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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는 전반사라는 고유의 도파 원리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고, 한 

발짝 빠른 정보통신 사회의 도래에 기여했다. 기본적으로 광섬유는 계단형 굴절율 구조를 통해 빛

을 도파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신호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분산과, 편광특성 등의 제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광자결정 광섬유 등이 알려져있다.(1),(2) 또한, 저

자는 새로운 도파구조를 지닌 중공광섬유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왔다.(3) 중공광섬유는 광자결정 중

공광섬유와는 달리 환형 코어를 따라 빛이 도파되는 구조로 굴절율 구조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중공광섬유의 (ㄱ) 굴절율 구조와 (ㄴ) 단면 사진

광섬유를 이용한 장주기격자구조(4)와 음향가변필터(5)에 대한 연구는 중공광섬유의 경우에도 활

발히 진행되어왔다. 반면 이론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nite 

Element Method(FEM)을 이용하여 도파모드에 대한 분석과 함께 phase matching 조건, 도파모드

의 컷오프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코어모드의 전기장과 세기       그림 3. 클래딩모드의 전기장과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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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1.5 μm 크기의 반지름의 중공과 2.6 μm의 두께를 가진 중공괌섬유의 코어를 통해 

도파되는 하위 6개의 모드의 전기장과 그 세기에 관한 계산결과이며 그림 3은 클래딩을 통해 도파

되는 모드의 전기장과 세기 특성을 나타낸다. 

앞서 분석한 중공괌섬유의 도파모드들은 특정한 phase matching condition 아래 모드결합을 

일으키는데 그 조건은 (1)로 나타내어진다.

  
′ ∆  


     (1)

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 중공광섬유의 모드결합을 위한 격자주기의 계산 결과는 그림 4.를 통

해 나타내진다.

그림 4. 중공광섬유의 기저모드와 (ㄱ) 코어모드 (ㄴ) 클래딩모드 사이 모드결합 주기 격자

그림 4의 (ㄱ)과 (ㄴ)은 중공광섬유의 기저모드와 코어여기모드, 기저모드와 클래딩모드사이의 

모드결합을 위한 주기 격자를 나타내며, 코어모드와의 모드결합의 경우 단일모드 광섬유에서의 단

순증가 경향과는 달리 파라볼릭 형태를 가진다.(6)이는 중공광섬유를 이용한 음향가변필터의 모드결

합현상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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