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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수년 동안 이하 내의 속에 나 를 채워Photonic Bandgap Fiber( PBF) hole gas liquid

등 여러 가지로tunable fiber optical device[1-2], laser source[3], waveguide sensor[4]
활용되고 있다. 는 다른 들과 비교할 때PCF Sensor evanescent waveguide sensor interaction

가 길어서length 를sensitivity 향상시킬 수 있고 과 부분을 제거시킬fiber cladding polymer coating
필요가 없어 기계적 강도가 높다 코어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의 클래딩 구멍 부분에.
l 나 가 들어가게 되면iquid gas P 내 광 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클래딩 구멍에 어BG bandgap . 떻게

안들어 가고 코어 구멍에만 l 나 를 집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 클래딩 구멍을 막는 방법에는iquid gas .
열을 가하여 공기구멍을 막는 방법 과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다른 물질으로 클래딩구멍을[5]
막는 가지가 있는데 본2 문에서는 를 이용하여 막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usion Splicer .
2. Method of Modification
c 의 전기 아크 기능을 이용하여 코어 구멍은 열린 상태로 유지시onventional fusion splicer
키면서 클래딩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즉 의 전기 아크 기능으로 열을. , fusion splicer 가하면

표면장력으로 공기구멍이 수축 되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즉. ,
적당한 열을 가하여 작은 구멍 클래딩 구멍 은 막아내고 큰 구멍( )
코어 구멍 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 .
a 의 차이 시간 거리 의rc-power , fusion duration( ), fiber position( )
3가지의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하였다 이때. fiber

은position 그림 과 같이 전극을 기준으로 직선으로Fig 1 Arc
그은 선과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PBF .
3. Experiment and Result

의 변화) arc-power (fusion duration = 450 , fiber position=30 )ⅰ ㎳ ㎛

a) power=53 b) power=78 c) power=103 d) power=123 e) power=153

위의 결과와 같이 를 높여감에 따라 주변의 클래딩구멍들이 표면장력에 의해arc-power core
바깥쪽부터 수축하면서 클래딩구멍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코어부분이 점점 안쪽으로

실험 방법Fig 1.

변화에 따른 단면Fig 2. power P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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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되어 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의 변화) fusion duration (power=193, fiber position=60 )ⅱ ㎛

a) fusion duration=150 b)fusion duration=250㎳ ㎳

c) fusion duration=350 d)fusion duration=450㎳ ㎳

이번 실험에서는 에 따른 코어 구멍의 직경을 살펴 보았다 과 를fusion duration . Fig. 3 Fig. 4
보면 가 늘어날수록 코어 구멍의 직경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usion duration .

의 변화) fiver position (power=193, fusion duration=450 )ⅲ ㎳

a) fiber position = 60 b) fiber position = 50 c) fiber position = 40㎛ ㎛ ㎛

위의 그림과 같이 이 줄어들수록 많은 열을 받아 의 직경이 작아지는fiber position PBF
것을 알 수 있다.

4. conclusion
위의 실험으로부터 일 때 클래딩구멍Power=193, fusion duration=450 , fiber position=60㎳ ㎛

은 다 막혀 있으면서 코어 구멍이 가장 크게 관찰 되었다 이후로는 이와 같이 가공된 광섬.
유에 특정 액체를 삽입하여 그에 따른 광 특성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R08-2004-000-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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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단면Fig 3. fusion duration PBF
변화에 따른 코어 구멍의 직경Fig 4. fusion duration

변화에 따른 의 단면Fig 5. fiber position P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