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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는 화학, 생화학, 임상의학, 환경과학과 산업공정 분야 등에서 요한 라미터이며, 이 게 다양한 

분야에 용되는 pH의 측정과 조 은 매우 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종류의 pH 센서가 개발되

었고, 이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1)

  pH 측정방법에는 유리 극(glass electrode), pH 지시약(indicator), 세라믹 막 극(ceramic membrane 

electrode)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고, 일반 으로 유리 극 pH 미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2) 그러나 유

리 극은 다른 계측기에 비하여 감지부가 크고, 재질 상 외부의 충격에 약한 단 이 있으며 고온  고

압의 산업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한 pH 센서의 경우, 크기나 비

용, 반응시간 등에 있어서 많은 이 들을 가진다. 다시 말해 구성이 간단하고 작기 때문에 좁고 긴 도  

내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빠른 응답성과 유연성으로 원거리 계측이 가능하며 섬유 재질의 특성

상 부식이 되지 않고 무독성을 가진다. 한, 자기장의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이나 방사성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섬유 pH 센서는 흡 도(absorbance), 반사율(reflectance), 형 (fluorescence) 등의 분 학  특성을 

이용하여 pH 변화에 따른  신호를 검출하며, 크게 섬유, 원과  계측장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라스틱 멀티모드(multi-mode) 섬유(GH4001, Mitsubishi rayon Co., Ltd.)와 섬유 Y-커 러

(Y-coupler, IF-562, Mitsubishi rayon Co., Ltd.), 알루미늄 반사경(protected aluminum mirror, PF10-03 

-G01, Thorlabs, Inc.)을 사용하 다. 한, 원으로는 섬유용 녹색(λ=530 nm) LED(IF-E93, Industrial 

fiber optics, Inc.),  계측장비로는 스펙트로미터(HR4000CG-UV-NIR, Ocean optics, Inc.)를 사용하여 

pH 변화에 따른 흡 도의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1은 섬유를 이용한 반사형 pH 센서의 실험구성을 보여 다. 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은 라스

틱 섬유와 Y-커 러를 통해 pH 완충용액(buffer solution)과 pH 지시약이 혼합된 비커(beaker)로 

송되고, 비커 내에 치한 알루미늄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은 다시 Y-커 러와 라스틱 섬유를 통해 

스펙트로미터로 송된다. 실험에 사용한 pH 지시약은 pH 4.2〜6.2 범  내에서 변색되는 메틸 드

(methyl red)로서 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한다.

  그림 2는 pH 5.5 완충용액과 메틸 드를 혼합하 을 경우, 반사경과 섬유 끝단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반사 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이후의 실험에서는 측정용액의 성(viscosity)을 고려하여 거리를 

1 mm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3은 반사경과 섬유 끝단 사이의 거리가 1 mm일 때, pH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강도

(optical intensity) 변화를 나타낸다. pH 4.5～6.0의 범  내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흡 도가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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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사 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섬유를 이용한 pH 센서 개발을 한 기 연구로서 반사형 시스템을 구성하여 pH와 반사

의 스펙트럼 사이의 계를 분 학 으로 분석하 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pH 지시약을 고정화

(immobilization)시킬 수 있는 센서 (sensor-tip)과 속 코  섬유로 이루어진 센서를 제작하여 온도

에 따른 pH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1. 섬유를 이용한 반사형 pH 센서 실험구성

그림 2. 반사경과 섬유 끝단 사이의 거리변화에    그림 3. 반사경과 섬유 끝단 사이의 거리가 1 mm

    따른 반사 의 스펙트럼변화                       일 때, pH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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