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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발표된 의료분야에서의 응용을 고려한 

힘감지 기술의 대부분은 센서의 소형화와 강한 

전자기환경 (magnetic resonance-field, MR-field)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신호의 변환과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광변조원리 (optical 

modulation   principle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광변조원리에 의한 신호변환 방법은 크게 

광강도, 위상, 파장, 편광 등을 이용한 

변조방식으로 분류된다 [1, 2]. 그 중에서, 

광강도 변조방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광학시스템으로 센서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MR 필드에서 사용을 고려한 

다자유도 힘센서 개발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강도 변조방식을 응용하여, 

4 분할 광섬유 다발과 볼렌즈를 이용한 

다자유도 힘센서를 제안하였다.  

 

2. 힘센서 구조와 측정 원리 

 

MR 필드에서 사용을 고려하여 제안된 

센서의 감지부는 두 개의 발광부 광섬유와 한 

개의 볼렌즈, 두 개의 4 분할 광섬유 다발로 

구성된다. 설계된 힘센서의 구조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다이오드레이저 모듈에서 방사된 

파장 635 nm 의 레이저 광은 플라스틱광섬유를 

통해 힘센서 내부로 전달된다. 광섬유를 

통과한 광은 볼렌즈를 통과한 이후 4 개의 

광섬유다발로 나누어진 4 분할 광섬유 다발에 

도달하게 되며, 광섬유 다발에 도달한 광점의 

위치는 3 차원 공간에서 볼렌즈의 위치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때, 볼렌즈의 위치는 

힘센서의 스프링 강성에 의하여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3 차원 힘성분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4 분할 광섬유 다발의 각각의 분할된 

광섬유다발의 끝에는 광다이오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림 2 와 같이 각각의 광섬유 

다발에서의 광량의 분포 변화에 따라 광점의 

위치가 계산된다. 이것은 4 분할 광검출기 

(Quadrant Photo detector)와 같은 원리이며, 그림 

2 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광섬유 다발 끝단에 

위치한 각각의 포토다이오드에서의 출력신호를 

1S , 2S , 3S , 4S 라 할 때, 광점의 위치는 식 

(1)과 식 (2)로 표현될 수 있다. 

 

 

Fig. 1 Structure of Forc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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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렌즈의 변위 측정을 이용한 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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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ction principle of beam spot position 

 

광섬유로부터 빠져 나온 레이저 광이 

볼렌즈를 통과한 후 광섬유 다발에 도달하였을 

때 광점 중심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근축광선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볼렌즈의 위치변화에 

따른 광섬유다발 표면에서의 광점의 

위치변화는 볼렌즈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공간에서의 볼렌즈의 

이동에 따라 광스팟의 위치변화를 선형화 

시켰을 경우의 최대오차를 볼렌즈의 변위 

구간을 그의 반지름 (R)으로 무차원화 시켜서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이 것으로부터 최대 

선형화 오차가 0.1% 이내에서의 볼렌즈의 

변위 한계는 0.079R 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구간 내에서 볼렌즈와 광섬유 다발 사이의 

거리에 따라 광스팟의 위치변화 민감도를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5mm 의 볼렌즈의 사용하고, 그의 

초기 중심 위치와 다발 사이의 거리를 

10mm 로 설정하였을 경우 약 3.68 배의 감도를 

갖는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Fig. 3 Linearization error 

 
Fig. 4 Sensitivity   

 

또한 볼렌즈의 변위는 힘센서의 스프링 강성에 

의하여 작용력에 따른 변위 민감도가 결정되며, 

스프링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탄성체의 

재질과 그 설계치수에 따라 요구되는 힘 측정 

성능을 갖춘 센서가 개발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4 분할 광검출기와 같은 

원리를 응용한 4 분할 광섬유 다발과 볼렌즈를 

이용하여, MR 필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3 차원 

힘센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은 추후 연구에서 5 자유도 또는 

6 자유도의 힘센서의 개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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