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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vel method to focus outgoing radiation from a tilted fiber Bragg grating with chirping is suggested. A tilted 

angle of fiber grating is chosen at 45o in order to satisfy an optimum radiation condition. The periodicity of gratings is 

selected for the separation of 1.55um. It could be utilized as a bidirectional fiber in-line optical transceiver. 

 

가입자망(FTTP)의 활발한 전개에 따라 광트랜시버의 유용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TO can 타입의 BiDi 혹은 duplex 형태의 트랜시버 모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동안 축적된 패

키징 품질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광능동정렬, 레이저 웰딩 등의 고전적 방법으로의 높은 제조비

용의 잔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특히 향후 방송,통신의 통합 시스템 

형태에 따른 triplexer 의 수요와 이에따른 저가격, 소형 모듈에 대한 잠재수요로 인해 트랜시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작이 간편한 방법을 여전히 모색해오고 실정이다.  

 PLC 타입의 광트랜시버 플랫폼에 대한 구조는 일본을 비롯해 많이 제안되어 있다[1][2][3]. 하

지만 한결같이 폴리머 에폭시의 사용, 평면도파로의 사용과 일부 절개, 접착 따른 단가 상승과 온

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등 지금까지 저가격화 시장의 수요에 그다지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존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섬유 자체에 원하는 기능만을 추가하는 방법으

로 모듈을 제작하는 것이 신뢰성 특성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저가격화 방향에 가장 바람직하다

고 말할수 있다. 빛신호를 보내고(송신기), 들어오는 빛을 읽는(수신기) 기능을 수행하는 광트랜시

버는 광섬유 끝단을 통한 송신과 처핑 및 경사진(chirped and tilted) 광섬유격자를 통한 광섬유 측면

의 방사 빛살의 초점 만들기에 의한 수신기를 만든다면 실리콘 V-groove 를 이용한 수동정렬이 가

능하여 광패키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울여지고 처핑된 광섬유격자(tilted and chirped FBG) 를 제작하여 광

섬유를 통하여 입사되는 빛살을 렌즈나 기타의 보조소자없이 광섬유 측면을 통해 효율적으로 초

점을 맺게 하는 방법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통 WDM PON 시스템에서 송신부는 1.31um LD

를 사용한다면 수신부에서는 1.55um 파장의 빛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FBG를 통하여 수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수신단 1.55um 빛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신부 빛살의 파장이 한 파장(single 

wavelength)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chirped FBG는 들어오는 빛살과 photon 대 grating momentum 과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통해 빛살의 진행방향의 벡터 성분이 광섬유격자 위치에 따른 함수로 변



하게 되고 이를 조절함으로서 빛살을 일정한 

거리와 크기의 초점을 만들수 있다.  

[그림 1]은 처핑 및 경사진 광섬유격자를 

통과하게 될 때의 광섬유 측면(옆)의 빛살 

모양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광섬유에서 

일정한 거리(수십um)내에서 빛이 모아지는 

현상을 볼수 있으며 이는 chirp parameter를 

조절함으로 거리와 초점크기가 정해질수 있

음을 볼수 있다. 수신기가 그림의 상단(Y 

축)에 위치한다 할 때 광섬유 자체의 실린더 

형태에 따라 X축으로의 실린더 렌즈효과, 그

리고 chirped grating에 의한 진행방향(Z축)상

의 렌즈효과를 통하여 초점을 맺게되는 편리

한 잇점이 있다. 

[그림 2]는 처핑 및 경사진 광섬유를 제작하

여 빛살의 초점을 측정한 결과이다. Chirp rate는 

5nm/cm 이며 1533nm~1554nm대역폭을 갖는 

grating을 가지고 실험한 빛살의 모양과 광의 세

기를 측정하였으며 FFP(far field pattern) 측정기를 

통해 빔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광섬유 격자의 

길이는 2cm로서 광섬유 길이방향으로 큰 집광현

상을 보였다. 현재 x, y 각 방향에 대한 균일 포

커싱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진행중이며 광

트랜시버의 플랫폼 기능으로의 쓰임을 위해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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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처핑 및 경사진 광섬유격자에 의

해 방사되는 빛살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  처핑 및 경사진 광섬유 

격자에서 나오는 빛살 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