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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라 광신호의 전송 경로를 형성하며 굴절률 N 1 를 갖는 중심 코어와, 상기 중심 코어를 둘러싸며 굴절률 

N 0 를 갖는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는, 그 외주에서의 굴절률 N 2 (>N 0 )에서 시작하여 그 내주에서의 굴절률 N

1 까지 증가하는 굴절률 분포를 갖는 외부 코어와; 상기 외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개재되며 N 0 보다 낮은 굴절률 

N 3 를 갖는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분산 제어 광섬유, 굴절률 저하 영역, 비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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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의 구조와 굴절률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분산 제어 광섬유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분산 제어 광섬유의 손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섬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광대역 분산 제어 광섬유에 관한 것이다.

광섬유는 코어와 이를 둘러싸는 클래딩로 구성되며, 상기 코어의 굴절률은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광섬유 모재를 제조하는 공법으로는 MCVD(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공법, VAD(Vapour phase Ax

ial Deposition) 공법, OVD(Outside Vapour phase Deposition) 공법, PCVD(Plasma Chemical Vapour Depositio

n) 공법 등이 있다.

초고속 대용량의 통신을 위해서 기존의 단일 모드 광섬유보다 전송능력이 우수한 분산 제어 광섬유(예를 들어, 분산 

천이 광섬유(Dispersion-Shifted Fiber, DSF),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Non-Zero DSF, NZDSF), 분산 보상 광섬유(D

ispersion Compensated Fiber, DCF) 등)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광섬유를 구성하는 코어(

core)와 클래딩(clad) 사이에 굴절률이 저하된 영역(depressed region)을 배치하면, 광섬유의 분산 특성을 효과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벤카타 에이. 바가바툴라(Venkata A. Bhagavatula)에 의해 발명되어 특허허여된 미

국특허번호 4,715,679(LOW DISPERSION, LOW-LOSS SINGLE-MODE OPTICAL WAVEGUIDE)에 개시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제어 광섬유는 클래딩에 큰 굴절률 저하 영역을 가짐으로 인하여 벤딩 손실이 크며,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보다 작은 모드 필드 직경(Mode Field Diameter, MFD)을 갖게 되어 작은 유효 단면적으로 인해 고속 전

송시 비선형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 파장 대역이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에 적합한 

영역으로서 광대역 전송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보다 낮은 파장 영역 및 보다 높은 파장 영역에서는 손실 및 분산 특성

이 나쁘다는 문제점이 있다.

분산 제어 광섬유의 경우 단일 모드 광섬유에 비하여 매우 작은 코어경과 높은 굴절률로 인하여 모재의 크기가 대구

경화되면, 광섬유 인출시 코어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짐에 따라서 굴절률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인출 온도에 따라 여러 광특성들(예로, 손실, 분산, 분산 기울기, 모드 필드 직경 등)이 일정

한 값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한 광특성을 갖는 분산 제어 

광섬유의 경우에 그 제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의 분산 제어 광섬유는 영분산 파장을 1530㎚ 근처에 설정함으로써 1530∼1565㎚ 정도의 파장 영역(EDF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550㎚에서는 5㎰/㎚·㎞이하의 분산 특성을 가지며, 모드 필드 직경은 8

∼9㎛ 정도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서 10Gbps급 이상의 통신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의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하기하는 바와 같다.

첫 째, 분산 보상 광섬유, 분산 천이 광섬유,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 등과 같은 기존의 분산 제어 광섬유는 1530㎚ 근

처에 영분산이 위치함에 따라 사용 파장 윈도우가 작기 때문에 대용량 전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 째, 분산이 낮은 광섬유는 작은 분산 특성을 보인다는 문제점, 즉 초고속 전송시 비선형 효과(4-광파 혼합(Four-

Wave Mixing, FWM), 상호위상변조(Cross Phase Modulation, XPM))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 째,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는 EDF 윈도우에서 너무 큰 분산(≥17㎰/㎚·㎞) 특성을 갖는다는 문제점, 즉 비선형 

효과(자기위상변조(self phase modulation, SPM))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 째, 분산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높은 코어 굴절률과 작은 코어경을 가짐 으로 인하여 작은 모드 필드 직경(1550㎚

에서의 유효 단면적〈 50㎛ 2 )을 갖는다는 문제점, 즉 비선형 효과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비선형 효과는 분산값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상호위상변조, 자기위상변조, 4-광파 혼합은 트

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가짐) 더욱 증폭되면서 전송 특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기하는 바와 같다.

첫 째, 원하는 분산 특성과 분산 기울기 특성을 얻을 수 있으며, 낮은 손실 특성을 갖는 분산 제어 광섬유를 제공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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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 째, 큰 코어경을 통한 큰 모드 필드 직경으로 비선형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큰 유효 단면적을 얻을 수 있는 분산 제

어 광섬유를 제공함에 있다.

셋 째, 영분산 파장 영역을 1400㎚ 이하로 위치시킴으로써 큰 사용 파장 영역(1400∼1625㎚)을 확보할 수 있으며, 1

550㎚에서 5∼13 ㎰/㎚·㎞ 정도의 분산 특성을 가질 수 있는(즉, 비선형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분산 제어 광섬유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광신호의 전송 경로를 형성하며 굴절률 N 1 를 갖는 중심 코어와, 상

기 중심 코어를 둘러싸며 굴절률 N 0 를 갖는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는,

그 외주에서의 굴절률 N 2 (>N 0 )에서 시작하여 그 내주에서의 굴절률 N 1 까지 증가하는 굴절률 분포를 갖는 외부

코어와;

상기 외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개재되며 N 0 보다 낮은 굴절률 N 3 를 갖는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

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변형이나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의 구조와 굴절률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분산 

제어 광섬유(100)는 중심 코어(110)와, 외부 코어(120)와,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130)과, 클래딩(140)으로 구성된다

.

상기 중심 코어(110)는 실리카 재질이며, 반경 a를 갖고, 굴절률 조정을 위하여 소정량의 게르마늄이 도핑되고, 굴절

률 N 1 을 갖는다.

상기 외부 코어(120)는 내주 반경 a와 외주 반경 b를 가지며, 내주에서의 굴절률 N 1 과 외주에서의 굴절률 N 2 를 

갖는다. 또한, 상기 외부 코어(120)의 굴절률은 외주에서 내주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상기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130)은 실리카 재질이며, 내주 반경 b와 외주 반경 c를 갖고, 굴절률 조정을 위하여 게르

마늄, 인, 불소가 소정 비율로 도핑되며, 굴절률 N 3 를 갖는다.

상기 클래딩(140)은 실리카 재질이며, 내주 반경 c와 외주 반경 d를 갖고, N 3 보다 높고 N 2 보다 작은 굴절률 N 0

를 갖는다.

상기 분산 제어 광섬유(100)는 영분산이 1400㎚ 이하에 존재하며, 소정 범위의 분산값(1400㎚에서 0.1∼4㎰/㎚·㎞

, 1550㎚에서 5∼13㎰/㎚·㎞, 1625㎚에서 8∼16 ㎰/㎚·㎞)과, 큰 MFD 또는 유효 단면적(1550㎚에서 8.5∼10.0

㎛)을 가짐으로써 비선형 효과를 줄인다. 이를 위하여, 상기 분산 제어 광섬유(100)는 0.06≤a/b≤0.8과 0.02≤a/c≤

0.9인 관계와, 1.2≤N 1 /N 2 ≤2.67과 -8≤N 1 /N 3 ≤1.6인 관계를 만족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유리의 굴절률

값은 632.8㎚에서 헬륨-네온 레이저로 측정했을 때 1.45709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분산 제어 광섬유(100)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분산 제어 광

섬유(100)의 손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 및 도 3은 a/b=0.206, a/c=0.0781, N 1 =0.4781%, N 2 =0.

273%, N 3 =-0.0683%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1400∼1625㎚에서의 분산값은 2∼16㎰/㎚·㎞이며, 1550㎚에

서 모드 필드 직경은 9.5㎛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유리의 굴절률값은 632.8㎚에서 헬륨-네온 레이저로 측정했을 

때 1.45709를 나타내며, N 1 , N 2 및 N 3 는 이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고, a=0.5, b=2.43, c=6.4이다.

소정의 굴절률 기울기를 갖는 상기 외부 코어(120)는 큰 모드 필드 직경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상기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130)과 함께 원하는 분산값 및 분산 기울기 특성을 갖도록 조절될 수 있다. 상기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130)은 

상기 클래딩(140)과 미세한 굴절률차를 갖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작은 미세 굴곡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하여 벤딩 손

실이 감소된다.

광특성적 측면에서, 분산이 너무 큰 경우에 광섬유 전송 길이는 제약을 받게 되며, 비선형 효과로 발생되는 위상 천이

에 의한 자기위상변조에 의하여 전송 특성이 악화된다. 또한, 영분산 근처 파장에서의 분산값과 작은 분산값 특성은 

위상 정합(phase matching)을 쉽게 야기할 수 있어서, 통신 용량 확장을 고려한 다중 채널 전송의 경우에 4-광파 혼

합에 의해 전송 특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초고속 광대역 전송을 고려할 때, 적정한 분산값을 가져야 하며, 비선형 효

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큰 모드 필드 직경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는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과 외부 코어의 조절을 통하여 용이하게 초고속 광대역 전

송에 적합한 분산값 및 분산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는 1550㎚ 파장에서 0.25㏈/㎞ 이하의 손실과, 1400㎚ 이하의 차단 파장과, 0

.08㎰/㎚ 2 ·㎞ 이하의 분산 기울기를 가지며, 1400㎚ 파장에서 0.1㎰/㎚·㎞ 이상의 분산값과, 1625㎚ 파장에서 1

6㎰/㎚·㎞ 이하의 분산값과, 1550㎚ 파장에서 8.2㎛ 이상의 모드 필드 직경을 가짐에 따라서, 1400∼1625㎚의 파

장 대역을 사용하여 파장분할 다중화 전송용으로 적합한 광특성을 갖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제어 광섬유는 하기하는 바와 같은 이점들이 있다.

첫 째, 큰 유효 단면적을 가짐으로써 비선형 효과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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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과 외부 코어의 조절을 통하여 용이하게 초고속 광대역 전송에 적합한 분산값 및 분산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셋 째,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과 클래딩의 미세한 굴절률차로 인하여 벤딩 손실이 감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신호의 전송 경로를 형성하며 굴절률 N 1 를 갖는 중심 코어와, 상기 중심 코어를 둘러싸며 굴절률 N 0 를 갖는 클

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에 있어서,

그 외주에서의 굴절률 N 2 에서 시작하여 그 내주에서의 굴절률 N 1 까지 증가하는 굴절률 분포를 갖는 외부 코어와

;

상기 외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개재되며 N 0 보다 낮은 굴절률 N 3 를 갖는 미세 굴절률 저하 영역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분산 제어 광섬유.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코어의 외주는 상기 중심 코어의 외주와 일치하고, 상기 외부 코어의 내주는 상기 중심 코어의 중심과 소정

거리로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외부 코어의 굴절률은 N 2 에서 N 1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제어 광섬유.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코어의 내주 반경 a 및 외주 반경 b와, 상기 클래딩의 내주 c는 0.06≤a/b≤0.8과 0.02≤a/c≤0.9인 관계

를 만족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제어 광섬유.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1.2≤N 1 /N 2 ≤2.67과 -8≤N 1 /N 3 ≤1.6인 관계를 만족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제어 광섬유.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는 1550㎚ 파장에서 0.25㏈/㎞ 이하의 손실과, 1400㎚ 이하의 차단 파장과, 0.08㎰/㎚ 2 ·㎞ 이하의 분

산 기울기를 가지며, 1400㎚ 파장에서 0.1㎰/㎚·㎞ 이상의 분산값과, 1625㎚ 파장에서 16㎰/㎚·㎞ 이하의 분산값

과, 1550㎚ 파장에서 8.2㎛ 이상의 모드 필드 직경을 가짐에 따라서, 1400∼1625㎚의 파장 대역을 사용하여 파장분

할 다중화 전송용으로 적합한 광특성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제어 광섬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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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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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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