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

파장 가변 및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박상오ㆍ심영보ㆍ윤민석ㆍ추수호ㆍ김현주ㆍ권오장ㆍ한영근†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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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받음, 2010년 9월 30일 수정본 받음, 2010년 10월 4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파장 가변과 동시에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희토류 첨가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사용하고 두 개의 선형 공진기를 중첩하여 파장 스위칭 효과를 구현하였다. 음향광학 변조기로 두 레이저 

발진 파장들 사이에 선택적으로 스위칭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광섬유 격자에 인장력 및 수축력을 인가하여 발진 파장을 

가변할 수 있는 기능성 쌍파장 광섬유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제안된 파장 가변형 쌍파장 스위칭 레이저는 높은 소광비와 가변성, 
넓은 가변 대역폭, 그리고 빠른 안정응답시간 등 이전의 기술에 비해 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파장 스위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40 dB이상의 높은 소광비를 가지는 고성능의 광섬유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제안된 쌍파장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은 

안정적이고 출력 변동은 0.6 dB 이하로 측정되었다. 발진 파장의 가변성 변화는 ~7.2 nm/m-1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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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e technique for a flexibly tunable and switchable dual wavelength-switchable erbium-doped fiber (EDF) laser using fiber 
Bragg gratings is proposed and demonstrated by using both linear cavity loss controlling and homogeneous gain broadening of 
the EDF. The oscillating wavelength switching is successfully realized by using the modulation of the acousto-optic modulator 
driven by the RF signal. The wavelength spacing and lasing wavelength of the proposed wavelength-switchable laser can also 
be controlled by using the bending-induced tension or compression strain. The proposed tunable dual wavelength-switchable fiber 
laser has a lot of advantages, such as a high extinction ratio larger than 40dB and a high tunability of ~7.2 nm/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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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파장 광섬유 레이저는 다파장 구현, 단순한 구조, 저비

용, 그리고 낮은 삽입손실 등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파장 분할 통신 시스템 및 광센서 분야에서 많은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술이다
[1-10]. 파장 가변 광섬유 레

이저는 광학 실험장치 테스트, 차등 흡수(differential absorp-
tion) 측정, 파장 조절 파장 분할 시스템, 광섬유 센서 등에 

기술적으로 전망이 좋은 광원으로 활용성이 높아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파장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 
공진기

[1-4], 편광 유지 광섬유(polarization maintaining fiber, 
PMF)를 이용한 다채널 필터 기술

[5-6],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

용한 광 빗살(comb) 필터 기술
[7]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광섬

유 격자는 파장 선택성, 광섬유 호환성, 사용 및 제작의 용이

함, 저비용 등과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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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xperimental scheme for the proposed dual wavelength 
EDF laser with lasing wavelength tuanbility and switchability.

FIG. 2. Experiment configuration and output spectrum when the 
AOM is in the off-state.

FIG. 3. Experiment configuration and output spectrum when the 
AOM is in the on-state.

섬유 격자를 기반으로 많은 광섬유 레이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8-10].

본 논문에서는 파장 가변과 스위칭이 가능한 어븀 첨가 광

섬유 레이저를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어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사용하고 두 개의 선형 공진기를 중첩

하고 음향광학적 변조기를 이용하여 파장을 선택적으로 스

위칭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선형 공진기의 손실을 

차별화하고 어븀 첨가 광섬유의 균일한 넓은 선폭(homog-
enous line broadening) 효과와 음향광학적 변조기의 켜짐/꺼
짐(on/off) 상태에 의해 발진 파장을 선택적으로 스위칭하였

다. 공진기를 구성하는 광섬유 격자에 인장력 및 수축력을 

인가하여 발진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파장 가변 레이저

를 구현하였다. 파장 스위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40 dB
이상의 높은 소광비를 가지는 고성능의 광섬유 레이저를 구

현하였다.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변화는 0.6 dB 이하로 측정

되었다. 발진 파장의 가변성 변화는 ~7.2 nm/m-1
로 측정되었다.

II. 파장 가변 및 스위칭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그림 1은 광섬유 격자 기반 공진기 안에서의 선형 공진기 

손실 조절과 어븀 첨가 광섬유 격자의 균일한 넓은 선폭 효

과를 이용한 가변 쌍파장 스위칭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레이저 발진을 위한 공진기는 

두 개의 공진 파장(공진기1과 공진기2 안의 λ1, λ2)을 가지는 

광섬유 격자와 광섬유 루프 미러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득 매질로는 3.3 m 어븀 첨가 광섬유(OFS Inc., MP980)를 사

용하였다. 어븀 첨가 광섬유는 1530 nm 파장에서 첨부 흡수

율(Peak absorption)이 6.0 dB/m 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200 
mW의 980 nm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레이저 발진을 

유도하였다. 두 개의 광섬유 격자1과 2는 각각 공진 파장 

1550.25 nm (λ1) 와 1534.23 nm λ2)에서 90% 과 99.6% 의 

반사율을 가진다. 공진기1과 공진기2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

사율을 다른 두 개의 광섬유 격자들을 직렬형태로 연결하였

고 각각 광섬유 루프 미러를 이용하여 이득 매질을 공유하는 

두 개의 레이저 공진기를 구성하였다. 광섬유 격자의 반사도

가 다르며 공진기를 구성하면서 손실을 측정한 결과 공진기1
과 공진기2의 손실은 각각 25 와 10 dB로 측정되었다. 라디

오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를 이용한 음향 광학적 

변조기(acousto-optic modulator, AOM)를 사용하여 공진기를 

켜짐/꺼짐 시켜서 파장을 스위칭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RF 신호는 ~60 nsec 이하의 빠른 광학적 상승 시간(optical rise 
time)으로 인하여 빠른 발진 파장 스위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파장 가변을 위하여 두 개의 광섬유 격자를 금속판에 고정시

키고 U-자형 구부림 기술을 사용하여 인장력 및 수축력을 

인가하여 광섬유 격자의 공진 파장을 각각 장파장 및 단파장

으로 가변하여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

하였다
[11]. 선형 이동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위에 고정된 두 

개의 선회축(pivot)을 이용하여 U-자형 구부림을 인가하였다. 
즉 광섬유 격자는 광섬유 고정대에 고정되어 있고 광섬유 격

자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선형 이동 스테이지를 움직이면 스

테이지 위에 고정된 두 개의 선회축이 광섬유 격자를 밀면서 

광섬유 격자에는 U-자형 구부림이 인가된다
[11]. 구부림이 인

가되어 공진 파장이 변하더라도 광섬유 격자의 반사율을 변

하지 않았다.
그림2와 3은 음향 광학적 변조기의 켜짐/꺼짐 상태에 따른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가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스펙트

럼을 보여준다. 음향 광학적 변조기가 꺼진 상태일 때, 광신

호가 광섬유 루프 미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광섬유 격자2
와 함께 공진기2를 구성하지 못한다. 즉 공진기2가 동작하기 



《연구논문 》파장 가변 및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 박상오ㆍ심영보 외 183

FIG. 4. (a) Output spectra of the proposed EDF laser with a 
negative bending change in FBG1 and (b) the lasing wavelength 
shift as a function of the negative bending curvature change.

FIG. 5. (a) Output spectra of the proposed EDF laser with a 
positive bending change in FBG2 and (b) the lasing wavelength 
shift as a function of the positive bending curvature change.

위해서는 광신호가 광섬유 루프를 통해서 반사되어 광섬유 

격자2에서 다시 반사가 이뤄지면서 이득 매질인 어븀 첨가 

광섬유를 통해서 레이저 발진이 일어나야 하는데 음향광학

적 변조기가 꺼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공진기2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진기1에서 발

진 파장 λ1이 생긴다. 그림 2에서는 음향 광학적 변조기가 

꺼진 상태에서 공진기2의 효과가 억제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광섬유 격자2를 접선으로 흐리게 표현하었고 공진기1
이 활성화됨을 보이고 있으며 발진 파장 λ1에서 레이저 출력

을 나타내고 있다. 음향 광학적 변조기가 켜져 있을 때(on)는 

공진기1의 손실(~25 dB)이 공진기2의 손실(~10 dB)보다 크

기 때문에 발진파장 λ1에서 λ2로 변환된다. 이것은 어븀 첨

가 광섬유의  homogenous line broadening 효과에 의한 것이

다. 어븀 첨가 광섬유 기반 광섬유 레이저는 공진기에서 가

장 손실이 작은 파장에서 레이저 발진이 일어나며 레이저 발

진이 일어나면 이득이 발진 파장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homogenous line broadening이라고 한

다. 따라서 공진기 손실이 작은 공진기2에서 발진이 일어나

므로 발진파장의 변환이 유도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변조

기가 켜진 상태에서 공진기1의 효과가 억제되는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 광섬유 격자1를 접선으로 흐리게 표현하었고 

공진기2가 활성화됨을 보이고 있으며 파장 λ2에서 레이저 출

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진기2의 발진 파장인 λ2에서 

레이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광섬유 레이저의 안정

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60분동안 출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출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력 변화는 

0.6 dB 이하로 측정되었다. 파장 스위치를 하더라고 ~40 dB
이상의 높은 소광비를 갖는 고성능의 광섬유 레이저 출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광섬유 격자에 스트레인이 가해지면 광섬유 격자 격자 주

기가 변하기 때문에 공진 파장이 변한다. 광섬유 격자에 구

부림을 인가하더라도 동일하게 공진 파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구부림을 인가하는 방향에 따라 인장력 및 수축

력이 광섬유 격자에 유도되고 광섬유 격자의 공진 파장이 각

각 장파장 및 단파장으로 이동한다. 구부림에 따른 발진 파

장 이동(Δλ)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pελρ−=λΔ )1(

λp는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 파장이고, ρ는 광탄성 계수, 그
리고 는 광섬유를 구부림으로써 가해지는 변형력이다. 구
부림 방향에 따라 인장력 및 수축력이 유도될 수 있다

[11].
그림 4(a) 에서는 광섬유 격자에 인가되는 구부림 변화에 

따른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음향 

광학적 변조기가 꺼진 상태(off) 일 때, 공진기2는 차단되고 

공진기1의 발진파장 λ1을 얻어낼 수 있었다. 광섬유 격자를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광섬유 격자1에 수축력을 유도하

여 발진파장 λ1을 단파장으로 이동시켰다. 구부림이 증가할

수록 광섬유 격자1에 인가되는 수축력이 증가하므로 발진 

파장은 단파장으로 더욱 이동하게 된다. 그림 5(a)는 광섬유 

격자2에 (+)방향으로 구부림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인장력에 

의해 공진 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음향 광학적 변조기가 켜진 상태 (on) 상태에서 공진기2
에 의해서 λ2가 발진하게 되며 공진기2를 구성하는 광섬유 

격자 2에 인장력에 의해서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 파장이 장

파장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b)와 5(b)는 광섬유 

격자1과 격자2에 인가되는 구부림에 따른 발진 파장의 변화

를 곡률변화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구부림 방향에 따른 

수축력과 인장력에 따라 각각 발진 파장은 단파장 및 장파장

을 가변되었고 0.5 에서 1.6 m-1
의 곡률 범위 안에서 발진 파

장의 가변성은 ~7.2 nm/m-1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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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장 가변 및 스위칭이 가능한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를 구현하였다.음향광학 변조기로 두 레이저 

발진 파장들 사이에 선택적으로 스위칭하는 기능을 가지면

서 동시에 광섬유 격자에 인장력 및 수축력을 인가하여 발진 

파장을 가변할 수 있는 기능성 쌍파장 광섬유 레이저를 구현

하였다. 두 개의 광섬유 격자와 두 개의 광섬유 루프 미러를 

사용하여 레이저 발진을 위한 두 개의 선형 공진기를 구성하

였다. 두 개의 광섬유 격자들의 반사도는 각각 90%, 99.6% 
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반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 공

진기에서 다른 공진기 손실을 유도할 수 있었다. 어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사용하였고 두 개의 선형 공진기 내부

에 이득 매질을 삽입하여 파장 스위칭 효과를 구현하였다. 
즉 두 개의 선형 공진기들의 손실을 차별화하고 어븀 첨가 

광섬유의 균일한 넓은 선폭 효과와 음향광학적 변조기의 켜

짐/꺼짐 상태에 의해 발진 파장을 선택적으로 스위칭하였다. 
실온에서 두 개의 선형 공진기 손실을 조절하여 한 개 또는 

두 개의 발진 파장을 얻을 수 있다. 공진기를 구성하는 광섬

유 격자에 구부림 기반의 인장력 및 수축력을 유도하여 발진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하였다. 파장 스위치를 하는 모든 경우

에 대해 40 dB이상의 높은 소광비를 가지는 고성능의 광섬

유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파장 발진에서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은 안정적이었다. 발진 파장의 가변성 

변화는 7.2 nm/m-1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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