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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용액의 굴절율이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광학식 비중계를 제작하였다. 이 비 

중계는 비중에 따른 빛의 반사량을 전기신호로 출력하므로 용액의 비중 변화를 계속 관찰하거나, 용액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빛의 매개체로 U자형 유리봉을 사용하였으며 빛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위상 감별 검출법을 사용하는 전자회로를 고안하였다. 이 비중계를 사용하여 황산의 비중을 

측정한 결과, 비중에 따른 출력신호의 직선성이 매우 좋았다.

ABSTRACT. Optical type hydrometer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utilizing the fact that the 
refractive index of solution is varied in accordance with its specific gravity. Optical hydrometer produces 
the electric singal output with reflection of light in accordance with its specific gravity. This can be 
applied to continous monitoring and/or automatic control of the specific gravity of solution. U-shaped 
glass rod was used a transfer medium of light, and the electronic circuit which utilize phase sensitive 
detection technique was designed to measure accurately the intensity of light. The specific gravity of 
sulfuric acid was measured with this hydrometer and the results show good linearity of output signal 
with its specific gravity.

서 론

일반적으로 액체의 비중은 무게를 재거나 부력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나, 이 방법으로 

측정을 자동화하려면 비중 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 

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데에 여려움이 따르게 

된다. 부력을 이용하여 비중 측정을 자동화한 경우 

로는 보통 사용하는 비중계의 위치를 광학적으로 

측정하거나% 스프링에 매달린 추가 부력에 따라 

위치가 변할 때 빛이 통과하는 양이 바뀌게하여 빛의 

양을 측정하거나%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 
nsformer(LVDT)를 사용하여 추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3 등을 사용하였으나 모두 기계적으로나 화학 

적으로 취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용액의 굴절율 

은 비중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용질의 성분이 같은 

용액에서는 굴절율과 비중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용액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비중이라고 해도 용액의 종류가 바뀌면 굴절 

율이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비중을 측정할 수는 없다. 

용액의 굴절율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자동으로 측정하기가 번거로우므로 용액의 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毬 반사되는 빛의 양은 계면을 이루는 두 매질의 

굴절율과 입사각의 함수이므로 빛의 입사각과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변하지 않는 한 반사된 빛의 양은 

용액의 굴절율 즉, 용액의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빛을 전달하는 매체로서는 플라스틱 광섬유4나 플 

라스틱 프리즘 둥이 있었다. 이러한 광학식 비중 

계는 납축전지의 황산 농도，냉각수의 농도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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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도를 자동 측정하여 계속되는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서 U자형 

유리봉을 사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 (signal-to 
noise ratio, S/N)를 크게 하고 떠돌이 빛 (stray light)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 회로를 설계하여 

광학식 비중계를 제작하였다.

비중계 제작

회로 설계. 전체적인 회로는 광원부, 광측정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광원은 붉은 색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를 사용하였으 

며, LED에 정전류를 흘려주기 위하여 F沮 1에서 볼 

수 있듯이 78L05 정전압 회로(U6)를 사용하였다. 

저항 R6(500C)에 걸리는 전압이 5V이므로 이때 

흐르는 전류는 10 mA가 된다. U6의 입 력에는 555 ti
mer 회로(U5)에서 발생된 9V, 700 Hz의 사각파를 

걸어주므로써 LED에는 10 mA 높이의 사각파 전류 

가 흐르도록 하였다. 교류를 사용한 이유는 위상 

감별검출(phase sensitive detection)을 하여 떠돌이 

빛의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빛의 세기는 ST-1KLB 

photo transistor(T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빛의 

세기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연산 증폭기 

(operational amplifier, Op. Amp.) 인 OPA111(U1)을 

사용하여 전압 신호로 바꾸었다. 빛의 세기 변화에 

따라 photo TR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TR의 

base 전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base 전류의 

직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한다. 즉, TR의 

collector 전류가 base 전류에 대하여 직선적이 아 

니기 때문에 떠돌이 빛의 세기가 변하는 등의 이유로 

신호의 증폭율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R3, R5, C1 을 

사용하여 직류성분을 되먹임(feed back)시켜 항상 

직류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하였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점선 부분인 이 회로를 비중계 probe 
안에 설치하여 전기적 잡음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빛의 크기가 전압 신호로 바뀐 U1 의 출력은 Op. 
Amp. U2에 의해 부호가 바뀐다. Analog switch인 

DG2U(U4)에 의해 원래 신호와 부호가 바뀐 신호가 

LED 전류와 같은 위상으로 번갈아 가며 Op. Amp. 
U3의 입력으로 들어가 신호의 교류성분의 크기만 

직류 전압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LED에서 발생 

되는 사각파의 빛과 위상이 다른 교류성분이나 직 

류성분은 모두 상쇄되고 위상이 같은 측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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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ircuit diagram of the optical hydrometer.

Vol. 36, No. 3, 1992



444 黃義鎭-李鎭怛•金明壽

to Main Board

Flat Cable

PVC Case

Circuit Board

"O',-Ring

Ph어。TR

LED

Glass Rod 

Teflon Ribon 
(Black) 

Solution

Fig. 2. Cross sectional view of the optical hydrometer 
probe.

하는 신호만 남게 되어 이른바 위상 감별 검출을 

하게 된다.

비중계 Probe. 2에서 볼 수 있듯이 U자형

유리봉을 염화 비닐 수지(PVC)로 만든 원통형 몸 

체의 밑에 박아 넣고 유리봉 양끝에 photo 丁日과 

LED를 각각 고정시켰다. 유리 prism을 빛 전달 

매체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Fz03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이.퍼져서 측정하고자 하는 빛의 양이 

너무 적어 정확所 측정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빛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유리봉을 사용하였으며 

Fig.3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빛이 한 곳으로 모 

이게 되어 측정하기가 용이해 졌다. 유리봉에서 1 
차로 굴절되어 용액으로 빠져나간 빛은 유리봉의 

밑에 모이게 되며 이 빛이 용기의 바닥과 같이 다른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유리봉으로 들어오면 오차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probe가 용기의 바닥에서 떨 

어진 정도에 따라 비중계의 출력 전압이 달라지게 

된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F谊.2에서 보듯이 

검은 Teflon 띠를 유리봉 주위에 둘러서 용액 속으로 

빛이 빠져나가 다른 물체에 의하여 다시 반사되어 

유리봉으로 되돌아 오는 현상을 제거하였다. 유리 

봉과 PVC 몸체 사이는 epoxy 수지로 붙였다.

비중 측정. 비중계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온에서 비중이 1.05와 1.25 사이인 황산 용액을

<a) Prism (b) U-shaped Rod

Fig. 3. Paths of refracted and reflected light through 
(a) prism or (b) 'U' shaped rod.

사용하였다. 이 용액을 선택한 이유는 대형 납축전 

지에서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 때 전해질 용액 인 황산 

용액의 비중이 이 범위에서 변하고, 본 연구에서 

광학식 바중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납 

축전지의 전해질 용액 비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 

이기 때문이다. 각 용액의 밀도는 Paar(Austria)사의 

DMA 35 Digital Density 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이 값(단위는 g/cmD을 그대로 4t 물에 

대한 비중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기의 측정 오차는 

± 0.001 g/cn? 이다.

제작된 비중계는 사용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보 

정하였다. 첫째, Fig. 1에서 J1 과 J2를 끊고 VR1 으로 

직류 신호값에 대한 U3의 출력을 0으로 맞추어 사 

각파 신호의 duty cycle 차이를 보정하였다. 둘째, 

J1 과 J2를 잇고 probe를 물에 담그어 놓은 상태에서 

VR2로 ［月의 출력을 0으로 맞춤으로써,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과 같은 온도의 물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황산 용액의 비중값에 대한 이 비중계의 출력 

전압을 F谊.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중이 1.05에서 1.25인 구간에서 출력 전압이 비 

중에 대해 직선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곡선에 대한 보정없이 출력전압으로부터 직접 

비중을 읽을 수 있으며, 회로에서 R12를 조절하여 

출력전압(단위는 V)이 직접 비중값을 가리키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농도 범위에서 비중에 대한 굴절율은 

거의 직선 관계에 있고 대칭으로 굽은 광섬유를 

통하여 전달되는 빛의 양은 용액의 비중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한 것과 

같은 황산 용액의 비중을 측정한 Arikaw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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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 of the optical hydrometer output signals 
vs. specific gravities of diluted sulfuric acid solutions.

결과에 따르면 통과된 빛의 양이 용액의 비중에 따라 

직선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실험 결과가 자신들의 

이론과 벗어난 이유는 빛의 양에 대한 검출기의 

출력이 직선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회로는 직류 값이 feed
back 에 의하여 항상 일정히 유지되면서 교류 성분의 

작은 변화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빛의 양에 대한 

photo 丁日의 colletor 전류의 변화가 직선 관계에 

있게되며, 따라서, 우리가 제작한 비중계의 출력은 

용액의 비중에 땨라'직선성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 론

비중에 따른 용액의 굴절율 차이를 이용하여 광 

학식 비중계를 제작하였다. 빛을 전달하는 매체로 

U자형 유리봉을 사용하여 빛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교류 신호를 사용하여 위상 감별 검출 

법으로 측정하므로써 떠돌이 빛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으며 직선성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이 비중계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성과 온도 보상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사용중인 대형 납축전지의 

황산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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