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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레벨의 검출을 위한 광섬유 센서는 특히 전자파 장애가 강하게 발생하는 환경이나 유류탱크와 같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의 위험한 환경조건에서 전기적인 레벨 센서보다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센서

이다. 광섬유를 이용한 액체 레벨센서는 파이버와 프리즘을 조합하여 액체가 프리즘에 닿았을 때 광의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 FBG를 이용한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을 이용하는 방법  , 측면 연마된 플라스틱 광섬유 굽힘 

손실을 이용한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레벨 센서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연속적인 액체의 레

벨을 검출하기 어렵고, 기계적인 장치의 정확도에 의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으로 액체 레벨 검출이 용이하고 정확도가 높은 광섬유와 

평면도파로 사이의 소산장 결합기의 공진파장 변화 현상을 이용한 액체 레벨센서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그림 

1은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 구조를 나타내며 단일모드 광섬유와 다중모드를 가지는 평면 도파로에 소산

장 결합(evanescent field coupling)이 형성되어 두 광경로 사이에 광에너지 교환이 발생한다. 소자의 공진파장은 

평면도파로의 두께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액체의 수압에 따라 평면 도파로 코어층의 두께에 변화를 주게 되

어 유효굴절률이 변동하여 공진파장이 변하게 된다. 센서의 평면도파로 코어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유체의 

정지 압력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는 유체의 정지 압력, 는 유체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 는 소자에서 자유 수면까지

의 높이[m]를 나타낸다. 위 공식을 이용하여 유체의 압력은 물탱크에서 깊이가 10cm씩 증가할 수 록 기

울기가 0.98 kPa로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평면도파로 코어층의 폴리머

층에 액체가 압력을 가해 두께가 변화 하였다. 광섬유를 통해 들어온 광의 파장 변화 검출을 위하여 평면 도

파로의 코어층 물질을 NOA65 (Norland optical adhisive)를 사용하였다. NOA65는 UV 경화과정을 거치기 때문

에 물에 대한 내수성도 다소 강한 것이 특징이다. 1300 nm에서 굴절율이 1.505이고 스핀 코팅을 통해 두께를 10 

um 로 맞추고 UV경화를 2시간이상 충분히 가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그림2는 수압에 따른 평면도파로의 코어

층의 두께 변화를 이용한 액체 레벨 측정 장치도를 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광원은 Broadband light 

source(1260∼1360nm)와 파장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OSA (AQ6317C, Yokogawa)를 사용하였다.  파이버를 

통해 입사된 광은 온도 17°C의 물탱크의 바닥에 설치된 소자를 거쳐 OSA로 파장의 변화를 검출하였다. 그림3

은 물탱크의 수위 변화에 따른 파장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진파장 1279 nm에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1283 nm 까지 일정하게 파장이 이동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1.8 m의 물깊이에서 3.7 nm의 파장이 이동한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4는 깊이 1.8 m의 물탱크에서 수위변화에 따른 파장 변이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수심 0.6∼

0.8 m에서 계산치와 약 0.14 nm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수위에 따른 파장 변이가 깊이 0.2 m당 약 0.4 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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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액체 레벨 측정 장치도그림 1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 구조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면도파로의 소산장 결합을 이용한 측면연마 광섬유를 결합한 액체 레벨센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수위 변화에 대한 파장의 이동은 선형적인 동작특성을 보이며 파장변화를 통해 수위레벨을 검출하였다. 

향후 연속적인 대용량의 수위 구별을 위한 레벨센서로서의 응용가능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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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위변화에 따른 파장응답 특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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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위 변화에 따른 파장 변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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