섬유(transmitting optical fiber)를 따라 달되고, 센서 을 거쳐 수  섬유

(receiving optical fiber)에 의해 PMT로 도 된다. 이 때, 물의 온도변화에 따라 달라진 로핀의 흡 도

에 의해 변화된 PMT의 출력신호가 신호수집장치(DAQ board, SCB-68, National Instruments Co.)를 

거친 뒤 랩뷰(LabVIEW) 로그램을 통해 디스 이  장된다. 실험 시, 물의 온도를 5～30℃ 범  

내에서 변화  유지시키기 해서 온도 조 이 가능한 냉온 이트(cooling and heating plate,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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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GT, Intec Co.)를 사용하 고, 열 (thermocouple, 54Ⅱ thermometer, Fluke Co.)로 물의 온도를 

실시간 계측하 다.

그림 3은 원의 장에 따른 물의 온도와 PMT의 출력신호 사이의 계를 보여 다. 냉온 이트를 

이용하여 물의 온도를 5～30℃ 범  내에서 5℃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측정한 결과, 물의 온도가 높아질 

때 로핀의 흡 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필름을 통과하는 

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원으로 530 nm의 LED를 사용한 경우에 출력신호의 총 변화량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므로 온도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530 nm의 LED를 사용하 을 경우, 물의 온도와  P M T의 출 력 압  사이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의 온도를 5～30℃ 범  내에서 2.5℃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투과 량을 측정한 결과, 온도와 PMT의 

출력 압이 선형 인 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로핀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되며, 앞으로

의 연구 방향은 원으로 이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원거리 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림 1. 로핀 필름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감지부의 구조

그림 3. 원의 장에 따른 물의 온도와 PMT의

       출력신호 사이의 계

그림 2. 섬유 온도센서를 이용한 체 실험

        구성

그림 4. 물의 온도와  PM T의 출 력 압  사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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