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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patial Variations in a Light Source by Optical Fiber Sens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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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new method for estiming the spatial variations in a light source 

with utilizing the optical fiber sensory system. With this aim, firstly the asymmetry in the beam profile of a light source 

is evaluated by using the tipped optical fiber with 0, 10, 20, 30, 40, 45-degree angle. Secondly the variation of position in 

a light source is estimated by adjusting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the light source unit (XYZ stage, LED, Optical 

fiber) and the receiver unit (Photodiode, XYZ stage).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patial variation of a light 

source can be resolved in terms of the variations in beam profile with varying the tip angle of an optical fiber and 

adjusting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the light source unit and the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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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제조 장이나 산업 장에서 정

도에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 제어에 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로 산업용 로 은 치 제어가 

성능에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2]. 따라서 외부에 향을 받지 않고 치 제어가 가능한 

방법 도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  제

품의 생산을 한 치제어 기술은 정 가공, 학계 정렬

기구,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종인 스테퍼 운용에 활

용 될 수 있고 나노  련 응용 분야에도 용 되고 있

다. 한 로, 피에조 혹은 볼스크류와 선형모터를 이용한 구

동장치가 치제어에 활용되고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치의 이동범 가 제한되는 단 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비  방식의 

치제어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3-6]. 

  한 미경을 사용하는 실험에서는 비교  낮은 분해능

으로 조작하는 치제어 기능이 필요하지만 세 한 정 도

가 요구되는 미경 실험의 경우,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경의 치제어 단계에서 온도 

이가 발생할 경우, 생체분자의 운동을 정확히 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응용분야에 용되는 선형 동기는 정

한 치제어기가 필수 이다. 그러나 류제한 방식의 경우 

분항의 포화로 인하여 정상 인 동작이 어려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미세 치 변 를 조 하는 경우 사용자의 

경험과 주  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7].

  본 연구에서는 량과 빔의 형상을 이용하여 미세한 치 

변화를 구별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성하 다. 치제어 센서나 피에조 센서등과 같이 길

이 변화에 따른 항이나 임피던스 변화량을 측정하는 센서

가 아닌, 섬유를 이용하여 달되는 빛의 신호 손실을 감

소시키고 빛을 효율 으로 수집하 다. 를 들어 섬유 

종단의 여러 각도를 가공하여 빔의 형상에 따른 신호를 분

석 하 고, 기  효율이 높고 비교  크기가 작은  다이

오드 소자를 사용하여 량을 별하고 치변화를 추정 하

다. 본 연구의 궁극  목표는 빔의 형상을 비 칭 으로 

만들어 측정 범 를 향상시키고, 사용자가 미세 치 제어에 

따른 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원 치의 변 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데 있다. 

2. 원의 미세 변  측정

2.1 원의 미세변  측정 시스템의 구성 요소

  실험은 섬유와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하여 진행하

고, A/D변환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분석 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센서는 포토 인터럽터 센서가 아닌 발 부와 

수 부가 분리 되어 있는 소자이며, 발  다이오드에서 발생

한 빛이 섬유를 지나 수  다이오드가 수 하는 원리를 

가진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한 원의 설계도를 보여 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발 부는 LED를 내장한 센서로 IF-E96 

원(Industrial Fiber Optics, USA)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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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섬유 단면도

Fig. 2 A cross sectional view of an optical fiber

그림 1 실험에 활용된 원의 모식도

Fig. 1 A light source system used in the experiment

  실험에서 섬유 마운  다이오드를 사용한 이유는 섬

유를 발  다이오드와 최 의 상태로 연결할 수 있게 설계

된 제품으로 손실이 고 섬유 연결할 수 있게 디자인이 

잘 되어져 있는 소자이기 때문이다. 이 소자는 구성요소가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섬유를 연결하여 빛을 송하기 

때문에 외부 간섭 상을 덜 받는 장 이 있고 LED에서 방

출되는 빛만이 송된다는 장 이 있다. 발 부는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가시 을 선택하 고 가시 선  상

으로 긴 장을 선택하여 수 부에서 빛을 감지하는 민

감도를 향상시켰다. 수  다이오드(St-23g, Kodenshi corp.)

는  신호를 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로 신호의 양

에 따라 압 값이 출력된다. 실험에 사용한 수  다이오드

는 가시  반부터 외선 반부(500∼1,050 nm)까지 감

지하는 센서이다. 

  그림 2는 섬유의 형태를 표 하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섬유는 0.48 NA Hard Polymer Clad Multimode 

Fiber(THORLABS, USA)이며 그  BFL48-600 제품을 

사용하 다. Core Diameter = 600 um ± 2%, Clad 

Diameter= 630 um ± 2%인 사양을 보유한 제품이다. 

섬유는 심부에는 굴 률이 높은 유리, 바깥 부분은 

굴 률이 낮은 유리를 사용하여 심부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반사가 일어나도록 한다. 섬유는 에 지 손실이 

매우 어 데이터 송수신의 손실률이 낮고 외부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섬유는 심에 치한 

코어(core)부분과 클래딩(cladding)이라고 하는 주변 부분이 

감싸고 있는 이  원기둥 모양을 하고있다. 그 외부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합성수지 피복을 1∼2차례 

입힌다. 코어 부분의 굴 률이 클래딩의 굴 률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빛이 코어 부분에 속되면 외부로 

산란되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8-9].

  발  다이오드로부터 나온 신호가 섬유로 달되어 

종단 각도 변화에 따라 빔의 형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빛이 수  소자로 입사 된다. 이때 수 부에 치 변 를 

주어 치에 따른 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수 부로 입사된 데이터는 DAQ board(NI USB-6008, 

National Instrument)를 통하여 컴퓨터로 송하고 A/D 

변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치 변 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하 다. 

2.2 섬유의 종단각도 변형에 따른 빔의 형상 찰

  빔의 형상의 변화를 찰하기 해 섬유의 종단 각도를 

변화 시켜서 실험을 진행 하 다. 그림 3은 섬유의 종단 

각도를 가공한 일부 모식도이다. 각각 0, 10, 20, 30, 40, 45˚

의 종단 각도로 섬유를 직  가공 하 고 이에 따른 빔의 

형상의 변화를 찰하 다. 섬유의 종단 각도가 변형 되

면 각각 다른 비 칭 빔을 형성하고 빔의 주방향이 변하는 

상을 이용하고자 하 다. 이 상을 찰하여 측정 범

가 증가함을 확인하고 미세 변  측정에 최 화된 종단 각

도를 찾아 모델링 하고자 하 다. 그림 3은 45˚ 와 0˚ 의 종

단각도를 갖는 섬유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3 섬유 종단 각도 가공 모식도 (a) 45° (b) 0°

Fig.  3 An optical fiber with a tipped angle with (a) 45˚ (b) 0˚

  종단 각도의 변화에 따라 빔의 형상이 변화하는 이유는 

식(1)에서 표 된 스넬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데, 식

(1)에서  , 는 매질의 굴 률을 의미하고 과 는 빛의 

입사각과 굴 각을 의미한다[10].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이 

수식은 빛은 서로 굴 률이 다른 매질에서는 다른 각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원리에 근거

하여 섬유의 종단 각도를 변형시킴에 따라 변하는 빔의 

형상을 찰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섬유의 코어와 

클래딩의 굴 률(refractive index)은 각각 1.4517, 1.37인 것

을 고려하고 공기의 굴 률은 1인 것을 고려하여 스넬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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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하면 빛이 진행하는 각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n  sin                  (1)

2.3 발 부의 치변화에 따른 량변화 분석

  발  다이오드와 수  다이오드 거리에 따른 량  빔

의 형상을 찰 하고자 하 다. 섬유의 종단각도에 변화

를 주어 빛의 비 칭성을 이용하여 측정 범 를 높 다면 

두 번째로 발 부와 수 부의 거리를 조정하여 량을 변화

시키는 원리로 미세한 치 변화를 추정하고 빔의 형상을 

찰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즉 측정 범 를 증가시켜 미

세 치 변화를 잘 검출 할 수 있는 섬유의 종단각도를 

찾아내고 발 부와 수 부의 거리를 변화시켜 거리에 따른 

최 의 (발 부와 수 부의 거리)도 찾아내고자 하 다. 

그림 4는 발 부의 치 제어를 통한 량변화 실험의 

개략도이다. 실험은 far field에서 역에서만 진행 하 고, 

수 부를 고정시켜두고 발 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 하 는데 은 2 mm ∼ 6 mm범 에서 1 

mm간격으로 5 단계로 실험을 수행하 고, ( 심에서 

좌우로 5 mm씩)의 경우 심을 기 으로 좌측방향(-)으로 

5 mm 우측방향(+)으로 5 mm 범  내에서 1 mm간격으로 

총 11단계로 이동시키며 그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 하 다.  

그림 4 치제어에 따른 량변화 실험 장치

Fig. 4 Estimation of light intensity by adjusting the spatial 

variation 

2.4 미세 치 검출 방법

 

연구에서는 미세한 량의 변화로 인한 치 변화를 찰

하기 해서 매트랩을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미세한 치 

변화를 알아내기 해 1차 다항식부터 7차 다항식까지 모델

링을 하고 결정계수 값을 비교하여 가장 합한 수식을 찾

아내었다. 따라서 섬유의 종단각도를 변형하여 비 칭 빔

을 만들고, 발 부의 치이동을 통해 량을 변화 시키며 

데이터를 얻은 후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 의 측정범 와 

량을 가지는 데이터를 선택하 다. 이를 통해 근사함수를 

만들어 측정하지 않은 간 값도 추정할 수 있는 n차의 함수

를 만들었다. 특히 치 검출 방법으로는 역변환 방법을 사용

하 다. 데이터가 진 으로 증가(monotonically increase) 혹

은 감소할 경우 역 모델링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역변환

의 경우  의 계식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의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2)

 
 

   
  ⋯ 

          (3)

여기서, 는 압값인 신호를 의미하고 는 원의 

치를 나타낸다.  ∼은 모델링결과 얻어진 원 데이터의 

계수값을 의미하고  ∼는 모델링결과 얻어진 수식의 역 

변환된 계수값을 의미한다. 각각의 데이터에 하여 1차∼7

차 까지 모델링 하 고, 가장 합한 n차 다항식을 이용하

여   변수인 거리정보와   변수인 출력 신호를 역변환 모델

링하여 수식을 얻었다. 데이터가 계속  증가할 경우는 역

변환이 가능하여 비선형  특성의 데이터도 모델링 될 수 

있다. 즉, 역변환을 하여 주어진  신호가 거리로 환산 될 

수 있도록 하 고, 이로 인하여 량의 변화만으로도 치변

화를 검출 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섬유의 종단 각도 변경에 따른 량 변화 측정

그림 5는 색 원에서 조사된 빛이 종단 각도를 가진 

섬유를 통과한 후 빔의 형상을 보여 다. 그림 5에서 왼

쪽은 원 데이터를 표 하 고, 오른쪽 부분은 데이터를 정규

화 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섬유 종단의 

가공된 각도가  증가할수록 신호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

동하면서 그 크기는 감소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이 커질수록 신호의 세기는 작아진다. 그러나 

종단각도의 변화에 의해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

은 반복 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2 발 부의 치 제어에 따른 량 변화 측정

  그림 6은 발 부와 수 부 사이의 거리와 발 부의 좌우 

치를 변화 시키면서 량을 측정한 데이터이다. 섬유 

종단 각도가 0˚ 일때는 심 피크를 기 으로 양쪽이 칭

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섬유의 종단각도가 0˚가 아닌 

경우 빔의 형상이 비 칭 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의 값이 증가할수록 측정 범 가 넓어지며 빔의 

세기가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거리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데이터를 정규화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에 비교하여 그림 7을 살

펴보면 측정 범 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고 섬유의 종단 각도를 가공한 경우 발 부의 

치가 변함에 따라 빛의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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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섬유 종단 각도 변화에 따른 량 변화

Fig. 5 The variations in light intensity with changing the tip 

angle of an optical fiber 

그림 6 의 변화에 따른 량 변화

Fig. 6 The variations in light intensity with varying   

그림 7 종단 각도 변화에 따른 신호의 정규화 값

Fig. 7 The normalized light intensity as varying the 

tip-angle of an optical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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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섬유 종단 각도에 따른 신호 출력 모델링(n차 

다항식); (a) 0˚ 섬유, (b) 40˚ 섬유

Fig. 9 Inverse of polynomial (nth order); (a) 0˚ tip-angle, (b) 

40˚ tip-angle

 3.3 량 변화에 따른 측정 범  찰  미세 치 추정 

그림 8은 실험 결과로 인한 측정범 의 차이를 이해하기 

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의 결과를 살펴

보면 발 부와 수  다이오드의 거리 변수인 과 섬유 

종단각도의 변형으로 인하여 측정 범 가 변화 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의 종단 각도가 증가할수록 측정 

범 가 증가하고 있고 한 발 부와 수  다이오드의 거리

가 증가될수록 량은 약해지지만 측정 범 는 증가한다. 

피크 까지 계속 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역 모델

링을 수행 하 고 역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데이터가 

계속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1은 이 2 mm 일 때 역변환 모델링에 따른 결정 계

수 R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값이다. 이 2 mm인 데

이터를 모델링 한 이유는 발 부와 수  다이오드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량의 크기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섬유의 

종단면이 다른 데이터들을 모델링 하 을 때 얻어진 회귀식

의 합도를 재는 척도인 결정계수가 회귀식의 차수가 증가

할수록 0.9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 보간법을 용

하면 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정 한 치 변 를 검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5차 이상의 다항식인 경우 부분이 

0.99이상임으로 량의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역으로 

거리변화를 검출해 낼 수 있다.

그림 8 종단 각도 변화에 따른 측정 범  변화

Fig. 8 Spatial variation as varying the tip-angle of an 

optical fiber

표 1 모델링 결과

Table 1 Modeling results (R square)

수식
R2

0˚ 10˚ 20˚  30˚ 40˚ 45˚

1
st

0.984 0.711 0.696 0.762 0.788 0.816 

2
nd

0.873 0.818 0.763 0.830 0.864 0.890 

3
th

0.932 0.942 0.893 0.884 0.941 0.961 

4
th

0.984 0.990 0.950 0.961 0.949 0.988 

5
th

0.998 0.998 0.990 0.996 0.985 0.999 

6
th

0.998 0.998 0.998 0.998 0.997 0.998 

7
th

0.998 0.998 0.998 0.998 0.998 0.998 

  그림 9는 종단각도 0˚와 40˚의 데이터를 역변환한 회귀식

을 통하여 모델링한 결과를 나타낸다. 섬유 종단각도 40˚ 

일 때 비교  측정 범 ()가 넓게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40˚ 종단각도를 가지는 섬유의 경우 측정 범 도 넓

으면서 오차도 고 량의 크기도 비교  작지 않았다. 즉, 

신호의 크기와 측정 범 를 고려하여 최 의 조합은 이 

2mm 일 때 40˚의 종단 각도를 가지는 섬유라고 단하

다. 종단각도가 45˚ 일 때의 데이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신호가 약하여 측정이 상 으로 어려울 것을 고려하면 

40˚의 종단 각도가 치변 를 측정할 때 최 이라고 단

하 기 때문이다. 표 1에 따라 40˚ 섬유의 경우 결정 계수

의 값이 6차와 7차 다항식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

장 합하 던 6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 고 피크

을 심으로 좌측 부분만 모델링 하 다. 그림 9의 (a)에

서 수  다이오드 특성을 고려하 을 시 약 0.1V 이상의 

압을  신호라고 단하면 0˚의 종단각도를 가지는 섬유

의 미세 변  측정 범 는 약 3mm 이다. 반치폭의 개념으

로 측정 범 를 계산해보았을 때 이 각각 2mm, 3mm, 

4mm, 5mm, 6mm이면 0도 섬유에서 beam의 반치폭()이 

각각 2.88mm, 3.22mm, 3.64mm, 4.1mm, 4.65mm로  증

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가 6mm이고 섬유의 

종단 각도가 45도일 때 반치폭은 5.74mm임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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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원의 세기나 오차를 고려하 을 때 최

의 조합은 이 2mm 일 때 40˚의 종단 각도를 가지는 섬

유라고 단하 다. 40˚의 종단각도를 가지는 섬유의 미세 

변  측정 범 는 약 4mm이다. 역변환 모델링 방법을 사용

하여 그림 9의 (a), (b)에서와 같이 신호를 얻었을 때 미

세 치를 검출 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9의 (a)에서 수

부의 압이 약 1.2V의 값이라면 발 부가 심으로부터 

약 1.3mm 이동했음을 역변환 모델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자와 섬유를 사용하여 원의 미세

한 치 변화를 추정하는 목 을 가지고 량의 변화와 비

칭빔을 형성하여 미세한 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 소자인 발  다이

오드와 수  다이오드를 이용하 고, 반사의 성질을 가진 

섬유의 종단 각도를 가공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온도 드리 트 상등의 단 들을 보완하는 장 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 하 다.

  섬유의 종단 각도를 가공하여 빔의 형상을 비 칭으로 

만들었다. 스넬의 법칙을 토 로 하여 섬유의 종단 각도

가 많이 가공되면 될수록 빛의 피크가 이동하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신호 피크가 이동함과 동시에 빔의 

형상의 변화로 인해 측정 범 가 조 씩 확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과 등 발 부의 치를 변화 시

킨 결과, 발 부와 수  다이오드의 거리가 멀수록 빛의 세

기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빔의 형태가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한 

치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고, 역변환 모델링을 통하해 이론  

수식을 얻어 신호에 따른 치 변 를 검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고차의 다항식에서는 결정계수도 높은 값

을 보여 역변환 모델링을 통해 치변 를 검출하는 방법의 

정확도도 검증하 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치  방

법의 핵심은 섬유를 이용하여 빔의 형상을 비 칭 으로 

만들어 측정 범 를 증가시키고, 역변환 모델링을 통하여 수

신부에 입사되는 신호의 량을 분석하여 발 부의 치변

화를 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경제 이고 단순하며 편리

한 장 이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미세한 치 조정이 필

요한 일반 실험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량으로 

물체의 치변  여부를 객 으로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 한 치제어가 필요한 어떤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

다고 기 된다. 연구의 결과는 치 변화 측정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들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다양한  센

서를 선택하고, 다양한 형태의 종단각도 디자인으로 측정범

를 증가시켜 그에 따른 빔의 형상을 측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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