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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가상형 인공지능 의사 플랫폼 연구센터 / ITRC
학생창의자율과제명 광섬유 하이드로폰을 이용한 광초음파 파형 분석 및 복원

참여인력 현황  소속 :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연구기간 2020. 01. 01 – 2020. 10. 01
연구 필요성

o 진단용 초음파 기술은 발진되는 초음파의 특성(중심 주파수 및 밴드폭)뿐만 아니라 에코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의 특성 또한 중요함. 센서의 중심 주파수 및 밴드폭이 협소할수록 측정하는 초음파 

신호의 왜곡은 커지므로 초음파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됨.

o 광기반 초음파 센서는 높은 중심주파수 및 넓은 밴드폭을 가지고 있으므로 압전효과 센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초음파 신호의 왜곡이 덜함. 하지만 어느정도의 왜곡은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했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과제에서는 대표적 광기반 하이드로폰인 광섬유 하이드로폰(fiber optic probe hydrophone; 

FOPH)의 주파수 특성을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예정임. 분석한 내용의 검증을 위해 실험

적으로 초음파를 측정하여 계산된 주파수 특성과 비교할 것임. 

o 광섬유의 구조적 특성을 조절함으로써 주파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o 검증을 위한 초음파는 넓은 밴드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초음파를 사용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금속 물질은 광흡수층이 굉장히 얇으며, 펄스레이저를 조사시켜줄 경우, 레이저의 시간

축 파형과 동일한 파형을 갖는 초음파가 발진됨. 광섬유 하이드로폰이 이러한 광초음파를 측정한다

는 가정 하에 주파수 특성을 계산할 것이며 실험적으로 측정된 파형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실적 및 구현결과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체

적으로 설명

광섬유 센서(fiber optic porbe hydrophone; 

FOPH)으 경우 회절파인 edge wave의 영향 때

문에 왜곡이 일어나므로 edge wave의 영향을 

줄여보기 위해 광섬유의 코어 위치를 바꾸어가

며 FOPH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았음. 

결과 스펙트럼이 그림에 나타나 있음. 코어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 때 (D = 0 μm)와 비교

하여 코어의 위치가 바깥으로 갈수록 

harmonics 주파수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는 광섬유 표면의 edge wave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임. 아래 그림에는 코어 위치별 

spectral integrated intensity의 그래프가 나타

나 있음. Spectral integrated intensity는 주파수 

대역을 따라 주파수 스펙트럼을 적분한 수치로

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flatness (중심 주파수 

대비 밴드폭)를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 분석해

보았으며 코어의 위치가 바깥 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활용방안 / 기대효과

본 과제에서 당초 계획한 정량지표를 다음과 같이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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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달성목표 구현값

시뮬레이션을 통한 파형 복원 

정밀도* 90% 이상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