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6, June 2021, pp. 539∼546
http://dx.doi.org/10.3938/NPSM.71.539

Fiber-optic Interferometer Using Chirped Fiber Bragg Gratings in the
Reference arm
Seung Seok Lee · Eun Seo Choi∗
Department of Physics, Chosun University, Gwangju 61452, Korea
(Received 26 April 2021 : revised 17 May 2021 : accepted 17 May 2021)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ferometry using a chirped fiber Bragg
grating as the reference arm of a fiber-optic interferometer and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maximum measurement displacement. This fiber-optic interferometer generated a symmetrically
chirped interference signal due to the group delay given by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could be restored through a signal
processing technique for extracting the envelope from the interference signal. Interfering signals
were measured while increasing the displacement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at intervals of
500 µm from 0 to 6.5 mm. From the measured interference signal, the displacement information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could be restored with a resolution of 100 µm. The proposed
technique was able to overcome the measurement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pectrometer-based
dispersive interferometer, and the proposed method can provide improved depth information in
various optical measurements and optical imaging applications based on interfe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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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에 처프된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 광학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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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6일 받음, 2021년 5월 17일 수정본 받음, 2021년 5월 17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처프된 광섬유 브라그 격자를 광섬유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사용한 간섭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 측정 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광섬유
간섭계는 분산 특성에 의해 주어지는 군 지연으로 인해 대칭적으로 처핑된 간섭신호를 발생시켰다. 이
간섭 신호로부터 포락선을 추출하기 위한 신호 처리 기법을 통해 샘플단 반사체의 위치 정보를 복원할 수
있었다. 샘플단 반사체 변위를 0 mm부터 6.5 mm까지 500 µm 간격으로 증가시켜가면서 간섭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간섭신호로부터 샘플단 반사체 변위 정보를 100 µm의 분해능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분광계 기반의 분산 간섭계가 가지는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
은 간섭계 기반의 다양한 광학 계측 및 광영상 응용에서 향상된 깊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처프된 광섬유 브라그 격자, 광섬유 간섭계, 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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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인 광섬유 브라그 격자 (Fiber Bragg gratings,
FBG) 는 광섬유 코어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일정한 주기
를 가지는 굴절률 변조를 유도한다. 이러한 FBG는 주기
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정 파장만을 반사시키는 반사형 광
소자로 작동한다. 그에 반해 처프된 광섬유 브라그 격자
(Chirped fiber Bragg gratings, CFBG)는 광섬유 길이 방
향으로 균일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변하는 주기를 가진다
[1]. 선형적인 주기를 가지는 CFBG에 입사된 다중 파장의
빔은 CFBG 내부의 위치별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반사되고
그로인해 파장에 따라 다른 광 지연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CFBG는 광섬유 안에서 전송되는
광신호의 분산 특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광통신 선
로에서 발생하는 분산을 매우 짧은 길이의 광소자만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FBG
는 광통신에서 핵심적인 광소자로써 사용되고 있다 [2,3].
CFBG는 광통신용 분산 소자뿐만 아니라 광센서로도 활
용성이 높다. 광섬유 센서로써 FBG는 온도와 길이 변화에

본 연구에서는 CFBG를 광섬유 간섭계에 기준단으로
이용한 분산 간섭계를 구성함으로써 분광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측정 변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CFBG를
기준단 자체로 이용함으로써 기계적인 거울 이동이나 물리
적인 기준단의 변위가 없이 반사체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기존 간섭 신호와는 차별
성을 가지는 간섭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CFBG의 군 지연 (group delay) 특성을 이용하여
동작 특성과 발생하는 간섭 신호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하
였다. 샘플단의 샘플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에 의해 발생된
간섭 신호에서 반사체 변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제안된
신호 처리 기법을 통해 각 변위별로 측정된 간섭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반사체 위치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복원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결과 기존 저간섭성
간섭계의 측정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샘플단의 변위에
서도 간섭 신호의 측정 및 위치 정보의 복원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간섭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안한 간섭계가 광계측에서 새로운 대안
기술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변화량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단일 파장만을 반사시키는 FBG에 비해 여
러 파장을 반사시킬 수 있는 CFBG는 파장 대역폭을 확장시
켜 다파장 광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온도와 스트레인의 변화를 여러 파장을 이용하여 분산 형
태의 센서로 사용하는데 효율적이다. 최근에는 스트레인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치를 감지하는데 사용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4]. 광섬유 센서로써의 CFBG의 활용은 매우
다양하여 헬스 케어 응용, 기계적인 크랙의 검출, 국소적인
가열 진단, 폭파 속도의 측정 등 응용분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5–7].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CFBG를 간섭계에 활용한 연구결
과도 발표되었다. 간섭계에 동일한 CFBG 2개를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이용한 경우 한쪽 CFBG을 길이방향으로 당
기게 되면 광경로 증폭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 광 지연 선로
로 이용할 수 있었다 [8]. CFBG를 광 주파수 영역 반사계
(optical frequency-dimain reflectometry) 에 적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서는 연속파 광원에서 방출된 빔
을 분산형 광원으로 변환하여 간섭계의 분산형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9]. 간섭계를 기반으로 분산형 센서로 활용한
여러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CFBG의 경우 광섬유 격자
의 위치에 따라서 반사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함으로
써 국소적으로 가열된 금속 막대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위치별 온도 분포로 해석할 수 있었다 [10].

II. 배경 이론
기존 간섭계에서는 기준단 거울의 위치에 대해서 샘플단
반사체 표면의 상대적인 거리차를 광경로차로 환산한다.
이 광경로차가 광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간섭 길이보다
짧은 경우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가시도 (visibility) 가 변하
면서 간섭 신호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가간섭 길이보다 긴
광경로차에 대해서는 간섭 신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결맞음 게이팅(coherence gating)이라고 한
다. 광원의 파장 반치폭이 넓은 광대역 광원을 이용하는
광결맞음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과 같은 응용분야에서는 가간섭 길이가 수 µm 정도에 이르
기 때문에 높은 분해능으로 세밀한 단층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11]. OCT에서는 사용하는 광원의 순간 파장 선폭을
좁게 하거나 분광계의 픽셀수를 증가시켜 영상 구현 가능
깊이를 수 mm 정도에서 수십 mm 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12]. 여기서 영상 구현이 가능한 깊이는 일반적인 간섭계에
서는 측정 가능한 최대 깊이 또는 측정 가능한 최대 변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OCT의 측정 가능한 최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파장 가변 광원의 선폭을 더 줄인
특수 광원 개발하는 방법은 장시간의 연구기간과 다수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 분광계 픽셀수 증가하는 방법도 시스템 비용 상승 및
가용 가능한 픽셀수의 제한이 있어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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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Characteristics of CFBG with different reflection wavelengths for each location.

Fig. 2. (Color online) Group delay characteristics of
CFBG and mirror.
파장, β ≡ 2αneff 로 파장에서의 처프 비율을 의미한다. 이

1. CFBG의 분산 특성

식으로부터 CFBG의 내부 위치별로 반사되는 파장(λB )이
하지만 CFBG를 기준단으로 이용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광원 및 분광계의 제약으로 인해 주어지는 측정 가능한 최대
변위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
서는 측정 가능한 최대 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광원 또는
분광계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사용하는 CFBG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긴 길이의 CFBG를 이용한다면
기존 분광계 기반 간섭계만으로도 CFBG 길이와 유사한
정도의 변위를 가지는 반사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제
안하는 CFBG 기반의 간섭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
광섬유 코어에서의 굴절률 변조에 의해서 특정 파장만을
반사시키는 FBG의 반사 파장은 Eq.(1)로 주어지는 브라그
반사 법칙 (Bragg reflection’s law) 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
서 λB 는 브라그 반사 파장, neff 는 코어의 유효 굴절률, Λ
는 광섬유 코어의 격자 주기이다.
λB = 2neff Λ

일대일로 대응됨을 이해할 수 있다.
λB = λ0 + 2αneff x = λ0 + βx

(3)

CFBG 기반의 간섭계의 작동 원리는 파장별 군 지연을 이용
해 설명할 수 있다. 선형적인 굴절률 변조 주기의 특징으로
인해 주어지는 반사 파장에서의 차이는 CFBG가 파장에
따라 선형적인 군 지연 (τg ) 특성을 가지게 한다. CFBG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거울 또는 반사체 표면은 파장별 분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입사된 광원의 모든 파장을 동일한 거울
표면 위치에서 군 지연이 없이 동시에 반사시킨다. 이렇게
분산 특성이 서로 다른 두 반사체를 간섭계의 기준단과 샘플
단에 위치시켜서 고려하면 Fig. 2와 같은 군 지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1)
2. 군 지연 특성에 의한 간섭 신호의 특징

이와 달리 굴절률 변조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선형으로 변
화되는 CFBG는 Fig. 1에서 보듯이 광섬유 코어 안에서 광
섬유 길이 방향을 따라 위치별로 브라그 반사 파장이 다르게
발생한다. CFBG의 전체 길이를 L로 가정하고 단주기에서
반사하는 빔의 파장과 장주기에서 반사하는 빔의 파장을
각각 λS , λL 로 표시하였고 특정 주기를 가지는 위치 x에서
반사되는 빔의 파장을 λR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특정 위치
에서 주어지는 격자의 주기는 Λ(x) 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FBG의 코어의 굴절률 변화의 주기는 선
형적으로 바뀌도록 설계된다. 이 반사 파장을 결정하는 광
섬유 격자 주기의 선형적인 변화는 Eq.(2) 의 식을 따른다.
여기서 Λ0 는 시작 주기, α 는 처프 비율 (chirp ratio), x 는
CFBG 내부에서의 위치이다.
Λ0 = Λ0 + αx

(2)

위의 식을 이용하면 CFBG 내부의 위치와 반사 파장과의
관계를 Eq.(3) 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λ0 는 처음 반사

반사체 표면이 어느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
고 그 위치가 Fig. 2와 같이 CFBG 내부에서 일치되었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CFBG에서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먼저
반사되는 파장과 나중에 반사되는 파장이 각각 존재할 것
이다. 그러므로 파장별로 반사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파장
성분간에 지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파장별 군
지연 특성은 CFBG가 선형 처핑된 경우에 기준 파장 (λR )
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각각의 서로 다른
군 지연 특성을 가지는 기준단과 샘플단의 빔은 반사되어
커플러를 지나면서 중첩되어 파장 영역 간섭 신호를 발생시
키게 된다. 이러한 대칭성을 가지는 군 지연 특성으로 인해
CFBG를 기준단으로 이용하는 간섭계에서 발생하는 간섭
신호는 기존의 간섭 신호와는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간섭계 커플러에서 샘플 반사면까지의 광경로가 CFBG
의 내부에서 파장 λR 이 반사되는 위치와 일치되었다고 가
정해보자. 이 일치된 위치에서 반사된 두 빔은 파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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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체 위치 이동에 따른 간섭 신호의 변화

Fig. 3. (Color online) Spectral interference characteristics in the proposed method. (a) spectral interference
signal showing symmetric characteristics, Interference
signal when sample surface placed near (b) short period
and (c) longer period.

에서는 군 지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λR
에서 동일한 파장 간격 (δλ) 만큼 떨어져 있는 λS 와 λL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칭적이고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샘플단의 반사체 위치가 변하게 되면 이에 반응하여 간섭
신호의 대칭점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Fig. 3(b)
와 Fig. 3(c) 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샘플 반사체의 광경
로가 CFBG에서 단주기에 가까운 곳에서 일치하게 되면
Fig. 3(b) 와 같이 간섭 신호가 단파장 쪽에서 발생하고,
장주기에 가까운 곳에서 일치하게 되면 Fig. 3(c) 와 같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샘플단에서 반사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더라도 위치가 이동된 간섭 신호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CFBG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유효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반사면의 위치가 바뀌게 된
다고 하더라도 반사체 광경로에 해당하는 광경로가 CFBG
내부에서 일치하게 된다면 간섭 신호가 항상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CFBG 내부에서 광경로가 일치하게 된다면
CFBG의 길이에 비례하여 최대 측정 가능한 반사체의 변위
도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지는 측정 가능한
깊이를 충분히 넘어서는 계측이 가능할 것이다.

군 지연차(δτg )를 가질 것이다. 간섭 신호에서는 경로차의
부호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군 지연차의 부호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군 지연차는 파장 λR 을 중심으로

III. 실험 과정

대칭적이면서 동시에 그 크기가 파장 차이에 비례하므로
군 지연의 크기도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두 빔의 군
지연차는 두 빔의 광경로차와 직접적으로 비례하므로 파장
별 간섭 신호는 파장 을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주기가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동시에 광경로차
가 증가하게 되면서 간섭의 효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섭
신호의 포락선이 대칭적으로 감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균일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기존의 간섭
신호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간섭 신호의
특징은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인 Fig. 3(a)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광섬유 형태의 마이켈슨 간섭계에
기준단을 CFBG로 대치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분광계의
픽셀위치는 파장과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지므로 파장 대신
픽셀로 수평축을 대치하여 표현하였다. 광경로차가 없게
되는 반사체 위치로 예상되는 CFBG 내부의 위치에서 대칭
성을 보이면서 단파장과 장파장쪽으로 파장이 증가하면서
간섭 신호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간섭 신호의 포락선도
대칭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포락선의
범위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즉, 파장 가변 광원의
순간 선폭이나 분광계의 픽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정
가능한 광경로차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 경우는 대략 5.8
mm 정도이다.

CFBG를 기반으로 하는 간섭계를 구성하기 위해 광섬유
커플러를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광섬유 기반의 마이켈슨
(Michelson) 간섭계를 구성하였다. 간섭계는 근적외선 영
역의 광대역 광원(Superluminescent diode, SLED)을 이용
하여 저간섭성 간섭계로 구성하였다. 간섭계에 사용한 광원
의 중심파장은 1300 nm이었다. 파장 반치폭(Ful width at
half maximum) 은 100 nm이고, 광출력은 18 mW이였다.
SLED에서 방출된 빔은 광섬유 커플러에 입사하고 50:50
의 비율로 간섭계의 두 팔로 나뉘어 진행한다. 샘플단에는
초점거리 50 mm인 몰색화 이중 렌즈(achromatic doublet
lens) 를 이용하여 샘플 표면에 빔을 조사하였다. 기준단은
넓은 파장대역에 걸쳐 균일한 반사가 가능한 CFBG(Bragg
photonics, 반사율 약 50%, 반사 파장 반치폭 45 nm) 로
구현하였다. CFBG를 이용하여 기준단을 구성함으로써
파장별로 분산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각각의 기준단과
샘플단에서 반사된 빔은 되돌아와 광섬유 커플러에서 결
합되어 광경로차에 따라 간섭 신호를 발생시켰다. 이 간섭
신호는 분광계(Wasatch photonics, C-1235-1385-GL2KR,
측정 파장 대역: 1235 nm – 1385 nm, 픽셀수: 2048, 주사
속도 147 kHz)에 입사하게 된다. 분광계 내부에서 회절 격
자를 통과한 뒤 각각의 파장별로 분산된 빔은 수광소자 어
레이를 통해 파장별 간섭 신호를 측정한다. 이 간섭 신호는
이미지 그래버 (Image grabber, National instrument,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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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ig. 5. (Color online) Signal processing diagram for extracting information of reflector location.

PCIe-1433)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컴퓨터의 메
모리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Fig. 5에서 제시된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스템의 제어 및 신호 처리는
Labview(National instrument, 2019 vers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측정된 간섭 신호로부터 반사체의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서는 먼저 배경 신호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간섭 신
호에 미분을 취하여 균일한 광세기에 해당하는 배경 신호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미분된 간섭 신호와 이 신호에 힐버트
변환 (Hilbert transform) 을 수행한 결과를 각각 제곱하여
서로 합하므로써 간섭 신호의 포락선 (envelope) 만을 추출
한다. 배경 신호가 제거된 신호는 사인(sine)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신호에 힐버트 변환을 취한 신호는 코사인 (cosine)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신호의 제곱은 간섭
신호의 위상 변화가 제거된 포락선이 된다. 이 포락선 안
에는 샘플단의 반사체 표면의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는 간섭계 양팔의 광경로가 일치하는
위치이므로 간섭의 가시도가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간섭
신호에 미분을 취하였기 때문에 간섭 신호의 대칭점이 되는
이 위치는 미분에 의한 기울기가 0이 될 것이다. 포락선
안에서 크기가 0이 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이 때의 픽셀의
위치를 반사체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을 샘플단 변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간섭 신호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FBG의 분광 특성을 사용한 SLED 스
펙트럼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광원인 SLED의 스펙
트럼은 Fig. 6(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우시안에 근사한
개형을 가지고 있으며 반치폭이 100 nm 정도로 매우 넓은
파장 대역을 가지고 있었다. 간섭계에 사용한 CFBG의 반
사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간섭계 샘플단의 빔을 막고 스펙트
럼을 측정한 결과를 Fig. 6(b)에서 볼 수 있다. 파장 대역이
광원보다는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량도 일부가
손실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0% 정도인 반사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역폭은 대략 45 nm 정도인 것으로 관
찰된다. CFBG 반사 파장 대역 안에서 간섭 신호가 포함된
스펙트럼은 Fig. 6(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간섭 신호는 CFBG의 반사 파장보다 좁은 파장 범위에서만
발생하였다. 사용한 분광계가 간섭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최
대 변위가 6 mm 미만으로 이 길이는 CFBG의 길이인 5 cm
보다 짧기 때문이다 [13]. 이 결과만으로도 제안한 CFBG
기반의 광섬유 간섭계가 훨씬 넓은 측정 범위에 걸쳐 변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분광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측정 깊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하는 CFBG의 길이에 의
해서 측정 가능한 거리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6 mm
미만을 주어지는 측정 최대 거리를 넘어서는 거리에 대해
서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측정한 간섭 신호로부터 반사체의 위치를 추출하기 위한
신호처리 과정에 대해 획득한 광신호를 Fig. 7에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기존 간섭계에서는 간섭 신호에 푸리에
변환을 취하여 얻게 되는 결과에서 피크의 위치를 분석하여
산란체의 위치로 해석한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에서는 반
사체의 위치를 푸리에 변환이 없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측정한 간섭 신호는 Fig. 7(a)와 같다. 특정 파장을 중심으
로 간섭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증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간섭계에서 측정한 간섭신호는 광경로차가
증가할수록 간섭 신호의 주파수가 증가한다. 배경이론에서
설명했듯이 CFBG로 인해 반사체 위치에 해당하는 파장을
대칭으로 군 지연이 증가되기 때문에 Fig. 7(a) 과 같은 대
칭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측정한 간섭
신호에서 배경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분을 취한 결과를
Fig. 7(b)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FBG의 배경 신호는 간
섭과는 무관한 거의 일정한 광세기를 가지므로 미분을 취한
뒤에는 Fig. 7(b)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의 평탄한 배경
신호를 가지게 된다. 단순 미분을 취하거나 기준 신호를
측정하여 빼주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배경 신호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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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um measurable from the proposed system. (a) SLED spectrum, (b) CFBG reflection spectrum, and (c)
interference spectrum of the proposed method.
을 취하여 이 배경 신호를 제거하였다. 배경 신호가 제거된

측정한 간섭 신호로부터 포락선을 취함으로써 반사체의

간섭 신호에서는 간섭 신호의 대칭성을 가지는 대칭점을 명

위치 정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는 Fig. 9에 정리

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였다. 여기서는 간섭 신호를 500 µm 간격으로 변위를

이 대칭이 되는 위치가 군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반사체의

주면서 보다 촘촘히 획득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위치 분

상대적인 위치와 일치하는 곳이다. 이 위치는 스펙트럼에

석에 이용하였다. Figure 9에서 수평축은 샘플단 변위를

서는 파장으로 측정되지만 Eq.(3)에 의해서 CFBG 내부의

나타내고 수직축은 분석된 위치에 해당하는 픽셀값이다.

위치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미분을 취한 간섭 신호로부터

간섭 신호를 파장 대신 분광계의 픽셀값으로 표시하였기 때

포락선만을 취한 결과는 Fig. 7(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에 여기서 분석한 결과도 픽셀로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호에서 최소점을 찾으면 반사체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제안한

수 있다. 이 정보를 찾기 위해 CFBG에 의해 간섭 신호가

신호 처리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샘플단 변위를 매우 높은

발생한 영역 안에서만 이 최소점을 찾도록 하였다. 편의상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

미분된 데이터는 정규화를 취하여 Fig. 7(c)에 보이는 바와

과를 선형 피팅 (linear fitting) 한 결과는 Fig. 9에 붉은색

같이 최대 크기가 1인 포락선으로 나타내었다.
샘플단의 변위를 증가시켜가면서 측정한 간섭 신호는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샘플단에 금속 코팅된 거울
을 샘플 반사체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약 1 mm 간격으로

직선으로 표여하였고 이때의 기울기는 9.71 ± 2.11644E-1
이고, R2 는 0.99이었다. 이 값으로부터 계산된 한 픽셀에
해당하는 변위는 약 100 µm로 이것은 제안한 시스템의 분
해능에 해당한다.

렌즈와 거울과의 거리를 증가시켜가면서 간섭 신호를 측정
하였다. Figure 8의 각각의 그림 왼쪽 위에 보이는 숫자는
측정시 변위값을 나타낸다. 변위값이 증가할수록 간섭 신
호의 크기가 증가되는 이유는 샘플단 렌즈의 초점 위치에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BG를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사용하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거울의 초기 위치를 렌즈의 초점거

광섬유 간섭계의 작동 원리와 CFBG 기반의 간섭계로부터

리보다 후방 쪽에 거울을 위치시키고 실험을 시작하였다.

샘플단 반사체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 처리

또한 렌즈의 초점 심도가 수 mm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CFBG를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샘플 반사체의 변위가 반하여도

이용함으로써 CFBG가 가지는 분산 소자의 특징을 이용한

간섭 신호의 대칭성과 포락선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

광섬유 분산 간섭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분산 특성이 없는

었다. 실험에서는 0 mm에서부터 6.5 mm까지 간섭신호를

샘플단의 반사체와의 분산 소자인 CFBG를 함께 간섭계에

측정하였다. 사용한 분광계가 구분할 수 있는 최대 변위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대칭적인 처핑된 간섭 신호를 파장

5.8 mm인 점을 고려하면 6.5 mm라는 측정 변위는 이미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간섭 신호의 배경 신호를 제

한계를 초과하는 거리로 기존 분광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하고 포락선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반사체 변위 정보를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아직도 샘플단

추출할 수 있었다. 500 µm 간격으로 측정한 간섭 신호로부

변위를 더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한 기법이

터 제안한 신호 처리를 과정을 통해 분석된 반사체 변위에

기존 간섭계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대한 정보는 선형적인 반응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한 변위의 범위는 0 mm에서부터 6.5 mm까지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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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gnal processing result. (a) measured interference signal, (b) background signal removed signal, and (c)
envelope.

Fig. 8. Interference signal measured at the mirror displacement of (a) 0 mm, (b) 1.0 mm, (c) 2.0 mm, (d) 3.0 mm, (e)
4.0 mm, (f) 5.0 mm, (g) 6.0 mm, and (h) 6.5 mm.

Fig. 9. (Color online) Pixel for minimum value corresponding to reflector displacement. Red line represents
linear fitting line.

이 때 최대 변위인 6.5 mm는 사용한 분광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변위인 5.8 mm를 초과하는 범위이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6.5 mm 변위에서도 100 µm 정도의 분해능으로
반사체 변위 정보를 복원할 수 있었다. CFBG 기반의 간섭
계는 시스템이 가지는 최대 측정 깊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깊은 깊이에 대해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광단층영상과
같은 간섭계 기반의 응용에서 더 깊은 영상 깊이를 획득하
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안한 기법은 측정 가능한 깊이가 광소자의 길이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길이에 해당하는
초점 심도를 가지는 특수 광학계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
러한 특수 광학계는 세밀한 현미경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광학계로 일반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초점 심
도가 몰색화 이중 렌즈 보다 확장된 저렴한 렌즈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샘플단에 조사되는 광량의 분포
를 긴 초점 심도에 걸쳐 균일하게 하여 간섭 신호의 크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호 처리 기법에서도 향상
된 기법의 적용을 통해 현재의 분해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한 최대 변위를 확인하
기 위해서 보다 길게 제작된 CFBG를 이용하여 측정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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