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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결정 광섬유는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이 이 광

섬유를 진행하는 코어 모드에 관심이 있었으나 최근 클래딩 모드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클래딩 모드의 활용은 새로운 개념의 광섬유 소자 제작의 가능성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광섬유 소자의 응용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광자.

결정 광섬유의 클래딩 모드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광소자 및 센서 제작과 더불어 그 응

용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연구가 된다 현재까지 광자결정 광섬유의 클래딩으로 진.

행하는 빛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1-4)

클래딩 모드와 필드 분포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이 없었으며 심지어 잘못된 모드의 정의나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클래딩 모드의 분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광자결정 광섬유의 클래딩이 공기구멍

이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의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W .

우리는 이와 같은 이중 구조를 갖는 실제 광섬유에서 클래딩 모드를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음향광학 소자의 결합 길이를 충분히 조절함으로서 특정 클래딩 모드의 여.

기를 가능케 했으며 기반의 계산을 통하여 복잡한 구조FEM(Finite Element Method)

의 광자결정 광섬유에서 클래딩 모드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광자결정.

광섬유의 바깥 클래딩의 두께와 공기구멍의 불균일성이 클래딩 모드의 필드 분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림 음향광학 모드결합 소자 구성도 광자결정 광섬유 단면사진 포함 투과 스펙트럼1. (a) ( ) (b)

그림 은 클래딩 모드 결합을 위하여 사용된 음향광학 소자의 구성도이다 실험에 사1(a) .

용된 광자결정 광섬유는 지름이 약 로서 파장 영역에서 단일 모드 광섬유125 m 1500 nmμ

이고 그림 에 단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1(a)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335



섬유에 음파 발생기 를 이용하여 장주기 격자를 광섬유에 형성시키고(Acoustic transducer)

이 첨가된 광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증폭 자발 방출Er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광원을 기본모드로 입사시키면 위상정합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파장에서 코어모드의ASE)

빛이 클래딩 모드로 결합한다 그림 은 투과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각 특정 파장에서 결. 1(b) .

합한 클래딩 모드의 필드를 관찰하기 위하여 파장 가변 레이저 광원과 카메라를 이용CCD

하였다 각 파장에서의 클래딩 모드의 필드는 그림 와 같다. 2 .

그림 관찰된 클래딩 모드 필드 그리고2. (A) 1541.1, (B) 1564.3, (C) 1572.1, (D) 1581.6 nm

각 그림은 위의 주어진 파장에서 관측한 사진이다 관측된 모드 필드는 원주 방향의 개. 2

의 로브와 방사 방향의 개의 로브로 일반 광섬유의 모드와 비슷하다 하나의 큰 차6 LP16 .

이는 바깥 클래딩 영역의 로브 모양이 복잡하고 많다는 것이다 이는 불완전한 육각 구조의.

공기구멍 배열과 이들의 불균일성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의. SEM

사진을 바탕으로 구조 상수의 면밀한 측정하여 대응되는 모드 필드를 계산하였고 이는 실험

의 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함을 보였다 이 구조 상수를 바탕으로 완벽한 육각 구조를 갖는.

광자결정 광섬유에서 모드를 계산하였는데 이 결과는 이 모드가 모드 분류에 속한다LP16

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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