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12324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1D 5/2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12월31일

10-0412324

2003년12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2-0004778 (65) 공개번호 특2003-0064470

(22) 출원일자 2002년01월28일 (43) 공개일자 2003년08월02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아이세스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29-1 벤처 전문대학원 102

(72) 발명자 김종우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509선사현대아파트103동1404호

정철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1동1007-25

김기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청솔마을812동103호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심사관 : 정흥영

(54)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자체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를 바탕으로 발

광다이오드를 구동시켜서 상기 발광다이오드가 소정 파장폭을 가지는 광신호를 반복적으로 방출하도록 하는 발광다

이오드 구동부와, 상기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를 광결합기를 통해 수신하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변화량에 따라 그 중심 파장을 천이시켜서 반사시키는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과, 상기 광섬유 브래

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을 그 중심 파장값에 따라 광도를 다르게 하여 투과시키는 인클라인

드 그레이팅 필터와,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를 투과한 광신호들의 광도를 검출하는 제1검출수단과, 상기 광

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의 광도를 검출하는 제2검출수단과, 상기 제1검출수단에

서 검출된 광도를 제2검출수단에서 검출된 광도로 나누어 출력하는 나눗셈기 및, 상기 나눗셈기로부터 현재 입력된 

광도변화율을 저장함과 더불어 이전에 입력된 광도변화율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바탕으로 파장의 천이량을 구하고,

이 천이량을 바탕으로 상기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 가해진 물리적 변화량을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들의 파장 천이량을 한꺼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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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코드분할방식의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신호의 타이밍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신호의 스펙트럼,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의 스펙트럼,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의 투과특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분할방식의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발광다이오드 구동부 12 : 발광다이오드

13 : 광결합기 14 : 광센서부

15 :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 16, 18 : 광다이오드

17, 19 : 검출부 20 : 나눗셈기

21 : 제어부 22 : 표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1개의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를 사용하고 광을 소정시간 주기로 방출함으로써,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광섬유 센서(Optical Fiber Sensor)로 응응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FBG; F

iber Bragg Grating)은 광섬유 레이저 및 필터, 펄스압축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FBG) 센서

의 장점은 단일 센서를 이용한 측정뿐만 아니라 단일 광섬유 안에 여러개의 센서를 삽입하여 여러 지점의 물리적 변

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센서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파장을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상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FBG) 센서는 광섬유 코어 안에 주기적인 굴절률을 만들어 구성하며, 외부의 물리적 변

화에 의해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FBG) 센서에 의해 반사된 광신호의 중심 파장이 물리적 변화량 만큼 천이한다. 따

라서, 파장 천이량을 검출한다면 물리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 도로서, 이 센서 시스템은, 발광다이오드

(1), 광결합기(2), 광센서부(3), F-P필터(4), 광다이오드(5), 필터구동부(6), 검출부(7)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발광다이오드(1)는 소정의 파장 및 광세기를 가지는 광신호를 방출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광센서부(3)는 상기 

발광다이오드(1)에서 방출된 광신호를 광결합기(2)를 통해 수신하여 외부에서 가해지는 온도나 스트레인등의 물리적

변화량에 따라 그 중심파장을 천이시켜서 반사시키는 것으로,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FBG1∼FBGn)

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광센서부(3)에서 반사된 광신호는 광결합기(2)를 통해 F-P필터(4; Fabry-Perot filter)로 전달되고, 상

기 F-P필터(4)는 상기 반사된 광신호를 소정의 중심 파장에서 투과 전력을 크게하여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에서 투과

전력을 작게 하여 투과시키도록 되어 있다.

상기 광다이오드(5)는 상기와 같이 F-P필터(4)를 투과한 광신호의 광세기를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필터구동부(6)는, 상기 F-P필터(4)의 PZT에 공급되는 전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상기 F-P필터(4)의 

중심파장을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다. 상기 검출부(7)는 외부에서 인가된 물리량 변화에 의해 상기 광센서부(3)의 중

심 파장이 변화함에 따라 F-P필터(4)의 중심 파장과 수신된 광다이오드(5)의 중심 파장이 일치할때의 PZT 인가 전

압을 바탕으로 파장 천이량을 검출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다중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은, FGB 의 파장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동조 F-P

필터(tunable F-P filter)를 이용함에 따라 각 FBG에서 반사된 광신호의 파장을 스케닝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스케닝시 F-P 필터에 부착된 PZT의 히스테리시스에 의해 정확한 검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1개의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

터를 사용하고 광을 소정시간 주기로 방출함시킴으로써,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

들의 파장 천이량을 한꺼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다중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은, 자체에서 생성

되는 타이밍신호를 바탕으로 발광다이오드를 구동시켜서 상기 발광다이오드가 소정 파장폭을 가지는 광신호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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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방출하도록 하는 발광다이오드 구동부와, 상기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를 광결합기를 통해 수신하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변화량에 따라 그 중심 파장을 천이시켜서 반사시키는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

팅 센서들과, 상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을 그 중심 파장값에 따라 광도(lumin

ous intemsity)를 다르게 하여 투과시키는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와,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를 투과한 광

신호들의 광도를 검출하는 제1검출수단과, 상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의 광도

를 검출하는 제2검출수단과, 상기 제1검출수단에서 검출된 광도를 제2검출수단에서 검 출된 광도로 나누어 출력하는

나눗셈기 및, 상기 나눗셈기로부터 현재 입력된 광도변화율(n)을 저장함과 더불어 이전에 입력된 광도변화율(n-1)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바탕으로 파장의 천이량을 구하고, 이 천이량을 바탕으로 상기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

서에 가해진 물리적 변화량을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코드 분할 방식의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본 발명에 따른 

센서 시스템은, 발광다이오드구동부(11)와 발광다이오드(12), 광결합기(13), 광센서부(14),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

터(15), 제1광다이오드(16), 제1검출부(17), 제2광다이오드(18), 제2검출부(19), 나눗셈기(20), 제어부(21) 및, 표시

부(22)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는 자체에서 생성되는 소정시간 주기의 펄스신호 또는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

호(PRBS signal; Pseudo Random Binary Sequence signal)를 바탕으로 상기 발광다이오드(12)를 구동시키도록 되

어 있고, 상기 발광다이오드(12)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에 의해 구동되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시

간 주기로 광신호(A∼N)를 출력하는데, 상기 각 광신호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파장(예를 들어, 중심파장

1300nm, 파장폭 30-50nm)과 소정의 광도(luminous intensity)를 가진다.

상기 광센서부(14)는 상기 발광다이오드(12)에서 방출된 광신호를 광결합기(13)를 통해 수신하여 외부에서 가해지는

온도나 스트레인등의 물리적 변화량에 따라 그 중심파장을 천이시켜서 반사시키는 것으로,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FBG1∼FBGn)이 단일 광섬유내에 소정 거리를 두고 직렬로 배열되어 있는 한편, 상기 광섬유 브래

그 그레이팅 센서들(FBG1∼FBGn)은 서로 다른 중심파장을 가지므로, 소정 광신호(A)가 광센서부(14)의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FBG1∼FBGn)에서 반사된 광신호들(RA1∼RAn)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중심파장이 

서로 다르게 된다.

그리고,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inclined grating filter)(15)는 상기 광센서부(14)에서 반사된 광신호들(RA1

∼RAn)을 광결합기(13)를 통해 수신하여 그 중심파장이 천이함에 따라 광도를 다르게 하여 투과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은 투과특성을 가지는 필터로는 블루 로드 리서치(BLUE ROAD RESEARCH)사의 첩트 그레이

팅 필터(CHIRPED GRATING FILTER)를 들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그레이팅 필터에서도 동일한 투과 

특성을 가지는 필터들을 사용하여도 좋다.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15)는 상기 광센서(14)에서 반사된 광신호들을 그 중심파장

이 낮을 수록 광도를 크게 하여 투과시키고, 그 중심파장이 높을 수록 광도를 작게 하여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상

기 광센서(14)에서 반사된 광신호들(RA1∼RAn)의 중심파장은 서로 다르므로 투과되는 광도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1광다이오드(16)는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15)를 투 과한 광신호의 투과 전력을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제1검출부(17)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에서 생성되는 소정시간 주기

의 펄스신호 또는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서 검출시점을 결정하고, 이 시점에서 상기 

제1광다이오드(16)에서 출력되는 전압신호(광도; luminous intensity)를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제2광다이오드(18)는 상기 광센서부(14)에서 반사된 광신호들(RA1∼RAn)을 광결합기(13)를 통해 수

신하여 각 광신호들의 광도를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제2검출부(19)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에서 생성되는 소정시간 주기의 펄스신호 또는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서 

검출시점을 결정하고, 이 시점에서 상기 제2광다이오드(18)에서 출력되는 전압신호(광도; luminous intensity)를 검

출한다.

또한, 상기 나눗셈기(20)는 상기 제1검출부(17)에서 검출된 광도를 제2검출부(19)에서 검출된 광도로 나누어 제어부

(21)로 입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21)는 상기 나눗셈기(20)에서 입력된 현재 광도변화율(n)을 이전에 입력되어 저장되어 있던 광

도변화율(n-1)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바탕으로 파장의 천이량을 구하고, 이와 같이 구해진 파장의 천이량을 바탕으

로 상기 각 광섬유 격자(FBG1∼FBGn)에 가해진 물리적 변화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표시부(22)는 

상기 제어부(21)에서 산출된 물리적 변화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다중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시스템의 작용 및 효과를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가 발광다이오드(12)를 구동시켜서 상기 발광다이오드(12)로부터

첫번째 광신호(A)가 방출되면 상기 첫번째 광신호(A)는 광결합기(13)를 통해 광센서부(14)로 전달된다. 이때, 상기 

광신호(A)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파장 및 광도를 가진다.

상기와 같이 광신호(A)가 광센서부(14)로 광신호(A)가 전달되면, 상기 광센서부(14)의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

서들(FBG1∼FBGn)이 그레이팅의 간격 변화에 따라 좁은 스펙트럼 선폭의 빛을 반사시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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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광반사신호(RA1∼RAn)를 반사시킨다. 이때, 각 광반사신호의 중심파장은 서로 다르게 된다.

상기와 같은 광반사신호는 광결합기(13)를 통해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15)로 입력되고,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

팅 필터(15)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반사신호의 중심 파장이 변화함에 따라 투과되는 광반사신호의 광도(lumi

nous intensity)를 다르게 하여 출력한다.

상기와 같이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15)를 통과한 광반사신호는 제1광다이오드(16)로 입력되고, 상기 제1광다이

오드(16)는 입력된 광반사신호를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제1검출부(17)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광센서부(14)

의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FBG1∼FBGn)에서 반사된 각 광반사신호(RA1∼RAn)는 제2광다이오드(18)

로 입력되고, 상기 제2광다이오드(18)는 입력된 광반사신호를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제2검출부(19)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검출부(17, 19)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에서 생성되는 소정시간 주기의 펄스신호 또

는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서 검출시점을 결정하고, 이 시점에서 상기 제1 및 제2광다

이오드(16, 18)에서 출력되는 광반사신호의 광도를 검출한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검출부(17, 19)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11)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가 소정시간 주기의 

펄스신호인 경우에는, 일정시간을 지연시킨후 검출동작을 수행하고,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호인 경우에는, 상

관장치(correlator)와 적분기를 사용하여 검출동작을 수행한다.

즉,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센서들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신호는 항상 일

정한 지연시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타이밍신호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상기 지연시간 만큼 지연시켜서 검출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반사신호의 광도값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나눗셈기(20)가 상기 제1검출부(17)에서 검출된 광도를 제2검출부(19)에서 검출된 광도로 나누어 제어부(21

)로 출력한다.

즉,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되는 광반사신호의 파장 변화량은 광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발광다

이오드(12)에서 생성되는 광신호의 광도는 파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인클라인드 그레

이팅 필터를 통과하여 검출된 광신호의 광도를 광섬유 브레이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의 광도로 나누어 

줌으로써 상기 인클라이드 그레이팅 필터에 의해 투과된 광신호의 광도변화율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제어부(21)는 상기 나눗셈기(20)로부터 입력된 광도변화율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어서, 발광다이오드(12)로 부터 두번째 광신호(B)가 출력되어 광결합기(13)를 통해 광섬유 센서부(14)로 전달되면,

상기의 첫번째 광신호(A)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두번째 광신호(B)에 대한 광도변화율이 제어부(21)로 입력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7)는 상기 나눗셈기(20)에서 입력된 두번째 광신호(B)에 대한 광도변화율(n)을 이전에 입력되

어 저장되어 있던 첫번째 광신호(A)에 대한 광도변화율(n-1)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바탕으로 파장의 천이량을 구

하고, 이 파장 천이량을 바탕으로 상기 광섬유 센서부(14)에 가해진 외부의 물리적변화량을 검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첫번째 광신호(A)와 두번째 광신호(B)의 광도가 동일하다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번째 광신호(A)

를 바탕으로 검출되어 저장된 광도(a)와, 두번째 광신호(B)를 바탕으로 현재 검출되는 광도(b)의 차이값(a-b)을 바탕

으로 파장 천이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상기 센서들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신호는 항상 일정한

지연시간을 가지며, 상기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가 외부에서 가해진 물리적 변화량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는 파장의 천이량은 이미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제어부(21)는 나눗 셈기(20)에서 입력된 광도변화

율이 어떤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를 바탕으로 검출된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특정 브

래그 그레이팅 센서로부터 반사된 광신호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이전 값과 비교하여 파장의 천이량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분할방식의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대부분의 구성

은 도 2에 도시된 코드분할방식의 센서 시스템과 동일하나, 광센서부(14)의 구성만 다르게 되어 있다. 상기 광센서부(

14)는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FGB1∼FGBn)이 다수의 광섬유에 각각 삽입되어 있고, 각 광섬유의

길이를 달리함으로써 각 센서들로부터 반사되는 광신호들이 서로 다른 시간 간격으로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

게 하면, 상기 각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대해 동일한 중심 파장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1개의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를 사용함과 더불어 광을 소정시간 주

기로 방출함으로써,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에서 반사된 광신호들의 파장 천이량을 한꺼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체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를 바탕으로 발광다이오드를 구동시켜서 상기 발광다이오드가 소정 파장폭을 가지는 

광신호를 반복적으로 방출하도록 하는 발광다이오드 구동부와, 상기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를 광결합기를 

통해 수신하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변화량에 따라 그 중심 파장을 천이시켜서 반사시키는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과, 상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을 그 중심 파장값에 

따라 광도(luminous intemsity)를 다르게 하여 투과시키는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와, 상기 인클라인드 그레이팅 

필터를 투과한 광신호들의 광도를 검출하는 제1검출수단과, 상기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에 의해 각각 반사된

광신호들의 광도를 검출하는 제2검출수단과, 상기 제1검출수단에서 검출된 광도를 제2검출수단에서 검출된 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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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출력하는 나눗셈기 및, 상기 나눗셈기로부터 현재 입력된 광도변화율(n)을 저장함과 더불어 이전에 입력된 광

도변화율(n-1)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바탕으로 파장의 천이량을 구하고, 이 천이량을 바탕으로 상기 각 광섬유 브

래그 그레이팅 센서에 가해진 물리적 변화량을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섬

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은, 단일 광섬유내에 소정 거 리를 두고 직렬로 배열되어 있음과 더불

어 서로 다른 중심파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들은, 각각 하나의 광섬유내에 하나씩 병렬로 배열되어 있음과 더불어 서

로 동일한 중심파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는, 소정시간 주기의 펄스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

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는, 의사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서 산출된 물리적 변화량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포마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검출수단은, 상기 발광다이오드 구동부에서 생성되는 타이밍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서 검출시점을

결정하고, 이 검출시점에서 광도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형 광섬유 브래그 그레이팅 센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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