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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지난 10년 동안, 좋은 beam quality와 동시에 KW급 이상의 출력을 갖는 광섬유 레이저는 의

학, 군사, 통신 등 수많은 분야로 그 사용이 확대되어 왔다. 출력 단 에서의 출력이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어 기술 또한 발달되어 왔고, MEMS, planar lightwave circuit, LC, 

acousto-optic modulator 등의 기술을 이용한 가변 광 감쇄기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열

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가변 광 감쇄기들은 고출력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그 

대안으로써 fused tapered 광 결합기를 이용한 전 광섬유 구조의 소자가 제안 되었었다
(1)
. 이 소자

는 광 결합기의 결합 부분에 회전 응력을 가할 때 발생하는 출력 단에서의 스펙트럼 천이를 이용

한 소자로써, 1060nm에서 가변이 가능한 25dB의 dynamic range의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파워의 적용을 위해서 더 큰 dynamic range를 갖는 소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제작된 가변 광 감쇄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060nm에서 45dB의 dynamic range를 갖는 가변 광 감쇄기를 제안 하였다.

2. Theory and Experiments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변 광 감쇄기의 원리가 나와 있다. 제작된 광섬유 결합기의 결

합 상수 (C)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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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U, V는 광섬유의 normalized 주파수, n은 굴절률, r은 반지름, co와 cl은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 K1 은 차수 1의 second kind modified Bessel 함수를 의미한다. 각 출력 단 에서의 

파워는 cos




 , sin




 에 비례하고, 회전 응력을 가했을 경우 유도되는 
C의 변화가 출력 단 에서의 위상 천이를 일으키게 된다 (그림 2). 이러한 특성은 한 고정된 파장에

서 가변 광 감쇄기로써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는 2개의 동일한 가변 광 감쇄기를 제작한 

후, 그림 2와 같이 한 개의 출력 단자를 다른 소자의 입력 단자와 연결 함으로써, dynamic range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최고 출력 10W가 가능한 Yb 도핑된 광섬유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

용하였고, 파워 측정기를 이용하여 출력 단 에서의 광 파워를 측정 하였다. 4W의 광원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회전 응력이 없었을 때, 삽입손실 0.7dB에 해당하는 3.4W가 통과 하였고, 510도 회전

을 가했을 때 46dB dynamic range에 해당하는 70μW 가 통과 하였다. 회전 응력의 세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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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섬유 결합기를 이용한 가변 광 

감쇄기의 원리

그림 2. 회전 응력에 따른 출력 단 에서의 

투과 스펙트럼 천이

그림 3. 향상된 dynamic range를 갖는 

소자의 개념도

그림 4. 회전 응력에 따른 출력 단에서의 

광 파워와 그에 해당하는 감쇄 그래프

함으로써 3.4W와 70μW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광 파워에 접근이 가능 하였다. 

3. Conclusion

2X2 광 결합기와, 그 결합부분에 회전 응력을 가함으로써 유도되는 출력 단에서의 위상 천이를 

이용하여 가변 광 감쇄기를 제작하였다. 2개의 동일한 소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확장된 

dynamic range를 갖는 소자를 제작 하였고, 이 소자는 1060nm에서 0.7dB의 삽입 손실과 46dB의 

dynamic range에 해당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광섬유 레이저 산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동 광 소자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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