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내에서의 음향광학 상호작용과 응용
Acousto-optic interactions in optical fibers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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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oustic waves along optical fiber, new novel aspects of acousto-optic effects were

studied for photonic device applications. Firstly, the mode coupling and polarization properties via the interaction between
flexural acoustic waves and guided optical waves in hollow optical fiber(HOF) were studied for ultrafast polarization
manipulation. Secondly, Brillouin frequency shifts in SBS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longitudinal acoustic waves
and optical waves in optical fibers with triple-layered structure were theoretically analyzed.

광섬유 내에서의 음파와 광파의 상호작용과 그 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리카 광섬유 내에
서의 음파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길이파(longitudinal wave), 굴곡파(flexural wave), 꼬임파(torsional
wave)의 도파특성을 음파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였다. 그리고 각 모드의 분산곡선과 광섬유의 변위
를 얻었다.
굴곡음파와 광파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중공광섬유에 굴곡음파를 인가하는 실
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굴곡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압전소자(piezo-electric transducer; PZT)를 사
용하였다[1]. 중공광섬유에 인가된 굴곡음파에 의하여, 중공광섬유에 진행하는 모드간의 모드 결합
을 일으키는, 주기적인 미소굽힘이 광섬유에 형성되었다. 일반 단일모드 광섬유와 비교하였을 때,
중공광섬유 자체의 독특한 복굴절과 미소굽힘으로부터 기인한 복굴절 때문에, 중공광섬유에서 현
저한 편광 의존 모드결합이 관찰되었다.
편광의존 모드결합을 이용하여 입력광의 편광을 선택할 수 있는 편광 스위치를 제안하였고, 실
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굴곡음파의 진폭과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림 1]과 같이 중공광섬유에
진행하는 모드의 편광제어를 이루었다. RF 주파수와 전압을 각각 73~86kHz, 0~56V 범위내에서 변
화시키면서 전체 Poincare 구면 95% 이상의 편광변화를 얻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편광제어와
동시에 중공광섬유의 가변 차등 군 지연(differential group delay; DGD)을 관찰하였다. DGD는 수 fs부
터 8ps까지 조정할 수 있었다.
길이음파와 광파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의
특성과 제어를 수행하였다. 3 계층 구조(코어, 내부클래딩, 외부클래딩)로 구성된 광섬유의 브릴루
앙 주파수 천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2]. 열적 응력과 그에 따른 밀도 분포, 그리고 길이 음파
속도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새롭게 체계적으로 나타내었다. 3 계층 광섬유에서, 브릴루앙 주파수 천
이는 코어와 내부클래딩의 음파 속도 크기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압축 열적 응
력의 경우, 내부 클래딩의 길이음파 속도가 코어의 길이음파 속도보다 빠르다. 따라서, 일반 광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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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F 전압에 따른 편광 변화.

[그림 2]

RF 전압과 주파수에 따른 DGD값.

유와 달리, 브릴루랑 주파수 천이는 [그림 3]과 같이 코어의 반경과 함께 증가한다. 이론적인 예측
은 브릴루앙 광-시간영역 분석기(Brillouin optical time-domain analyzer; BOTDA)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써 실험적으로 수행되었다. BOTDA 시스템은, 온도와 장력에 의한 브릴루앙 주파수 천이의 변화를
이용하여 침입 감시 센서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실험 결과, 1.5s 침입 탐지 시간안에 4.81km 광섬
유에 대하여 3m 거리 분해능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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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어 반경과 코어내 음파 속도에 따른 브릴루앙 주파수 천이.

REFERENCE
1.

D. Ostling, and H. E. Engan, “Polarization-selective mode coupling in two-mode hi-bi fibers,”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15, pp. 312 ~ 320, Feb., 1997.

2.

A. Safaai-Jazi, and R.O. Claus, “Acoustic modes in optical fiberlike waveguides,” IEEE Trans. Ultrason.,
Ferroelec., Freq. Contr., vol. 35, pp. 619 ~ 627,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