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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분석 방법을 이용한 AWG의 위상 오차 측정

고춘수†ㆍ오용호ㆍ임성우

원광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우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2011년 9월 16일 받음, 2011년 10월 17일 게재 확정)

몬테카를로 방법을 기반으로 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AWG(arrayed waveguide grating)의 위상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진동수 영역 측정법에서 실험치와 가장 근접한 이론치를 구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며 최적화된 이론치로부터 

AWG 각 도파로의 진폭과 위상값들을 결정한다. 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AWG의 각 도파로

에 임의로 위상 오차를 설정하여 가상의 실험치를 만들고 우리의 방법을 통해 거꾸로 위상 오차를 알아냈다. 모의실험 결과 간섭

계 광원의 진동수 변조 범위가 AWG FSR(free spectral range)의 1.7 배보다 클 때, 그리고 위상 오차가 ±50° 이내일 때 매우 

정확하게 위상 및 진폭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easurement of the Phase Errors of AWG by Using the Monte-Carl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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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new method to measure the phase errors of an AWG(arrayed waveguide grating) through Monte-Carlo analysis. 
In the frequency domain method, we used the Monte-Carlo method to fit the theory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hase and 
amplitude values are obtained from the fitted theory. To verify our method, we carried out a simulation. Some phase errors were 
included to make a virtual interferogram and we measured the actual AWG phase errors from it by our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gives good results if the laser tuning range is larger than 1.7 times of the AWG FSR(free spectral range) and 
if the phase errors are withi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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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WG(arrayed waveguide grating)는 파장 분할 다중화(WDM) 
광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다중화(multiplex)하거나 역다중

화(demultiplex)하기 위한 핵심 소자이다. AWG의 성능은 채

널간의 누화(crosstalk)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값은 주로 AWG 
각 도파로의 위상에 의존한다 

[1, 2]. 그런데 수 센티미터에 달

하는 AWG 도파로들의 길이를 파장보다도 매우 작은 정밀

도로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위상 오차가 발생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위상 오차는 UV 조사법 등으로 보정

할 수 있는데 
[3, 4], 각 도파로의 위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이 그 선결 과제이다.

AWG의 투과 스펙트럼은 각 도파로들을 통과한 빛들이 중

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그로부터 각 도파로의 위상을 알

아낼 수는 없다. 각 도파로를 통과한 빛에 의한 신호를 분리

할 필요가 있는데, Takada 등은 저간섭성 광원 간섭법(optical 
low coherence method)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5]. 그런데 이 방

법으로 각 도파로의 위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섭신호의 최

대치 사이의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6], 혹은 분리

된 간섭 신호로부터 위상 오차를 계산해 내기 위한 별도의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7]. 또한 수십 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도

파로들의 간섭 신호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경로차

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높은 정밀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다채널 AWG로 갈수록 인접한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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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phase errors in frequency domain method. The signal is the 
output of a AWG interferometer as a function of laser frequency.

로간의 길이차가 커 이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하다. 
저간섭성 광원 간섭법에 비해 실험적 편의성을 개선한 방

법이 진동수 영역 측정법(frequency domain measurement)이
다 

[8, 9]. 간섭계를 구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로 길이가 아

니라 광원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간섭 신호를 측정하며 

이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한 함수를 분석하여 위

상을 측정한다. 진동수 변조 범위가 AWG의 FSR(free spectral 
range)보다 매우 크면 푸리에 변환된 함수가 각 도파로에 의

한 신호들로 분리되어 각 도파로의 위상 신로를 알아내기 수

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험 조건을 만족하기는 

어려워 각 도파로 신호들이 겹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위상값

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측정된 간섭 신호로부터 정확한 

위상값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AWG의 위상

을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 푸리에 변환된 간섭 

신호를 이론치와 비교하여 각 도파로의 위상과 진폭을 결정

하는데 최적의 이론치를 구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

용한다. 2절에서는 간섭 신호 및 그 푸리에 변환에 대한 이

론을 전개하고 3절에서는 자체 제작한 몬테카를로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상과 진폭을 구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4절에

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실험(simulation)에 

대해 기술한다.

II. 이    론

2.1. AWG를 포함한 간섭계의 출력 세기 계산

AWG는 자유 전파 영역인 두 개의 슬랩(slab) 도파로와 이

를 연결하는 도파로 열(arrayed waveguides), 그리고 입력 및 

출력 도파로로 구성된다. 도파로 열의 각 도파로들은 일정한 

경로차를 갖도록 설계되어 이들을 통과한 빛이 다시 만나 중

첩되면 회절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진동수 영역 측정법으로 AWG의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장

치도를 그림 1에 나타냈다. 광섬유 간섭계의 한 쪽 경로에 

AWG의 입력 도파로와 출력 도파로 중 하나를 연결한다. 파
장 가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간섭계의 출력 세기를 

진동수의 함수로 측정한다.
AWG의 k-번째 경로에 대해, 입사 레이저의 진동수 (=

, : 파장)에서의 투과함수(transfer function)를 다음과 같

이 진폭과 위상으로 쓸 수 있다. 

 
   (1)

k-번째 경로의 굴절률 효과가 포함된 유효 길이(effective 
path length)를 라고 할 때 위상를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AWG에서 가장 짧은 도파로를 포함한 경로

(k=0)의 유효 길이이고 은 인접한 도파로간의 경로차이

다. 이상적인 AWG에서는 인접한 도파로간의 경로차가 

로 모두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며 가 

그 길이 오차에 해당한다. 에 를 곱하면 각 도파로의 

위상 오차가 된다. 
AWG가 N 개의 도파로로 구성되어 있다면, 간섭계에서 

AWG가 포함된 경로의 전체 투과함수는 다음과 같다.

 




 





  (3)

입사광의 파동함수를 라고 할 때, 이 경로를 통과한 

파동은 입사광에 투과함수를 곱하면 되므로 다음과 같다.







   (4)

간섭계의 또다른 경로(reference arm)를 통과한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여기서 은 이 경로의 투과 진폭이고 은 유효 경로 길이

이다.
간섭계에서 두 경로를 통과한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

함수와 그 세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6)

여기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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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은 입사광인 레이저의 세기이다. 와 은 실수

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식 (4), (5)를 (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cos   
(8)

레이저의 스펙트럼은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갖고 있고, 간섭

계에서 실제 측정하는 빛의 세기는 식 (8)의 세기를 에 대

해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선폭이 매우 좁은 레이저

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델타 함수로 가

정할 수 있다. 

′  ′    (9)

그러면 광원의 진동수가 일 때 간섭계에서 측정되는 간섭

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

≡

      


cos  (10)

2.2. 간섭항의 푸리에 변환

파장 가변 레이저의 파장을  에서  까지 

변화시키면서 를 측정하고 이를 유한 범위에서 푸리에 변

환한 함수를 라고 하자. 

 ≡
 

 

 



∞

∞

 






 




     
(11)

여기서 적분 안에 있는 rect 함수는 중심이 이고 폭이 Δσ

인 사각 함수(rectangle function)이다. 식 (10)을 위의 적분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10].

  



  sincLkLr x

       sincLkLr x 
(12)

여기서 sincx  sin이다. 위 계산 과정에서 과 

의 진동수 의존성은 무시하였다. 진동수에 따라 이 값들이 

변할 수는 있지만 매우 천천히 변하므로 푸리에 변환에의 영

향은 무시할 수 있다. 식 (12)를 보면 는 sinc 함수들의 합이 

됨을 알 수 있다. 각 sinc 함수들의 중심 위치는  ±

이고 폭은 


이며 위상은 

±    , 그리고 진폭은 

이다. 즉, 각 sinc 함수들의 중심 위치에는 에 대한 정보

가 들어 있으며, 각 sinc 함수들의 높이에는 에 대한 정보

가 들어 있다. 만일 측정 과정에서 레이저의 진동수 변조 범

위()가 AWG의 FSR(free spectral range=)보다 충분

히 넓으면 sinc 함수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AWG 각 경

로의 위상과 진폭을 쉽게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이웃하는 

sinc 함수들이 겹치게 되므로 위상과 진폭을 측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기술할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III.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위상 및 진폭 최적화

AWG가 포함된 간섭계에서 측정한 실험치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론치와 비교하여 AWG의 위상과 진폭을 결정한다. 
실험은 진동수 영역 측정법으로 하며, 레이저 광원의 진동수

를 변화시키면서 세기를 측정하여 식 (10)과 같은 간섭항을 

구한 후 이를 푸리에 변환한 것을 실험치로 삼는다. 이론치

는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이를 실험치와 비교하여 위

상 및 진폭값을 결정하는데, 이론치를 최적화하는 몬테카를

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였다. 
식 (12)에서 의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 와의 차이만이 

의미가 있다. 실제 AWG에서도 의 절대값보다는 이웃하는 

경로와의 차이만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식 (12)의 을 0으
로 놓아도 무방하다. 다만, 실험적으로는 이 간섭 신호의 

진동 주기를 결정하므로 측정 장치의 성능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상과 진폭값을 최적화하는 몬테카를로 과정은 다음과 같

다. AWG가 N 개의 도파로로 이루어져 있다면 N 개의 진폭

값 {}와 N 개의 위상(길이)값 {}의 초기값을 임의로 부

여하고 이론치와 비용함수를 계산한다. 비용함수는 x의 각 

점에서 이론값과 실험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으

로 정의하였다. 2N 개의 {,}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

택해 미세하게 변화시킨 후 다시 비용함수를 계산한다. 비용

함수가 감소하면 변화된 진폭 또는 위상으로 원래의 값을 대

치하고, 반대로 증가하면 변화시킨  또는 를 원래의 값

으로 되돌린다. 이와 같은 최적화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냈으

며 비용함수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때까지 또는 선택된 진

폭 또는 위상 중에서 그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때

까지 그 과정을 되풀이한다. {}의 초기값들은 균일하게 주

거나 혹은 가우스 분포를 이루도록 한다. {}의 초기값들은 

무작위로 줘도 되지만 이상적인 설계치로 시작하는 것이 계

산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충분히 최적화가 이루어진 후

의 {,}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진폭과 위상(길이)이 된다.

IV. 모의실험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AWG의 위상 및 진폭 측정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실험치를 만들고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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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diagram showing the Monte-Carlo optim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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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Random phase errors which are given initially to the 
waveguides of the AWG. (b) Continuous function-type phase 
error distribution (c) Normalized Gaussian amplitude distribution 
of width(FWHM) 40.

위상 및 진폭을 측정하여 원래의 값과 비교하였다. AWG의 

각 도파로에 임의로 위상 오차와 진폭값을 설정하여 식 (10)
과 같은 가상의 간섭 신호를 진동수(σ)의 함수로 만들고 이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가상의 실험치를 얻었다. 그리고 앞

의 3절에서 기술한 몬테카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위상 및 

진폭을 측정하였다.
AWG의 도파로 수는 100 개로 설정하였다. 각 도파로들의 

위상 오차는 무작위로 설정하거나 연속적으로 변하는 함수 

형태로 설정하였다. 그림 3(a), (b)에 무작위 위상 오차와 연

속 함수 위상 오차의 예들을 나타냈다. 투과함수의 진폭은 

중심 부근에서 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감소하며 일반적으

로 가우스 함수 분포를 보이므로 여기서도 진폭 분포를 반치

폭(FWHM)이 40인 가우스 함수로 하였다. 그림 3(c)에서 그 

진폭 분포를 볼 수 있다. 
간섭계에서 빛의 파장 변조 범위는, 일반적으로 광통신 분

석 장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1500 nm로부터 1600 nm까지로 

고정하였다. 간섭계에서 AWG가 포함된 경로의 최단 길이와 

다른 경로 길이와의 차이는 실제 측정 조건을 고려하여 10 
mm로 하였다. 이웃한 도파로간의 경로차()가 굴절률 효

과를 포함하여 50 um이고 각 도파로의 위상오차와 진폭이 

각각 그림 3(a), (c)와 같은 AWG에 대해 구한 가상의 간섭 

신호를 그림 4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두 개의 봉우리(peak)
를 볼 수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의 간격이 AWG의 FSR에 

해당한다. 파장에 따라 간섭 신호의 세기가 진동하는 것을 

확대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진동의 주기가 간섭계 

두 팔의 경로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의 간섭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가상의 실험

치를 그림 5에 나타냈다. 푸리에 변환을 하면 그 결과가 복

소수가 되는데 그림에 표시한 것은 그 크기에 해당한다. 약 

10,000 개의 간섭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푸리에 변환하였

다. 그림을 보면 푸리에 변환된 신호가 좁은 봉우리들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심 부분을 확대한 작은 그림

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봉우리들의 개수는 약 100 개
로 도파로 개수와 비슷하다. 푸리에 변환의 이론식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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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nterferogram of the AWG interferometer as a 
function of the laser frequency().  of AWG is 50 ㎛. The 
phase errors and the amplitude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 
3(a),(c), respectively. The minimum path difference of the AWG 
arm and the reference arm is 10 mm.

10000 12000 14000
0

6

12

18

Am
pl

itu
de

 (a
.u

.)

X (μm)

 

 

 

 

10000 12000 14000
0

6

12

18

Am
pl

itu
de

 (a
.u

.)

X (μm)

 

 

 

 

FIG. 5.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interferogram of Fig. 4. The 
inset is the enlargement of the central part. The symbol in the 
inset represents the final result of the Monte-Carlo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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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ifferences of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a) and amplitudes(b) when  = 50 ㎛.

는 식 (12)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5의 실험치로부터 몬테카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구

한 위상 및 진폭의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냈다. 1200 개의 점

에서 이론치를 실험치에 근접시키는 최적화 과정에 소요된 

컴퓨터 작동 시간은 약 100 분이다. 그림에는 위상 및 진폭

의 참값과의 차이만을 표시하였는데, 여기서 참값이란 그림 

3에서와 같이 처음에 설정된 위상 및 진폭값들을 의미한다. 
그림 (a)를 보면, 100 개의 도파로 중 양쪽 가장자리 20 개씩

을 제외한 가운데 60 개에 대해서 1° 이내의 오차로 AWG의 

위상 오차를 정확히 측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쪽 가장자

리에서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도파로

의 진폭이 작아서 몬테카를로 과정의 비용함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진폭이 작은 도파로에 대해 

위상 측정이 부정확한 것은 기존의 모든 AWG 측정 방법에

서 공통적으로 격는 문제이며, 진폭이 작은 도파로가 AWG
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20 번째 

도파로의 진폭은 중심 도파로 최대 진폭의 약 20%에 해당하

므로 진폭이 이보다 작은 도파로에 대해서는 위상 오차를 구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b)를 보면 모든 도파로의 

진폭은 1.3% 이내의 오차로 매우 정확히 측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와 같은 AWG의 위상 및 진폭을 식 (12)에 대

입하여 구한 이론치를 그림 5에 가상의 실험치와 함께 나타

냈다. 그림 5에서 작은 상자 안의 확대된 그림을 보면 실험

치와 이론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식 (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클수록 푸리에 변환된 함

수에서 sinc 함수들이 서로 분리되고 따라서 AWG의 위상 

및 진폭을 구하기 용이하다. 과 진동수 변조 범위()와
의 관계에 따른 측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조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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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ifferences of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 for various . The other parameter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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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differences of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 The numbers in the box mean the limit of the randomly 
given phases.  is 50 ㎛ and the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a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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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average of the absolute value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 for 60 
waveguides in the central part of AWG. The horizontal axis is for 
 and the number in the box is the same as those in Fig. 8. 

고정하고 의 값만을 달리하며 위상 및 진폭을 측정하였

다. 측정 결과 진폭에 대해서는 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 위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를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이 30 ㎛일 때에는 

측정치가 참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40 ㎛ 이상일 때에는 

그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간섭계 레이저의 파장 변

조 범위가 1.5 ㎛에서 1.6㎛일 때, 이 30 ㎛이면 AWG의 

위상을 측정할 수 없지만 40 ㎛이면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이 40 ㎛일 때 AWG의 FSR은 0.025 이고, 레이

저의 파장 변조 범위를 진동수 범위()로 환산하면 0.042 
이므로 따라서 >(1.7FSR) 이면 우리의 방법으로 위

상을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과정에서 초기 변수의 범위가 너무 

크면 전체 최적 상태(global optimum)로 수렴하지 못하고 국

부적인 최적 상태(local optimum)에 빠질 수 있다. AWG에 

대해서도 초기 설정 위상 오차가 너무 크면 정확한 값을 측

정하지 못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한 위상 오차 범위를 알기 

위해 초기 위상 오차를 더 큰 폭의 무작위 값들로 설정하고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은 50 um이며 다른 

조건은 앞에서와 같다. 그 결과를 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상
자 안의 각도들은 초기에 설정된 무작위 위상 오차의 최대 

절대값이다. 즉, ‘50°’는 각 도파로들의 위상 오차가 ±50° 이
내에 분포함을 의미한다. 그림을 보면 위상 오차가 75° 이상

일 때 위상을 측정하기 어렵지만 50° 이내의 오차는 우리의 

방법으로 위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위상 오차 폭에 따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AWG 

중앙 60 개의 도파로에 대해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의 절대값

을 평균해 보았다. 그림 9에 그러한 평균 편차를 나타냈다. 
이 40 ㎛ 이상일 때, 그리고 위상차 최대폭이 50° 이하일 

때 5° 이하의 평균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

한 것은 이 70 ㎛일 때의 평균 편차가 40~50 ㎛일 때보

다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푸리에 공간에서 sinc 함수들의 간

격이 커졌을 때 그 중첩된 함수가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되어 

최적화가 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을 찾기 위해 현재 연구중이다. 
그림 10은 AWG 중앙 60 개의 도파로에서 측정값과 참값

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한 결과이다. 이 역시 이 40 ㎛ 이
상일 때, 그리고 위상차 최대폭이 50° 이하일 때 최대 편차

도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이제까지의 모든 결과는 AWG 각 도파로의 위상 오차를 

무작위로 설정한 경우이다. 위상 오차가 연속적인 함수꼴일 

때 측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상 오차를 그림 3(b)와 

같이 이차함수로 설정하고 같은 과정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

림 11에 나타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중앙 60 여개의 도파로

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위상 오차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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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maximum value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 for 60 waveguides in 
the central part of AWG. All the condition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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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ifferences of the measured and given values of the 
phases when the phase errors are given initially by the second 
order polynomial as Fig. 3(b).

V. 결    론

간섭 신호의 푸리에 공간에서 몬테카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AWG의 위상 및 진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모

의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간섭계의 파장을 1500 nm
부터 1600 nm까지 변조한다고 할 때 AWG의 도파로 경로차

가 40 μm 이상이면 그 위상과 진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AWG 각 도파로의 위상 오차가 ±50° 이내이면 

측정할 있었다. 각 도파로의 위상 오차 분포를 무작위로 하

거나 연속적인 함수 형태로 설정한 경우 모두 측정 가능하였

지만 진폭이 최대값의 20% 이하인 도파로에 대해서는 위상

을 측정하기 곤란하였다.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측정값과 초

기 설정값과의 차이의 평균은 위상에 대해서는 3° 이하, 진
폭은 1%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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