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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섬유의 단면도. (b) 큰 복굴절을 갖는 광결정 광섬유. (c) x-

편광모드의 손실을 크게 하기 위해서 코어 영역에 작은 공기구멍을 삽입한 광결정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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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편광 단일모드 (single-polarization single-mode) 광섬유는 입력된 빛의 편광을 유지하면서 하나

의 모드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편광을 정보로 이용하는 고정밀도의 센서나 광통신용 

시스템에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들어 광결정 광섬유 (PCF)를 이용한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

섬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축퇴되어있던 기본모드 (fundamental mode)가 복굴절에 의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를 가지도록 하며,(1,2) 두 번째 방법에서는 기본모드의 가둠손실 (confinement loss)이 편광상

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나도록 광섬유를 설계한다.
(3)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

의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결정 광섬유 (SPSM-PCF)를 설계하고 손실을 조사하였다.    

그림 1(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섬유의 단면 구조를 나타내는데, 그림 1(b)의 

큰 복굴절을 나타내는 광결정 광섬유 (HB-PCF)와
(4)

 그림 1(c)의 코어 영역에 작은 공기구멍이 있는 광

섬유 (SHC-PCF)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앙의 코어를 통해 도

파되는 모드와 클래딩 영역의 코어를 통해서 도파되는 모드의 유효굴절률이 같을 경우 index-matching 

coupling에 의해서 큰 손실이 발생한다.
(3,5)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 (finite-element method)을 사용하

여 광섬유 도파모드들의 유효굴절률 (effective index)을 계산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공기구멍 사이의 간

격이 Λ = 4.6 ㎛이고, 공기구멍의 직경이 d1/Λ = 0.5, d2/Λ = 1.2 그리고 d3/Λ = 0.284인 경우 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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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HB-PCF와 SHC-PCF의 기본 모드들의 유효굴절률. (b) x- 및 y-편광모드의 가둠

손실.

1.55 ㎛인 근처에서 HB-PCF의 x-편광모드 (x-polarized mode)와 SHC-PCF의 기본모드의 유효굴절률

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a)). 그림 2(b)는 제안된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섬유의 x- 및 y-편

광모드의 가둠손실을 나타내는데, 파장이 1.56 ㎛일 때 x-편광모드의 손실이 56.18 dB/m로 y-편광모드

의 손실 0.022 dB/m에 비하여 2500배 이상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파장이 1.56 ㎛인 근처에서 제안된 

광섬유가 단일편광 단일모드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SHC-PCF의 코어에 있는 공기구멍

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x-편광모드의 손실이 최대가 되는 파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C-PCF와 SHC-PCF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단일편광 단일모드 광결정 광섬유

를 제안하였으며, SHC-PCF의 코어에 있는 공기구멍의 반경을 조절함으로써 단일편광 단일모드로 작동

하는 파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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