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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커플링 손실이 -4.38dBm인 베셀빔 소자의 단면 모습 ; 렌즈 굴절 반지름 : 121.31μm,

초점거리 390.89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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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커플링 손실이 -7.54dBm인 베셀빔 소자의 단면 모습 ; 렌즈 굴절 반지름 : 77.06μm,

초점거리 248.29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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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전자기파로 구성된 빛은 진행할수록 회절 현상 때문에 퍼질 수 밖에 없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이러한

이러한 특징에 위배되는 퍼지지 않는 빔 (Non-spreading beam)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베셀빔이 대표적

이며 J. Durnin에 의해 1987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1]

그는 전자기파를 나타내는Helmholtz (1) 식을 이용

하여 Bessel function을 포함하는 solution (2)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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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이 베셀함수인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행 양상을 보이는 파를 베셀빔이라고

부른다. 1990년대 이후 axicon을 시작으로 광섬유를 이용하여 베셀빔을 만드려는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광포획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CSF를 이용한 베셀빔소자를 제작하고 coupler를 이

용해 한 쌍의 소자를 만들어 counter propagation이 생성하는 간섭패턴무늬를 살펴보았다.

2. Experiment

위 그림은 coupler를 이용해서 두 개의 CSF-SMF(HI1060) 베셀빔 소자를 제작한 후 각각의 베셀빔 패

턴을 단면으로 찍은 영상이다. 빛(1060nm, 적외선 영역)이 최종적으로 CSF(길이 1.6mm)를 통과할 때

생기는 간섭현상으로 인해 annular pattern이 나타난다. 중앙에 있는 점광원이 베셀빔이며 빛의 진행축

을 따라 빛의 세기의 변화율이 Fiber laser에서 나오는 가우시안 빔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2]

그림 2의

베셀빔 소자가 곡률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동심원의 변화율이 그림 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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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조명:  

 "투과 방식"

(Transmission)

그림 3. 실험 모식도

(a) Fiber laser를 켜기 전  (b) Fiber laser 켠 후 100배율 (c) Fiber laser 켠 후 200배율

그림 5. 빔 counter propagation 모습

다. 단면도 사진을 통해서 각각의 CSF소자가 1mm 내에서는 베셀빔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counter propagation을 통해 나오는 정상파를 관찰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두 CSF 소자의 배치는

1mm 이내인 795.44um로 수행했다. Fiber laser에 출력되는 전력은 동일하게 3.735W(=4.5VⅩ0.83A)였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물로 희석시킨 우유를 채워 커버글라스로 덮어서 chamber를 만든 다음 위

사진과 같이 양쪽의 CSF 소자를 마주보게 하여 고정시켰다. 그림 4에 묘사된 현미경 셋팅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고 20배율을 가진 대물렌즈를 통해 CMOS camera를 이용하여 counter propagation

이미지를 얻었다.

3. Conclusion

이번 연구를 통해서 axicon이 아닌 CSF를 이용해 annular 형태의 베셀빔 구현이 1mm이내로 가능해졌

다. 더구나 coupler를 이용해 한 쌍의 베셀빔 소자를 제작하게 됨으로서 counter propagation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nular 패턴은 CSF 소자의 길이와 CSF렌즈의 곡률과 연관이 있으므로 동일한 한

쌍의 베셀빔 소자를 만들기 위해 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더구나 한 쌍의 광섬유소자를 같은 축에

정렬시키는 작업에서 좀 더 세밀한 컨트롤이 요구되는데 이는 두 광섬유간에 길이를 제어하게 된다면

베셀빔의 정상파 생성 과정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진행방향으로 촬영한 이미

지는 빛이 우유 분자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산란 때문에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져 1060nm

의 반파장인 정상파와 간섭패턴을 관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산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정상파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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