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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결정 광섬유(PCF)는 최근 endless single mode operation, large core mode area 등 광통신이나 

광센서 분야에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복굴절 광자 결정 광섬유 (HB PCF)의 경우, 일반 복굴절 

광섬유와는 다르게, 코어 주위의 6중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공기구멍 중 2개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서 

코어의 복굴절률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많은 복굴절 광자 

결정 광섬유의 설계와 응용의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제작된 광자 결정 

광섬유의 경우 구조적인 불규칙성으로 인해 복굴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복굴절 

광자 결정 광섬유의 복굴절의 불규칙적인 변화의 분석 및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비틀림 음 를 이용한 모드 결합기(acousto-optic tunable polarization coupler)란 torsional 음 를 섬

유에 인가하여 주기 인 비틀림을 으로서 각각의 코어 편  모드끼리 결합을 일으키는 소자를 말한

다. 특히 비틀림 (torsional wave)를 이용한 음향 학 편  모드 결합기의 경우 일반 굴곡음 (flexural 

wave)를 이용한 모드 결합기와는 달리 acoustic dispersion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2]. 따라서 편 모

드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변화되는 학 인 복굴 의 변화를 직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

다. 본 연구에서는 복굴 에 가장 큰 연 성을 지니는 코어 주변의 2개의 공기구멍의 크기와 공기구멍 

사이의 변화를 조 하여 복굴 의 변화에 해 이론 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비틀림 음 를 이용한 모

드 결합기에 용하여 실험 인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림 1 (a)의 경우 Finite element method (FEM)를 이용해 1550nm의 장에서의 두 가지 편 의 코

어모드를 산 모사한 결과이다. HB PCF의 모델은 PM 1550-01 모델이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를 이용하여 ∧,d1,d2값을 측정하 다. 이때 복굴 차(B = |nx-ny|)는 4.86×10-4이다. (b)

의 경우 비틀림 음 를 이용한 모드 결합기의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2는 복굴절을 결정하는 두 개의 큰 공기구멍의 변화를 줌으로서 복굴절의 변화량(왼쪽)과 두 개

의 편광 모드들 사이의 beatlength의 변화(오른쪽)를 파장에 따라 변화 시킨 그래프이다. (a)의 경우처

럼 두 공기구멍의 크기를 평균 측정값보다 크게 했을 경우 복굴절 차는 점점 커지고, (b)의 경우처럼 두 

공기구멍 사이의 거리를 크게 했을 경우 복굴절 차는 점점 줄어든다. 두 편광 사이의 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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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length의 경우       이므로 그 결과는 반대가 된다.  

파장이 1550 nm에서 공기구멍 d1의 크기를 10nm 정도의 변화를 주었을 때 복굴절의 차이 변화폭은 

4~6×  이며 이 때 beatlength의 변화폭은 250~350 μm 이다. 한편 공기구멍 d1사이의 거리 변화

의 경우 2.5~3.5× 의 복굴절 차이 변화와 200~250 μm의 beatlength의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

다. 

 그림 1 (b). 의 실험 구성도를 기반으로 시험을 해보았을 때, beatlength값은 이론적인 계산치보다 

280, 530 μm 차이가 생기고 이때 복굴절차이는 4.2× , 8.1×  로 공기 구멍의 크기가 약 5~10 

nm정도 변화 되거나, 거리가 10~20 nm 정도의 변화가 생길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a)                                           (b)

그림 1. (a) FEM을 이용하여 1550nm 파장에서의 두 개의 편광 코어 모드를 전산 모사한 결과. 

        (b) 비틀림 음파를 이용한 모드 결합기의 실험 구성도.

   

                     (a)                                               (b)

그림 2.(a) 공기 구멍 d1의 크기를 변화 시켰을 때의  파장에 따른 복굴절(왼쪽)과 beatlength(오른쪽)

의 변화 (b) 공기구멍 d1의 거리를 변화 시켰을 때의  파장에 따른 복굴절(왼쪽)과 beatlength(오른쪽)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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