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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 복굴  섬유의 hole 내부에 열 학 계수가 우수한 polymer 는 열팽창 계수가 큰 

속을 채워 온도민감성이 우수하고 열 으로 편  제어가 가능한 섬유 응용소자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1,2,3)

. 이러한 특수 섬유의 경우 채워지는 물질의 종류  물질의 주입 조건에 따라 

온도민감성 등 섬유의 물성이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주입 조건이 소자 응용에 미치는 향

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화학기상증착(MCVD) 공정, 드릴링 기

술, 섬유 인출기(DT) 공정을 이용하여 코어 양쪽에 hole을 가진 복굴  섬유를 제작하

다. 섬유의 hole 내부에 속 인듐을 녹여 서로 다른 압력 하에서 주입시키고, 인가 압

력에 따른 섬유의 복굴 과 온도민감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II.  실험 방법

  연구에 사용된 side-hole 섬유는 MCVD공정으로 만들어진 섬유 모재의 코어 양쪽에 

드릴로 두 개의 구멍(hole)을 뚫은 후, draw tower를 이용하여 인출 속도  온도를 조 하

여 제조하 다. 속을 hole 내부에 넣기 하여 인듐을 특수용기에 넣어 가열하고 용융시

킨 후 질소 가스로 가압하여 액체상태의 속을 섬유 hole에 주입시켰다. 속 주입은 15, 

45 bar 두 종류의 압력 하에서 수행하 다. Hole에 인가된 압력은 섬유가 상온으로 냉각

될 때까지 유지시켜 인듐이 hole 내부에 20 cm 길이로 형성되도록 하 다.

III.  결과   토의

  섬유 hole 내부가 인듐 속으로 채워진 side-hole 섬유의 온도민감성을 분석하기 

해서 샤냑(Sagnac) 루  간섭계(SLI)를 이용하여 복굴 을 측정하 으며(2) 그림 1에 측정된 

투과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속 인듐이 주입되지 않은 side-hole 섬유의 간섭무늬 간격

( , fringe spacing)은 20.24 nm이었다. 속이 주입된 섬유의 경우, 낮은 인가 압력(15 

bar)에서 이 크게 감소하 으며, 보다 높은 압력(45 bar)이 인가되었을 때 이 상

으로 게 감소하 다. 1550 nm 근처에서 는 압력이 15에서 45 bar 일 때 각각 11.67  

18.69 nm이었다. SLI 투과 스펙트럼에 볼 수 있듯이 인듐 주입에 의하여 는 항상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이론 으로 루  내에 연결된 side-hole 섬유의 복굴

(birefringence, )에 의해 투과스펙트럼 상에 간섭무늬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하여 순수하

게 주입된 속에 의해 섬유에 추가로 발생되는 복굴 ( )을 구할 수 있다(2). 표 1에는 

측정된 을 나타내었으며, 결과 으로 높은 압력을 사용하여 속 인듐을 주입하 을 때 

섬유에 큰 복굴 이 추가 으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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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SLI 투과스펙트럼             그림 2. 압력에 따른 온도민감성()  

                        표 1. 인듐 속에 의한 복굴  변화

  그림 2는 서로 다른 압력에서 속 인듐을 주입하여 만든 SLI의 온도 변화(20-100 oC)에 

따른 1550 nm 근처에서의 간섭무늬의 장이동(wavelength shift)을 나타낸다. 낮은 압력

(15 bar)을 인가하여 만든 섬유에서는 앞선 연구와 같이 간섭무늬가 체 구간에서 선형

으로 이동하여 -4.93 nm/K()의 온도민감성을 보여주었으며(2), 높은 압력(45 bar)하

에서 만든 섬유에서는 온도민감성은 비슷한 반면 일정 온도 이상에서 간섭무늬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수렴되었다.

  섬유 hole 내부에 열팽창계수가 다른 물질을 주입시킬 경우 온도변화에 따라 열응력

(thermal stress)이 발생하고, 이어서 stress-optic 효과에 의하여 섬유의 복굴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속의 경우 열팽창계수가 섬유 소재인 석 유리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큰 복굴  변화를 가져온다. 표 1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 주입 과정에서 hole 내

부에 큰 압력을 인가할 경우, 인가된 압력이 속 주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복굴  변화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그림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속 인듐 주

입 시 인가된 압력 크기의 변화가 섬유의 온도민감성()에는 크게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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