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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미세 광섬유는 진행하는 빛의 evanescent field를 외부의 

target 물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광소자를 제작하는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1-5). 미세 광섬유 제작에는 전형적으로 'flame-brushing' 기술을 이용

하는데 이는 일반 실리카 광섬유를 부분적으로 녹여 늘이는 top-down 방식이다. 이 

top-down 방식으로 제작된 미세 광섬유는 그 양단이 일반 광섬유로 'pigtail' 되어 있어 

광의 입출력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 방법으로 제조된 미세 광섬

유는 공진기, 광 결합기 등의 광소자로의 응용연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 민감성 생

체/화학 센서 및 미세 입자 제어 등을 위한 소자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파장 크기의 미세 광섬유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Sagnac 간섭계를 구현하였

다. 이 간섭계의 투과 특성을 이용하여 linear edge 필터, 광 가변 감쇄기, 이득 평탄화 

필터, 그리고 가변 광 결합기 등의 구현이 가능함을 보였다. 

    먼저 125 µm 지름의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를 이용하여 미세 광섬유를 제작하였다. 

광섬유 taper 장비는 flame-brushing 기술을 이용하며 직접 제작된 것이다. 제작된 미

세 광섬유의 반지름은 약 1.2 µm이고 길이는 약 10 mm이다. 제작에 사용된 불꽃은 

oxygen과 isobutane 가스가 이용되었다. 광섬유를 양방향으로 당기는 선형 이동 자는 

수 마이크론의 정밀도로 불꽃의 sweep 속도와 함께 컴퓨터로 제어됨으로서 미세 광섬

유의 투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하였다. 이로써 만들어진 미세 광섬유는 약 1520 ~ 

1600 nm 파장 영역에서 약 2dB의 손실을 갖는다. 그림 1(a)에서와 같이 제작한 미세 

광섬유를 꼬는 방식을 이용하여 Sagnac 간섭계를 제작하였다. 광섬유를 비틀어 만든 

Sagnac 간섭계의 삽입 손실은 미세 광섬유의 손실을 포함하여 5dB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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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미세 광섬유를 꼬아서 제작한 Sagnac 간섭계 (b) Sagnac 간섭계를 도식화 한 그림

그림1(a)에서 출력 광세기는 Po=∣1-2κ∣1/2∙Pi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 식의 Pi와 

Po는 각각 입, 출력 광세기를 의미하고 κ는 광 결합률을 의미한다. 이 식은 미세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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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이 없고 편광에 의한 visibility는 1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림 1(a)에

서 미세 광섬유의 비틀어 꼬아진 부분은 그림 1(b)에서와 같이 Sagnac 간섭계의 광 결

합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결합률 κ은 미세 광섬유의 꼬아진 길이 d와 관계가 있고 이 

꼬아진 길이는 광섬유 비틂 각 θ(twist angle)과 관계가 있다. 그림 2는 비틂 각 θ에 따

른 투과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은 θ가 증가할수록 ‘A’에서 ‘G’로 이동하

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 광섬유의 비틂 각(A→G)에 따른 투과 스펙트럼의 변화  

본 실험에서는 Er이 첨가된 광섬유 기반의 증폭된 자발 방출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광원을 이용하였고 측정에는 광 스펙트럼 분석기(Optical spectrum 

analyzer, OSA)를 이용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60 nm의 특정 파장을 기

준으로 거의 100% 투과시키는 특정 비틂 각의 경우를 ‘A’ 라고 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이 보다 약 200도 정도 광섬유를 더 비틀면 ‘E'의 경우와 같이 투과율이 거의 영이 된

다. 이 때 결합률 k 값이 1/2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간섭계가 광섬유를 비틂에 따

라서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광 감쇄기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필터

의 투과 특성을 적절히 이용하면 Er이 첨가된 광섬유 광원의 출력 스펙트럼을 평탄화 

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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