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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er-guided sensor system using a generator and a receiver can detect the amplitude of load or pressure. However, this type 
of sensor can show some difficulties in detecting the location of damages and pressure loadings. To overcome this weakness of 
this type, the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which has an integrated ultrasonic generator and sensing par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By using this sensor system, the location of mechanical loads can be exactly detected. Moreover, the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is more cost-effective than an ultrasonic fiber sensor using two piezoelectric transducers which are used as a 
generator and a receiver, respectively. Two applications of the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are demonstrated: cure monitoring 
of lead and measurement of liquid level. Present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e fiber sensor can be applied for various 
environmental sensing.  

기호설명 
t = reflection rate of ultrasonic wave 
Z= acoustic impedance 
ρ =density  
c = velocity of sound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센싱 기술 중에 

각광받고 있는 하나로서 광섬유 센서를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구조물 안전진단에 기본이 되는 진동[1] 

이나 그에 대한 결함[2] 또는 화학적 센서[3]로서의 

역할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광섬유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에 탑재된 형태로 제작 하기가 용의하고 내 부식성, 

내 화학성이 뛰어나며 이와 동시에 주변의 전자기적

인 노이즈에 대해 자유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의 센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또 다른 센싱 기술중의 하나인 초음파 탐상 

기법은 현재 실제 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 대상체에 대하여 원하는 시점 검사를 실

시, 그 대상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내부

를 탐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

은 장점으로 인하여 의료분야와 같은 바이오 메디컬 

적인 분야나 건물이나 교량 등과 같이 대규모 구조

물에 대한 안전검사 분야 등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

휘 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 중 새로운 분야로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장점, 즉 광섬유의 센싱 기술과 초음파 탐

상의 장점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Yuan 등[4,5]은 fiber optic Fabry-Perot 

sensor(FFP)과 초음파 발진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소 균열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으

며 Fukuma[6] 등은 FBG 센서에 초음파를 유도하는 

방식인 long-period fibre grating sensor(U-LPFG)

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Oh[7]는 초

음파 발진기 역할을 하는 압전패치로 발생된 초음파

를 이에 연결된 광섬유를 통하여 발진, 이를 반대편

에 설치된 검출용 압전패치를 통하여 감지하는 

Fiber guided sensor system 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광섬유 자체에 가해지는 미소 압력을 검출하

는 방법과 이상류의 void fraction 을 감시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광섬유와 초

음파가 통합된 감지 시스템은 광섬유가 가지는 구조

물에 대한 내삽의 용이함과 전자기적 노이즈의 영향

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과 초음파 탐상 기법의 장점

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기본적으

로 초음파의 입력, 출력된 초음파 신호의 분석이 비

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고가의 광 소스 및 검출, 분

석 장치 등을 이용한 기존의 광섬유 센서 방식에 비

하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 대하여 큰 

장점이 있다. 

기존에 제안된 두 개의 압전패치를 사용하여 초음

파를 광섬유에 발진, 이를 검출 하는 방식의 센서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한계점

이 존재하였다. 이는 Fig. 1(a)과 같이 초음파 발진

기와 수신기가 따로 존재 함으로서 수신기에서 검출

된 초음파의 변화를 통해 광섬유에 가해진 압력이나 

환경적 변화의 유무는 감지 할 수 있으나 변화가 발

생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판별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Fig. 1(b)와 같이 발진기와 수신기가 통합된 

형태의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변화 발생을 감지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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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되어 되돌아 오늘 초음파의 시간계산을 통하여 

그 위치까지도 정확히 판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a) Fiber guided sensor system 

 

 
(b)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system 

 

Fig. 1 Comparison about the schematic of the 

fiber guided sensor and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본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된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

서 시스템을 제안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특

징을 설명하고, 기존의 Fiber guided sensor system

의 단점인 위치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실험적

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이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응

용으로서 납땜의 응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액체의 수위를 감지 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제안하였다.   
 

2.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  

2.1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의 기본 원리 
초음파를 이용한 광섬유센서의 기본 원리는 발진되

는 초음파가 광섬유를 통하여 이동하는 동안 외부 

환경 요인, 예를 들면 압력이나 유체의 접촉 등에 

의하여 받는 신호의 크기가 감쇠되고 그 감쇠 량을 

측정하여 압력이나 변화의 정도를 판별하는 원리이

다[6].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는 발진과 감지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 함으

로서 압력 및 환경변화의 지점에 대한 반사파가 수

신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그 위치를 측정이 가능하다. 

이 실험을 위하여 Fig. 2 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였다. 

 

 
Fig. 2 Basic experimental setup for the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한 개의 10mm ⅹ 3mm x 0.4mm 크기의 압전패치

(C-82, Fuji Ceramics)에 광섬유(길이 1m, 지름

150um)를 부착 하였으며 오실로스코프와 함수발생

기를 동기화 하여 압전패치에 연결하였다. 함수발생

기에서 발생한 신호는 10Vpp 크기의 5cycle sine 

toneburst 형태로서, 135kHz 주파수로 압전패치를 

통하여 광섬유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 신호는 광

섬유의 끝 단에 도달했을 때 반사된다. 초음파의 반

사율은 식(1)과 같이 정의된다. 

 

21

12
21 ZZ

ZZt
+
−

=>−
,

cZ ⋅= ρ
           (1) 

      

여기서 t,Z,ρ 그리고 c 는 각각 초음파의 반사율, 

음향 임피던스, 밀도 그리고 음속을 뜻한다. 공기의 

음향 임피던스는 415kg/m2s 이고, 광섬유의 재질인 

silica glass 96% (c=5583m/s, p=2181.17kg/m3) 라 

가정하였을 경우 음향 임피던스는 1.217 x 107 

kg/m2s 이므로 초음파는 광섬유 끝 단에서 완벽히 

반사된다. 반사된 초음파는 압전패치에 다시 감지되

게 된다. 

 
Fig. 3 Reflected waveforms in UAFS 

 

Fig. 3 은 위 과정을 통하여 감지된 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최초 반사되어 감지되는 신

호와 2 번째, 3 번째 에 반사된 신호의 시간 간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Fig. 4 Extended waveform until the 250u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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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는 Fig. 3 의 0~ 250usec 구간을 확대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압전패치가 발진기와 센서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감지되는 5cycle 의 신호를 

제외하고 초기에 감지되는 신호는 입력된 신호에 의

하여 압전패치 자체가 초기에 진동하는 크기를 나타

낸 것이다. 이는 압전패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신호

의 크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초음파-광섬유 

센서의 특성상 초음파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파의 크기는 줄어가므로 초기 신호의 

크기는 광섬유 센서가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거리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입력 신호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공진 주파수를 검토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2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압력의 

위치감지 
 

실험과정은 클립을 사용하여 광섬유의 특정위치에 

대한 국소 압력을 가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반사파의 

신호를 해석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광섬유에 국소압력이 가해질 경우 진행하는 

초음파는 압력의 부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반사되게 된다.  

  
(a) 800mm 

 
(b) 700mm 

 
(c) 600mm 

Fig. 5 Transverse deflection at the center of the 

shell for increasing transverse pressure 

국소압력은 각각 압전패치로부터 800mm, 700mm, 

600mm 의 부분에 대하여 가하였다. 광섬유에서의 

초음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이전 실험을 통하여 측정

된 바와 같이 2m 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343usec 가 

소요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위의 3 가지 

경우에 대한 시간간격과 실험에서 측정한 시간간격

을 Table 1 에 정리하였다. 

 

Table 1 압력을 가한 위치에 따른 시간간격 예상치

와 실험치의 비교 

Location of 

pressure(mm) 
800 700 600 

Time interval 

(expectation, μ sec)
274.4 240.1 205.8 

Time interval 

(experiment, μ sec) 
273.1 246.2 206.2 

Error(μ sec) 1.1 6.1 0.4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에서 측정된 초

음파 도달 시간 간격의 최대 오차는 6.1usec 이다. 

이 오차를 거리정보로 환산하였을 경우 최대 

17.7mm 의 오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조물 안전진단의 경우에서 적용하는 그 대상체는 

매우 크고 실험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미소범위의 

국부 압력이 아닌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므로 실험에서 나타난 수준의 오차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UAFS 를 이용한 변화범위 예측 결과를 통하여 구조

물 안전진단에 적용할 경우 정확한 결함위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3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의 탐지거리     

향상을 위한 방법 
 

센서의 신호 크기는 실제적은 적용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음파-광섬유 센서의 경우 초음파

의 진행 거리가 길수록 반사되어 감지되는 신호가 

약해지므로 절대적인 신호 크기를 향상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방법으론 2.1 절에서 언급한 

공진주파수에 맞추는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

어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burst 파형은 그 발진 시간이 매

우 짧다. 반면에 전기가 인가되어 정적 상태(steady 

state)적인 응답의 초음파가 압전패치에서 발생하기

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압전패치

에 가해지는 전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초음파의 

크기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burst 의 횟수

를 증가 시킴으로써 발진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지되는 초음파의 세기를 증가 시킬 수 가 있다.         

 
(a) 5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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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 cycles 

Fig. 6 Reflected waveforms for various cycles of 

sine tone-bursts 

 

 
Fig. 7 Change of maximum amplitude according to 

the cycles of sine tone-burst 

 

Fig. 6 은 8 과 13 cycle 의 burst 파형을 인가 하였

을 경우에 대한 감지되는 파형의 크기이다. 그래프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cycle 수가 증가 함으로서 

신호의 절대적인 크기가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각 사이클 별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사파형의 

최대값을 측정하여 Fig. 8 에 나타내었다.  

Fig. 7 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burst 의 수가 증가

하면 증가할수록 신호의 절대적 크기는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값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일정한 크

기에 수렴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신호 크기의 증가를 위해 burst 의 횟수를 무한정 늘

릴 필요는 없다. 또한 burst 의 횟수가 너무 증가하

여 초음파의 발진 시간이 길어지면 반사되는 파가 

되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발진을 계속하여 두 파가 

중첩 됨으로써 신호 분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센서가 적용되는 거리에 맞게 burst

횟수의 튜닝을 통하여 센서의 탐지거리 향상시킬 수 

있다. 

 

3.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의 응용 

3.1 응고감시로의 응용 
 

응고과정은 현대의 공업과정, 예를 들면 복합제 적

층을 위한 응고과정이나 전가 기판의 납땜, 혹은 건

축물의 콘크리트 응고 등 빈번하게 발생되며 또한 

이용되는 현상이다. 특히 대형의 적층 구조의 제작

에서 온도와 압력의 조절을 통해 응고 과정을 자동

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응고 과정 중에는 미시적인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물질상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므로[8] 최종 생산품

의 균일한 품질을 위해서는 응고 과정에 대한 정확

한 감시 과정이 필요하다. 광섬유 센서는 그 특징상 

내삽에 의한 대상물의 변화가 극미하므로 이런 과정

의 응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의 응고과정 감시를 위한 

방법에 적용해 보았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음파-광섬유 센서는 

광섬유에 접촉된 환경의 변화를 받는다. 그 중에서

도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주변 물질의 감쇠계수인

데 이 값이 크면 클 수록 광섬유를 진행하는 도중에 

손실되는 초음파 에너지의 값이 크다. 또한 주변 물

질이 액상일 경우 고상일 경우에 비하여 연성

(coupling)정도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은 더

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음파 광섬유 응고의 과

정을 감지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과정은 Fig. 8 과 같이 소량의 땜납을 200°C

의 전열 판 위에 올려 액화시킨 후 1m 길이의

UAFS 광섬유를 그 중앙이 되는 500mm 의 지점에 

접촉하였다. 그 후 온도를 낮춰가며 응고 과정 중 

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 중 땜납의 열에 

의하여 초음파의 음속에 변화가 예상 되나, 접촉 부

분이 매우 작고 광섬유의 재료인 silica glass 는 열 

전도율이 매우 낮으므로 그 영향은 무시하였다.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cure monitoring 

 

 
(a) mel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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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uring state 

 
(c) fully cured state 

Fig. 9 Reflected waveforms from the solder under 

various states 

 

Fig. 9 는 응고과정 중에 나타난 초음파 신호의 변

화를 보이고 있다. (a)의 그림은 액상의 땜납에서의 

신호 반응으로서 감쇠계수가 크기 때문에 500mm 지

점 에서 반사 되면서 이와 동시에 매우 낮은 크기의 

신호를 보인다. 하지만 응고과정이 진행 될수록 그 

크기는 점점 증가하여 완전 응고가 되었을 경우 그 

크기는 최고치를 보인다. 이전 실험의 Fig.5 와 비교

해도 알 수 있듯이 반사되는 각 신호의 시간 간격은 

500mm 지점일 경우를 보이며 완전 응고 시 그 신호

의 크기 또한 국소압력을 가하였을 경우와 같은 결

과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응고지점의 위치는 각 반

사신호의 시간간격 계산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응

고의 진행 상태는 초음파가 도중에 완벽히 차단되어 

반사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는 응고 과정

을 감시 하는 데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액체 수위의 측정 
 

일반적으로 액화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 

압력 게이지를 통하여 그 양이 측정된다. 그러나 고

압의 탱크의 경우에 게이지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

리게 되고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를 가져온다. 

즉 게이지 방식이 아닌 액화가스의 수위를 직접적으

로 측정이 쉽게 가능하다면 안전한 특정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는데 고압의 탱크 상황에서 이를 단순하

게 구현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은 대처 방법으로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를 적용

하여 액체의 수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광섬유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감지되는 신호의 

크기는 크게 변하며 특히 주변이 액상일 경우에 그 

감쇠 량은 매우 크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간접적으로 

응고감시 실험을 통하여 보인 바 있다. 따라서 

Fig.10 과 같이 메스 실린더에 광섬유를 설치하고 

물을 부어 그 양을 늘려가며 초음파 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0 Liquid level measurement using ultrasonic 

active fiber sensor. 

 

신호 관찰은 초음파의 첫 번째 와 두 번째 반사 신

호의 피크 값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Fig.11

에 나타내었다.  

 

Fig. 11 Sensed volta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quid level 

 

실험결과로서 감지된 초음파 신호는 수위가 올라

감에 따라 성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광섬유에 접촉된 액체의 양이 많아 질 수록 감쇠되

는 초음파 에너지의 양이 크기 때문이다. 위 와 같

은 결과로 액체의 수위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 자체로서 국소압

력 응고상태 확인 등의 구조물 안전진단의 다 기능

적 역할이 수행 가능하므로 철저한 안전성이 필요한 

저장탱크의 응용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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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초음파 능

동형광섬유 센서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초음

파가 광섬유를 통하여 발진하였을 경우 도중의 환경

변화나 압력에 따라 감쇠 또는 반사가 된다. 이 신

호의 측정을 통하여 주변환경 변화 및 압력의 유/무

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국소 압력에 대하여 반사

되는 파의 시간 간격의 측정을 통하여 그 위치를 정

확히 판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이 시스템의 중요한 성능 중의 하나인 탐지거

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burst 횟수를 늘리

는 방법을 제안하여 탐지거리에 맞는 적절한 burst

횟수의 선택이 중요함을 보였다. 이 센서 시스템을 

적용한 예로서 응고과정 감시와 액체의 수위를 측정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응용실험에 따라 도출

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의도하였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초음파능동형광섬유 센서

는 본 논문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다기능적인 센

서의 응용이 가능하므로 구조물 안전진단의 여러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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