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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속스펙트럼(supercontinuum) 생성은 광통신, 초단파 펄스의 생성, 광학단층촬영기

(OCT), 광주파수 측정기술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 때문에 관련 연

구자들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초 연속스펙트럼 생성의 물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응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입력 펄스와 광결정

광섬유의 상호작용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은 타당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화된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GNLSE)을 이용해서 펨토초 펄스가 광결정 광섬유

를 전파하면서 생성되는 초 연속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해 이론적인 모델링과 전산모사를 이

용하여 초 광대역 광원(550nm ~ 1100nm)이 생성됨을 보인다.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은 식(1) 과 같이 표현된다.  는 고차 분산항, 는 중심 주파수,

    는 비선형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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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우변의 첫째 항은 고차 분산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복소수항의 경우에는 첫째, 자

기 위상 변호 효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는 라만 산란 효과를 나타낸다.
(1) 은 라만 반응 함

수의 기여정도를 나타내며 fused silica 광섬유에서는 일반적으로 0.18의 값을 사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반면 라만 반응 함수(Raman response function)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

략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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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는 상수로써 일반적으로 각각 12.2f, 32fs를 사용한다. 식(1)과 같은 비선

형 편미분 방정식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해석적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산모사를 이용

하여 접근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split-step 방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2)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식(1)을 split-step 방법으로 풀어서 150fs의 FWHM을

갖는 펄스를 광결점 광섬유에 입사 시킨 후 나타나는 출력펄스의 시간 축 모양과 스펙트럼

변화를 진행거리에 따라 관찰하였다. 전산모사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입력 펄스의 첨두 출력

는 10 kW, 중심파장은 850nm이다. 광결점 광섬유의 파라메터는 비선형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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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특성 계수  ×  ·    × · 

  × ·    × ·    × ·  를 이

용하였고, 영 분산 파장은 780 nm, 광섬유의 길이는 10cm 로 각각 설정하였다.

.

그림 1은 10cm 전파한 경우 출력 펄스의 시간적 특성과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스펙트럼

상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펄스가 대략 z=2cm 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위상변조(Self

Phase Modulation)효과로 알려진 스펙트럼 브로드닝 현상을 관찰 할 수 있고, 시간 도메인

상에서는 펄스가 점점 솔리톤의 형태인 sech함수들로 변형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

후    ∼   구간에서는 시간 도메인 상에서 솔리톤이 고차 분산 영향과 비선형

효과에 의한 솔리톤 분열 현상을 겪으면서 여러 개의 기본 솔리톤으로 분리되고, 이 변화는

급격한 스펙트럼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특이한 사항은 시간 도메인 안에서 Spike성

펄스들이 중심 펄스로부터 분리되어 발생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 z=4cm 이후, 스

펙트럼은 전형적인 초 연속스펙트럼의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m 영

역에서는 라만 산란에 의한 장파장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생성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점점

더 진행 할수록 스펙트럼 상에서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시간 도메인

상에서는 중심 펄스로부터 분리된 라만 솔리톤 펄스의 지연을 확인 하였다. 반면   

nm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브로드닝의 원인은 라만 솔리톤이 광섬유를 진행해 가면서 고차

분산 영향에 의하여 분열과 섭동을 겪으면서 분산파의 형태로 에너지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현상으로 알려진 NSR(Nonsolitonic Radiation)효과와 자기위상변조, 4광파 혼합(four-wave

mixing), 그리고 고차분산에 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차 분산과 비선형 효과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초 연속스펙트럼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화된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을 을 split-step 방법을 이용하여 전산모사를 실시하였다.

전산모사 결과를 통하여 초기 z=2cm 까지는 자기위상변조 효과에 의하여 약간의 스펙트럼

브로드닝을 관찰하였고, 대략 z=4cm 이후에는 라만 산란효과와 고차 분산의 영향으로 넓은

스펙트럼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진행거리 10cm에서 초 광대역 광원(550nm ~ 1100nm)의 생

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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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결정 광섬유 10cm 진행한 경우의 시간적 특성(오른쪽) 과 스펙트럼 특성(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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