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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비편광유지 광섬유 기반의 레이저 구조에선 레이저의 편광상태가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는 광섬유의 빠른 축상(fast axis)과 느

린 축상(slow axis)의 유효 굴절률(effective refractive index)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며, 또한 광섬유 길이에 따라 그 값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

문에 발생한다. 광섬유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사출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의 

물리적 충격 혹은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추가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복굴절성(birefringence)이 발생한다. 헌데 광섬유 구조 내에서, 편광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은 파라미터들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때

문에 편광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 편광 유지 광섬유(Polarization 

Maintaining optical fiber, PM Fib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

스템 내부에 세 개의 파장판으로 이뤄진 인라인 광섬유 편광 조절기(in-

line fiber polarization controller)를 포함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동력화된 회전 스테이지를 이용해 편광판을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편광 상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체계를 소개한다. 편광 제어 체

계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알아보고, 이 편광 제어 기술이 출력과 편광의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개발된 체계는 우선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을 HI1060 광섬유

만을 통해 바로 적용하여 이상적인 구동을 확인하였고, 알고리즘을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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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후 1060nm 대역의 연속광(continuous wave) 출력을 갖는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 (Ytterbium doped fiber amplifier) 구조에 적용하였

다. 각각의 경우에서 개발된 체계가 편광과 출력의 변화 양상에 어떤 차

이를 주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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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광섬유 레이저는 최근 여러 분야에 이용됨으로써, 기술적인 수요가 대

두되었다. 광섬유 레이저는 매우 얇은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로서 

넓은 표면적으로 인한 좋은 온도 특성을 가지며, 광섬유의 길이로 이득을 

조절할 수 있어 고체 레이저나 가스 레이저 등에 비해 고출력을 구현하

기 쉬운 장점이 있다[1]. 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에 비해 차지하는 공

간이 적어, 컴팩트한 패키징이 가능하다. 또한 광섬유 시스템은 높은 유

지비가 요구되지 않는 경제적 비교우위를 지닌다. 

헌데 비편광유지 광섬유에 입사된 레이저 빔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편

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는 광섬유의 빠른 축상(fast axis)과 느린 

축상(slow axis)의 유효 굴절률(effective refractive index)이 완전히 일

치하지 못하며 또한 광섬유 길이에 따라서도 그 값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2]. 광섬유의 구조뿐 아니라 온도 변화나 물리적 충격

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편광 상태의 유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편광 상태(State Of Polarization, SOP)를 유지하는 것은 파라미터들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통의 경우 편광 상태를 유지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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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편광 유지 광섬유(Polarization Maintaining Fiber, PM Fib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스템 내부에 인라인 광섬유 편광 조절

기(inline fiber polarization controller, inline PC)를 포함시킨다. 이 경우

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선택해야 하며 수동적인 특성을 지녀, 능동적

으로 편광을 유지시켜주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에는 광섬유에 압

력을 가하는 광섬유 스퀴저(fiber squeezer)를 이용하거나 [3], 광자기 

회전자(magneto-optical rotator)를 도입하거나 [4], 압전 효과

(piezoelectric effect)를 통한 [5], 전기광학적 제어기를 통한 [6] 편광 

제어 구조가 제안되어 왔다. 이와 같은 편광 제어를 행하여 빔 컴비네이

션을 행하기도 한다[7]. 

본 논문에서는 동력화된 회전스테이지를 이용하여 파장판을 실시간으

로 제어해 편광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피드백 체계를 개발하였다. 능동형 

피드백 체계를 통해, 레이저의 편광 상태는 일정한 선형 편광 상태를 유

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개발된 편광 제어 체계와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과 장점을 논한다.  

  

2 

 



1.2 연구의 목적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데에, 또 출력의 안정성을 위해 광섬유 레이저 시

스템에서 일정한 편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편광

유지 주공진기 출력 증폭기(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

와 같은 경우, 펄스 출력이 기본적으로 편광이 유지되지 않으며 이 때문

에 제 2 고조파 변환(Second Harmonic Generation) 시 안정적인 변환 

효율을 얻기 어렵다. 크리스털을 이용한 제 2 고조파 변환 시 편광이 유

지되지 않으면 각 펄스 간 위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곧 변환된 출력이 

일정한 피크를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출력 혹은 안정된 

출력을 요하는 광섬유 시스템의 경우, 인라인 광섬유 편광 조절기와 같이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편광 상태의 유지가 요구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광섬유 스퀴저(fiber squeezer)나 광자기 회전자

(magneto-optical rotator)등을 이용하여 구성한 능동형 편광 제어 체계

들은 이미 완성된 레이저 구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일부를 재구

성하거나, 혹은 전체를 설계부터 다시 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전 연

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능동형 편광 제어를 가능토록 하는 피드백 체계

의 개발을 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 세 개 이상의 파장판을 이용하여 

특정 편광 상태로부터 정확한 목표 편광 상태로 바꿔주는 게 주목적이라

면, 본 논문의 편광 제어 체계는 한 개의 파장판만을 이용하여 선형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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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가지는 레이저의 선형 편광 각도를 유지시켜주고 좀 더 빠른 편

광 제어가 가능한 차이점이 있다. 선행 연구에 비해 편광 제어가 가능한 

폭은 좁지만 편광 제어 자체보다 편광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출력을 요

하는 경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피드백 

체계를 통해 어느 수준의 편광 제어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4 

 



1.3 논문의 구성 

 

우선적으로 제 2장에서는 광섬유 레이저 구조와 편광에 대한 배경이론

으로 레이저, 광섬유 기반 레이저 증폭기, 그리고 편광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실시간 편광제어를 위한 능동형 피드백 체계의 구

성 과정과 알고리즘을 우선 다루고, 구성된 체계를 광섬유 레이저 구조에 

적용하여 체계의 작동 특성을 보인다. 끝으로 제 4장에서 본 논문의 결

론을 맺으며 마무리 짓는다.  

  

5 

 



제 2 장 배경이론 

 

2.1 레이저 

 

레이저(Laser)란 복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영어 머리글자로

부터 정의된 용어이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원자가 여기 상태가 

되는 것을 흡수(absorption)라 한다. 자발 방출이란 여기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가며 광자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유도 방출이

란 여기 상태의 원자가, 외부로부터의 광자를 입사 받으면 낮은 에너지 

레벨로 천이하면서 입사된 광자와 동일한 파장과 위상을 지니는 광자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1. 에너지 레벨 상에서 각각 흡수, 자발 방출 및 유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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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는 이러한 유도 방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유도 방출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광자가 다시 유도방출을 일으키는 연쇄적인 반응의 연속

으로서 동일한 파장과 위상을 지닌 광자가 레이저를 만든다. 동일 파장과 

위상을 지닌 광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향성, 단색성 그리고 간섭성 

등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지향성이란 빛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직진성(directivity)이라고도 표현된다. 일반적인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빛이 분산되지만, 레이저는 이러한 직진

성 덕분에 프리즘을 통과하여도 빛이 퍼지지 않는다. 단색성이란 말 그대

로 매우 좁은 파장대의 출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이라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단일 파장성이라고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위상이 같은 

광자들의 의해 간섭성을 띄어서 강한 세기를 갖는 빛을 얻을 수 있다. 

자발 방출과 유도 방출은 비율 방정식(rate equation)과 원자 밀도

(population density)에 대한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𝑑𝑑𝑁𝑁2
𝑑𝑑𝑑𝑑

= 𝑅𝑅 −
𝑁𝑁2
𝜏𝜏2
− 𝑁𝑁𝑊𝑊𝑖𝑖 

𝑑𝑑𝑁𝑁1
𝑑𝑑𝑑𝑑

= −𝑅𝑅 −
𝑁𝑁1
𝜏𝜏1

+
𝑁𝑁2
𝜏𝜏21

+ 𝑁𝑁𝑊𝑊𝑖𝑖 

 

  상기 방정식은 첫 번째 여기 상태의 원자 밀도(𝑁𝑁1 )와 두 번째 여기 

상태의 원자 밀도(𝑁𝑁2 )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낸 비율 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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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𝑅은 외부에서 가해진 펌프에 의한 펌핑율 혹은 여기율을 의미한다. 𝑁𝑁은 

첫 번째 여기 상태의 원자밀도(𝑁𝑁1)과 두 번째 여기 상태의 원자밀도(𝑁𝑁2)

의 차로 (𝑁𝑁 = 𝑁𝑁2−𝑁𝑁1) 여기 상태 간의 원자 밀도 차이를 의미한다. 외부

의 펌프에 의해 𝑁𝑁2가 𝑁𝑁1보다 크게 되는, 즉 𝑁𝑁이 양수가 되는 상황을 밀

도 반전(population inversion)이라 한다. 여기된 원자들은 더 낮은 에너

지 레벨로 천이하려는 경향을 갖는데, 이 때 여기된 에너지 레벨에서 낮

은 에너지 레벨로 천이 되지 않고 유지되는 준안정상태(metastable state)

에서 유도 방출이 발생한다. 𝑊𝑊𝑖𝑖는 에너지 레벨 간 천이의 확률 밀도 함

수로서 [𝑠𝑠−1]의 단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원자들이 천이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𝜏𝜏상수들은 각각 특정 에너지 레벨에서 또 다른 특정 에

네지 레벨로 발생하는 자발 방출의 라이프타임(lifetime)에 해당한다. 역

수를 취해 디케이율(decay rate)이라고도 표현하며 역수 값이 클수록 자

발 방출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림 2.1.2. 각 에너지 레벨 상에서의 원자 밀도 변화 

8 

 



레이저의 종류는 이득 물질의 종류에 따라 Nd-YAG 레이저로 대표되

는 고체 레이저(solid-state laser), He-Ne 레이저나 Excimer 레이저 등

의 가스 레이저(gas laser), 고효율과 컴팩트한 특성 덕분에 많이 이용되

는 광섬유 레이저(fiber laser), 과거에는 더블 헤테로 접합(double 

heterostructure)에서 현재는 양자 우물(quantum well)이나 양자점

(quantum dot)을 이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

(semiconductor laser)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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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 레벨 구조에 따른 펌핑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저는 외부의 소스로부터 입력신호에 

광학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이외의 여러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제공하여 밀도 반전(population inversion)을 야기시켜야 한다. 이를 

펌핑(pumping)이라 하며 펌핑을 행하는 소스를 펌프 소스라 일컫는다.  

이러한 펌핑을 수행하는 체계는 크게 three-level pumping 과 four-

level pumping 두 가지로 나뉜다. 각 원소들이 갖는 에너지 레벨들의 

특성에 따라 어느 체계가 도입되는지 결정된다. Three-level pumping의 

경우 펌프를 통해 원자를 우선 두 번째 여기 상태로 여기시킨다. 두 번째 

여기 상태의 매우 짧은 라이프타임, 즉 매우 큰 디케이율(decay rate) 

때문에 곧바로 자발 방출을 일으켜 첫 번째 여기 상태로 천이되어 밀도 

반전 상태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여기 상태와 바닥 상태 사이에서 유도 

방출이 일어날 수 있다. Four-level pumping 는 펌프를 통해 원자가 세 

번째 여기 상태까지 여기되고, three-level pumping 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여기 상태의 큰 디케이율로 인해 바로 디케이되어 두 번째 여기 

상태로 천이된다. 두 번째 여기 상태에서 준안정상태(metastable 

state)를 유지하여, 첫 번째 여기 상태와의 사이에서 유도 방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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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체계의 큰 차이점은 밀도 반전의 조건이다. Three-level pumping의 

경우 여기 상태와 바닥 상태 사이에서 유도 방출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원자가 바닥 상태에 위치함을 고려하면 밀도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 높은 

펌프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면에 Four-level pumping 의 경우 여기 

상태에서 또 다른 여기 상태로 유도 방출이 일어나므로, 펌프에 의해 

밀도 반전을 일으키기 용이하다.  

 

 

그림 2.2.1. Three-level pumping과 Four-level pumping의     

에너지 레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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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터븀 첨가 광섬유 

 

  광섬유 레이저는, 비스무스(Bismuth, Bi)와 같은 특수한 원소를 코어

에 첨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섬유의 코어 부분에 희토류 원

소(rare-earth element)를 첨가한 희토류 첨가 광섬유(rare-earth doped 

fiber)를 이득 물질로서, 이득 물질 내에서 공진기를 구성하여 발진시키

는 레이저를 뜻한다. 광섬유 레이저는 높은 효율과 우수한 빔 퀄리티

(beam quality)를 가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넓은 표

면적으로 인해 좋은 온도 특성을 가짐으로서 쿨링이 용이하고, 광섬유의 

길이로 이득을 조절할 수 있어 고체 레이저나 가스 레이저 등에 비해 효

과적으로 고출력을 구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

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컴팩트한 패키징이 가능해 공간적인 경쟁

력 또한 지니고 있다.  

펌프 소스를 광섬유에 인가하는 방법은 코어에 직접 펌핑을 해주는 방

법과 클래딩을 통해 펌핑 해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코어 펌핑은 이

득 물질이 첨가된 코어 영역에 레이저 신호(signal)와 펌프 소스를 직접 

인가하여 레이저를 발진시키는 방법으로 코어 영역이 좁아, 높은 출력의 

펌프를 인가할 경우 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혹은 비선형현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출력단의 코어에서 레이저 신호와 펌프가 동

시에 나오므로 혼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클래딩을 통해 펌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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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게 되면, 클래딩의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인해 높은 출력의 펌프 

인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출력단에서 레이저 신호와 펌프를 구분하기 용

이한 장점을 지닌다.  

희토류 첨가 광섬유에 코어 첨가에 이용되는 희토류 원소는 

네오디뮴(Neodymium, Nd), 어븀(Erbium, Er), 이터븀(Ytterbium, Yb), 

홀뮴(Holmium, Ho), 툴륨(Thulim, Tm), 디스프로슘(Dysprosium, Dy) 등 

매우 다양하다. 어븀 첨가 광섬유는 1550nm 의 파장 대역을 주로 

이용하는 광통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툴륨은 2000nm 주변으로 

광대역을 보여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2.3.1. 기본적인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구조 

 

다양한 희토류 첨가 광섬유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터븀 첨가 광섬유가 

이용되는 이유는 이터븀의 단순한 에너지 레벨의 구조와 고유한 특성의 

흡수 횡단면(absorption cross section) 때문이다. 이터븀의 에너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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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크게, 여기된 매니폴드(manifold) 𝐹𝐹5/2
2  와 바닥 상태의 

매니폴드 𝐹𝐹7/2
2  단순히 총 두 개만의 매니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레이저 신호나 펌프 모두 여기 상태 흡수(Excited State 

Absorption, ESA)가 발생하지 않는다. 𝐹𝐹5/2
2 는 세 개의 스타크  

레벨(stark level)로 구성되어 있고, 𝐹𝐹7/2
2 는 네 개의 스타크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두 매니폴드 간의 에너지 갭이 커서 디케이, 즉 

자발 방출을 배제시킨다[8]. 에너지 레벨 구조로부터의 이 특성은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로 하여금 고효율 가능하게 한다[9]. 𝐹𝐹5/2
2 의 

스타크 레벨들을 하나의 매니폴드의 속해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이터븀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가졌다고 근사할 수 있다.  

 

그림 2.3.2. 이터븀 이온(Yb3+)의 에너지 레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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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시스템은 80 프로 이상의 

효율을 보여서, 고출력 레이저의 경우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 물질로 

많이 채택하여 레이저 구조를 구성한다. 또한 이터븀의 흡수 

횡단면(absorption cross section)을 살펴보면 915nm 근처와 

976nm 에서 피크 값을 갖는데, 이는 현재 많이 통용되는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의 피크와 거의 일치하여 펌핑이 용이하다.  

   

 

그림 2.3.3. 이터븀 이온(Yb3+)의 흡수 횡단면과 방출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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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편광 

 

레이저에서 편광(polarization)이란 전기장(electric field)의 진동방향을 

의미한다. 편광된 레이저란 레이저 출력의 전기장이 한정된 방향으로 진

동한다는 뜻이다. 편광은 선형 편광, 원형 편광, 방사성 편광 등으로 구

분된다. 선형 편광이란 편광 상태가 레이저의 전파 방향에 대해 수직한 

것을 의미한다. 선형 편광은 수평 선형 편광, 수직 선형편광으로 구분되

며 수직과 수평을 구분하는 기준은 레이저 전파 방향(direction of 

propagation)의 수평면에 대해 수직하거나 평행한 것이다.  

 

 

그림 2.4.1. 선형 편광의 도식 

  

 액정 셀(liquid crystal cell)이나 특정한 편광자(polarizer)를 통해 방사형

으로 편광 된(radially polarized) 빔을 갖기도 한다. 방사형 편광이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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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위치에서의 편광 벡터가 레이저 빔의 중심에 대해 방사적인 편광 상

태를 의미한다.  

 

그림 2.4.2. 방사형 편광의 도식 

 

광섬유 레이저와 같은 경우 편광 되지 않은 출력을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편광 되지 않았다는 것은, 레이저의 전기장이 완전히 

불규칙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편광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편광 되지 않은 

빛으로부터 편광된 빛을 원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편광자(polarizer)이다. 

편광자는 편광 방향에 따라서 빛의 투과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용한 광학 필터이다.  

편광자는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얇은 층으로 구성된 

편광판은 폴리머나 은, 구리의 나노 입자가 박막형태로 일정하게 쭉 

늘어져서 배열되어 있으며 선형 편광자라고도 한다. 입자가 배열된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편광 상태의 빛으로 걸러져 나갈지 결정된다. 배열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은 흡수되고 나머지가 통과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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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는 이러한 편광판 두 개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이고, 3D 안경은 

양쪽에 수직된 편광판을 주어 양안의 거리 차를 발생하여 3D 효과를 

주는 기술이다. 비교적 제작이 저렴하고 대형화에도 용이하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흡수된 전기장이 열에너지로 되기 때문에 

일정 출력 임계 값 이상이 흡수될 시 열적 에너지가 배열된 박막에 

손상을 주어 편광판 전체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높은 출력을 갖는 빛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또 다른 편광자의 종류로서 높은 출력에도 이용할 수 있는 편광 빔 

스플리터(polarization beam splitter)가 있다. 편광 빔 스플리터는 편광 

되지 않은 빛을 편광 방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준다. 수평 방향의 

편광된 빛의 반사율이 0 이 되는 각도를 브루스터 각(Brewster 

angle)이라 하며,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편광 빔 스플리터이다. 

 

 

그림 2.4.3. 편광판과 편광 빔 스플리터에 의한 편광 변화 

 

18 

 



 

  레이저의 편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로 파장판이 

있다. 파장판에는 반파장판(half-wave plate, HWP)과 1/4 

파장판(quarter-wave plate, QWP)이 있는데, 반파장판은 선형 편광된 

빛의 방향을 돌려주고, 원형 편광된 빛은 회전 방향을 바꿔준다. 1/4 

파장판은 x 방향 편광과 y 방향 편광의 비율을 바꿔주어, 선형 편광된 

빛은 파장판의 각도에 따라 타원 이나 원형 편광으로  바꿔주고, 원형 

편광된 빛 또한 마찬가지로 각도에 따라 타원 편광 혹은 선형 편광으로 

바꿔준다.  

 

 

그림 2.4.4. 반파장판과 1/4파장판에 의한 편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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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장판의 영향은 존스 행렬(Jones matrix)의 계산을 통해, 

수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반파장판을 존스 행렬로 표현하면  

𝐽𝐽𝐻𝐻𝐻𝐻𝐻𝐻 = �1 0
0 −1�  와 같다. 이를 간단한 존스 벡터 � 1

±1�와의 계산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 존스 벡터는 ±45°  방향 선형 편광을 

나타낸다. 이 존스 벡터와 반파장판을 계산하면 �1 0
0 −1� �

1
±1� = � 1

∓1�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45°  방향 선형 편광의 각도를 각각 

∓45°로 돌려줌을 알 수 있다. 1/4 파장판도 마찬가지로 존스 행렬로 

𝐽𝐽𝑄𝑄𝐻𝐻𝐻𝐻 = �1 0
0 ±𝑗𝑗� 로 표현 가능하며 이를 45° 방향 선형 편광의 존스 벡터 

�11�  와 연산해보면, �1 0
0 ±𝑗𝑗�  �11�= �

1
±𝑗𝑗�  라는 결과를 얻는다. 연산을 통해 

나온 존스 벡터는 각각 반시계 방향 원형 편광(Right-Hand Circular 

Polarization, RHCP or counterclockwise circular polarization)과, 시계 

방향 원형 편광(Left-Hand Circular Polarization or clockwise circular 

polarization)을 나타내며 앞에서 언급한 이론을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섬유에 입사된 레이저는 일정한 편광 상태를 정확히 유지하지 

못한다. 이는 빠른 축상(fast axis)과 느린 축상(slow axis)의 유효 

굴절률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광섬유 길이에 따라서도 그 

값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광섬유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사출(drawing)되었다 하더라도 물리적 충격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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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요인에 의해 복굴절성(birefringence)가 발생한다. 출력의 편광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편광 유지 광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의 편광 조절기를 통해 편광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에 해당하는 장치로, 인라인 광섬유 편광 조절기(inline fiber 

polarization controller, inline PC)가 있다. 양 끝의 1/4 파장판과 

가운데의 반파장판, 총 세 개의 파장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사된 빛의 

편광 상태를 첫 파장판이 선형 편광으로 바꿔주고, 가운데의 반파장판이 

첫 파장판으로부터 온 선형 편광의 각도를 다른 각도의 선형 편광으로 

돌려준다. 마지막 파장판에서, 두 번째 파장판으로부터 온 선형 편광을 

최종적으로 원하는 편광 상태로 바꿔준다. 외부에서 직접 각 파장판의 

각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편광 상태의 신호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비편광유지 광섬유를 사용한 광섬유 구조에서도, 파장판 기반의 편광 

조절기를 제어하여 출력단의 편광을 원하는 대로 조절 혹은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4.5. 인라인 광섬유 편광 조절기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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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3.1 능동형 편광 제어 체계 구현 

 

우선적으로 시스템에 사용된 1060 nm 레이저 다이오드의 가해주는 전

류에 따른 출력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다이오드는 1055 nm 에서 피크

값을 보이며 400 mA의 전류 제한을 갖는다.  

 

 

그림 3.1.1. 1060 nm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류에 대한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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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의 x 절편은 60.0245 로, 이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문턱 전류 

값(threshold current)을 의미한다. 즉 이 1060 nm 레이저 다이오드는 

약 60 mA 이하의 전류가 가해졌을 시에는 레이저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의 기울기는 선형적으로 0.448 W/A로, 이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성 중 하나인 발진 효율(slope efficiency)이라 한다. 

문턱 전류 이상의 전류일 경우 100 mA 의 전류를 더 가해주면 레이저의 

출력은 44.8 mW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I-P 특성을 측정한 후 능동적인 편광 체계를 

구현하였다. 입력 레이저로 사용한 레이저 다이오드는 출력이 선형 

편광을 유지하는데 편광 변화를 좀 더 가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편광유지 광섬유인 Hi 1060 광섬유 15 m를 연결하였다.  

 

그림 3.1.2. 능동형 편광 제어 체계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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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 의 광섬유에서 나온 출력을 비구면 렌즈를 이용하여 시준했다.  

광섬유에서 시준된 레이저는 반파장판으로부터 그 편광의 방향이 

제어된다. 이 구조에서 Hi 1060 광섬유로부터 나온 레이저를 시준하는 

데에 구면 수차를 최소화하고자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출력광의 편광 상태가 선형 편광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방향을 돌려주는 편광 제어만 행하기 위해 1/4 파장판은 이용되지 않고 

반파장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반파장판은 일반적인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동력화된 회전 

스테이지(motorized rotation stage)에 부착되어 배치되었다. 반파장판에 

의해 편광의 방향이 조절된 레이저는 편광 빔 스플리터(PBS)를 거쳐 광 

파워미터(optical power meter)를 통해 측정된다. 이 때 편광 빔 

스플리터를 둔 이유는 반파장판에 의해 선형 편광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편광 빔 스플리터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반파장판이 편광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무관하게 광 

파워미터에서 거의 동등한 출력이 측정될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편광 빔 스플리터와 광 파워미터 대신 편광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편광계를 이용하여 각 편광 상태를 모델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피드백 

체계를 행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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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편광 제어에 지연 시간이 더 생길 것이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레이저 빔이 광 파워미터를 통해 직접 측정되지 않고 광 

검출기(photodetector)를 통한 후 광 파워미터에서 출력이 측정된다. 광 

검출기란 광신호를 검출하여 광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자이다. 여기서 사용된 광 검출기는 반도체 다이오드형 광 

검출기(photodiode)로 반도체의 접합면에서 반송자(carrier)가 생성되고 

전송되어 전기적 신호를 생성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피드백 체계를 통해 실시간 편광 제어를 실행하기 전에 편광 

소광비(polarization extinction ratio)를 측정하였다. 반파장판에 입사되기 

전에 한 개의 추가적인 편광 빔 스플리터를 배치하고 편광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외부적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 후 파장판이 부착된 

회전 스테이지의 각도에 따른 출력을 측정하여 약 27 dB 정도의 

소광비를 확인하였다. 

 

그림 3.1.3. 소광비 측정을 위한 실험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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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안정된 편광 상태에서 각도에 따른 출력 파워 변화 

 

구성된 실험 구조에서 입력 레이저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전류, 편광 

빔 스플리터의 각도, 회전 스테이지의 각도 상 위치, 출력단의 광섬유와 

광 검출기의 고정 위치와 측정 파장 등 외부 요인의 변화 없이 광 

파워미터를 통해 측정된 레이저의 출력이 변화한다는 것은 광섬유를 

통과한 레이저의 편광 상태가 변화하였다고 혹은 선형 편광의 각도가 

돌아갔다고 유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편광 빔 

스플리터를 통과한 레이저의 출력 파워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동력화된 회전 스테이지에 부착된 반파장판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편광 상태의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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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미터에서 측정된 출력을 구조 내의 컴퓨터에서 레이저 출력을 

실시간으로 읽어서 유지되던 출력에 차이가 발생하면 곧바로 반파장판에 

피드백을 주어 출력이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여기서 언급한 일정 범위는 해당 레이저의 출력 대비 10 dB, 즉 출력의 

차이가 기준 출력의 10 % 이하가 되도록 제어함을 의미한다. 이 편광 

제어 체계를 통해 비편광유지 광섬유 기반 레이저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이며 자동화된 편광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편광 유지를 시키지 않은 일반 비편광유지 광섬유 기반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 변화와, 동등한 구조에서 자동화된 피드백 체계로 실시간 

편광 제어를 행했을 때의 레이저의 출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각 0.5 

초의 균일한 간격으로 총 150 번의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편광 유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 5.21 % 의 표준편차를 

보이며 비교적 큰 변동률(fluctuation rate)을 가졌고, 자동화된 피드백 

체계를 적용하여 실시간 편광 제어를 실행한 경우는 보다 안정된 편광을 

가진 레이저를 갖게 되고 출력의 변화 양상 또한 0.866 %의 현격히 

감소한 표준편차를 가져 편광 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비해 매우 

작은 변동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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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편광 제어를 하지 않은 레이저 출력의 변화 양상 

 

 

그림 3.1.6. 실시간 편광 제어를 행한 레이저 구조의 출력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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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에의 적용 
   

구현한 자동화된 피드백 체계를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Ytterbium doped fiber amplifier) 구조에 적용하였다. 앞 절에서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 구조에 이용된 1060 nm 레이저 다이오드를 

레이저 신호로 사용하였고, 976 nm 멀티 모드 레이저 광섬유를 펌프 

소스로 사용하였다.  

 

 

그림 3.2.1.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에 적용된 편광 제어 체계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서 증폭된 빛의 후방 반사(back reflection) 로 

인해 레이저 다이오드가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 레이저 다이오드와 

커플러 사이에 약 0.1 dB의 입사 손실(insertion loss)과 300 mW의 최대 

출력 제한의 특성을 갖는 아이솔레이터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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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험에 사용된 90:10 커플러(coupler)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커플러에 1060 nm 레이저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인가하는 전류를 

바꿔가며 커플러의 실제 커플링비(coupling ratio)를 측정하였다.  

x축을 10 % 포트의 출력으로, y축을 90 % 포트의 출력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는 7.5861 이 나왔고 이는 커플링비가 7.5861:1 임을 

의미한다.  

 

 

그림 3.2.2. 90:10 커플러의 작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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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커플러 90 % 포트와 TFB의 출력 비교 

 

커플러의 특성 확인 후에 시준 작업과 TFB(Tapered Fiber 

Bundle)에의 투과 효율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준 과정에서의 

손실과, 반파장판이 완전히 수직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 TFB 투과 

시의 손실이 누적된 수치로, 커플러의 90 % 포트로부터 나왔던 출력에 

비해 2.64 dB 정도로 일정한 수준의 손실을 보였다. 백분위로 계산하면 

54.48 % 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효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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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다이오드 전류에 대한 TFB와 시준의 통합 효율 

 

여러 차례 이뤄진 스플라이스의 손실, 아이솔레이터의 입사 손실, 

시준이 완벽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반파장판의 각도가 완전한 수직이 

아니라서 발생한 손실, TFB 의 입사 손실 등 크지 않은 손실의 요인이 

누적되면서 50 %를 웃도는 효율을 보였다고 사료된다.  

TFB 의 출력단을 이득 매질인 이터븀 첨가 광섬유(Ytterbium doped 

fiber)에 스플라이스 하기 전에 펌프 소스인 976 nm 에 가해지는 전류를 

변화시키며 입사 출력(launching power)을 측정하고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는 407.3 

mA 의 문턱 전류(threshold current)를 보여, 사양서에 기록된 문턱 

전류인 600 mA 보다 약 200 mA 낮았다. 펌프 다이오드의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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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slope efficiency)은 0.8276 W/A로 측정되어, 사양 상 발진 효율의 

값인 0.90 W/A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 펌프용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류 한계는 약 14 A 인데 반해 가해준 전류가 좁은 범위를 가져 나타난 

오차이다. 여기서 발진 효율이란 다이오드에 가해준 전류에 대한 출력의 

비를 의미한다.  

 

 

그림 3.2.5. 976 nm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류에 대한 입사 출력 변화 

 

이득 매질인 이터븀 첨가 광섬유(Ytterbium doped fiber)에 레이저를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 측정을 마친 후, TFB 의 

출력단을 이터븀 첨가 광섬유 1 m 와 스플라이스하였다. 일반적인 단일 

모드 광섬유(single mode fiber)와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스플라이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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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코어가 완전히 결착되지 못하여 일정치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스플라이스 상의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976 nm 펌프 

다이오드에는 전류를 가하지 않고 1060 nm 신호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전류만 변화를 주어, 스플라이스 전 TFB 에서의 출력과 스플라이스 후 

이터븀 첨가 광섬유의 출력을 비교하였다.  

 

 

그림 3.2.6. TFB와 YDF 출력 비교 

 

두 출력은 각 다이오드 전류의 경우에서 평균 차이 값인 2.53 dB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평균 2.53 dB 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 스플라이스됨으로서 1.79:1 의 비율로 

레이저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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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nm 다이오드로부터 발진된 레이저는 신호 레이저로서 이득 

물질인 이터븀 첨가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되고, 1060 nm 다이오드로부터 

발진된 레이저는 펌프 소스로서 이터븀 첨가 광섬유의 클래딩에 

입사되어 클래딩 펌핑을 행한다. 우선, 피드백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펌프의 흡수(absorption)을 측정하기 위해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서 나온 

레이저 출력을 이색성 미러(dichroic mirror)를 이용하여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unabsorbed pump power)와 증폭된 신호 레이저로 

분리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이색성 미러는 1060 nm 대역에서 높은 

반사율을 갖고, 976 nm 대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보여 파장대역에 따라 

빛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호 다이오드 전류는 200 mA 로 고정하고, 증폭기를 작동시킨 후 

1060 nm 대역의 신호 레이저 출력과 980 nm 대역의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은 이색성 미러로 분리되어 각각 자유 공간 열적 출력 

검출기(free space thermal power detector)와 일반 광 파워미터를 통해 

측정되었다. 여기서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에 가하는 전류가 3.5 

A 일 때부터 후방 반사(back reflection)에 의해 신호 레이저에 손실이 

발생하여, 보다 선형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펌프에 가하는 전류를 3.0 

A 로 제한하였다. 포함되지 않은 펌프 출력은 300 mW 이하에서 

포화(saturation)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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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의 976 nm 펌프 다이오드    

전류에 대한 변화 

 

 

그림 3.2.8. 이득 매질 내에서 증폭된 신호 레이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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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류가 0.5 A증가할 때, 증폭된 신호 

레이저의 출력은 평균적으로 2.43dB, 즉 1.75배 증가하였다.  

이전의 실험에서 얻어낸 입사 출력, TFB 와 이터븀 첨가 광섬유간의 

스플라이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 공간 열적 출력 검출기를 통해 

측정한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으로부터 흡수된 펌프 출력을 구하고 

그로부터 입사 효율(launching efficiency)과 펌프 흡수(pump 

absorption)를 구해낼 수 있었다.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이 약 200 

mW 근처에서 포화되었기 때문에,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전류를 0.5 A 만 늘려도 흡수되는 펌프가 평균적으로 221.43 mW 

증가하는 가파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3.2.9.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서 흡수된 펌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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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입사 효율의 펌프 다이오드 전류에 대한 변화 

 

 

그림 3.2.11. 펌프 흡수의 펌프 다이오드 전류에 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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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효율은 펌프 다이오드에서 나온 입사 출력을 기준으로 흡수된 

펌프의 백분율로서 스플라이스 등으로 인한 입사 손실(insertion loss)을 

고려한 것이고, 펌프 흡수는 실제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 입사된 펌프의 

총 흡수 백분율을 구한 것이다. 펌프 다이오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 값에서 포화된 흡수되지 않은 펌프 

출력으로 인해 입사 효율과 펌프 흡수의 백분위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2. 손실 확인을 위해 각 단의 신호 출력 비교 

 

 

-20

-15

-10

-5

0

5

10

15

20

25

50 100 150 200 250 300Po
w

er
 [
d
Bm

]

1060 nm Laser diode current [mA]

90 % port of coupler
TFB
YDF
iso

39 

 



입사 효율과 펌프 흡수를 측정한 후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 고출력용 

아이솔레이터를 스플라이스하였다. 시스템의 전반부에 위치한 

아이솔레이터의 출력 제한은 300 mW 로 약 25 dBm 정도로, 동등한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로 3 W 의 높은 제한값을 갖는 

고출력용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터븀 첨가 광섬유와 스플라이스한 후에도, 앞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펌프 다이오드에 전류를 가하지 않고 신호 다이오드에만 전류를 가하여 

출력을 측정하고 이전의 결과와 종합하였다. 이터븀 첨가 광섬유와 일반 

광섬유의 스플라이스 상에서 코어가 완전히 결착되어 발생하는 손실이 

마찬가지로 다시 발생하였고, 고출력용 아이솔레이터의 입사 손실과 

더해져 평균적으로 4.9 dBm 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Log 스케일이 아닌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약 1/3 배 수준으로 출력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험 조건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신호 다이오드 전류 200 mA 를 고정 

수치로 두고 펌프 다이오드 전류를 변화시키며 고출력용 아이솔레이터를 

통과한 최종 출력 값을 앞에서 계산한 아이솔레이터의 입사 손실을 

이용하여 예상 수치를 계산한 후 실제 측정치, YDF에서의 출력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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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증폭된 신호 출력의 예측값과 각 측정값의 비교 

 

  아이솔레이터에서의 측정치는 평균적으로 예상 수치보다 1.99 dBm 

높게 나타났다. 이는, YDF 에서의 신호 출력 측정 시에는 이색성 미러를 

이용한데 반해 아이솔레이터에서의 출력 측정 시에는 이색성 미러를 

이용하지 않아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도 합쳐진 결과로 

발생한 차이이다.  

구성한 광섬유 증폭기 구조의 특성을 모두 파악한 후, 1060 nm 신호 

레이저 다이오드 전류를 200 mA,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전류는 

2.0 A 에 맞춰두고 피드백 체계를 구동하였다. 이 전류 세팅 시 전체 

출력은 약 22.3 dBm정도가 측정되었고 피드백 체계에 이용한 커플러 10% 

포트에서는 약 12.6 dBm 가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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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편광 제어를 하지 않은 증폭된 신호 출력의 변화 양상 

 

 

그림 3.2.15. 실시간 편광 제어가 행해진 신호 출력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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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피드백 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 편광 제어를 행한 

알고리즘은 앞 절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광 파워미터에서 측정된 

출력을 구조 내의 컴퓨터에서 레이저 출력을 실시간으로 읽어서 

유지되던 출력에 차이가 발생하면 반파장판에 피드백을 주어 출력이 

기준 출력의 10 % 편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 편광 제어 

체계를 통해 비편광유지 광섬유 기반 레이저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이며 

자동화된 편광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피드백 체계를 구동하기 전 후의 경우 모두 각각 0.5 초의 

균일한 간격으로 총 150 번의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편광 유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 7.38 % 의 표준편차를 보여 

비교적 큰 변동률(fluctuation rate)을 가졌다고 할 수 있었고, 자동화된 

피드백 체계를 적용하여 실시간 편광 제어를 실행한 경우에는 출력의 

변동률이 0.748 % 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구성한 실험 구조에서 

알고리즘을 변형시키며 편광 각도에 따라 최대 출력을 갖는 지점을 찾는 

것, 출력의 변화폭이 큰 지점을 찾는 것 등 다양하게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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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자동화된 피드백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편광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의 기본 출력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구동을 확인하고, 이를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Ytterbium doped 

fiber amplifier) 구조에 적용하였다.  

구성한 피드백 알고리즘은 반파장판을 이용하여 편광이 조절된 레이저 

출력이 편광 빔 스플리터를 지나 측정된 수치가 10 dB 이상의 안정성을 

갖도록 편광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게 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출력은 0.5 

초의 균일한 간격으로 총 150 번의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을 이용하여 피드백의 올바른 구동을 

확인한 실험에서는 기존 5.21 % 변동률을 가졌는데, 피드백 체계 구동 

후 0.866 % 의 현격히 감소한 변동률을 보여 20 dB 이상의 안정성 

제어에 성공하였다. 피드백 체계를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에 적용한 

경우에는 구동 전 7.38 %의 변동률을 보였지만, 피드백 구동 후 

0.748 %의 변동률을 보여 역시 20 dB 이상의 변동률 제어를 구현했다.  

비편광유지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구조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편광 상태에 대한 기술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실시간 편광 제어 체계는 레이저나 

증폭기의 시스템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전체를 설계부터 다시 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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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편광 제어 체계는 구성이 완료된 

광섬유 구조에 구성 자체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출력의 안정성 구현을 통한 피드백 체계로서, 

단순히 편광 유지뿐 아니라 출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파장대, 출력에 무관하게 광섬유 

구조에 모두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구조는 그대로 피드백의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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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active 

feedback scheme for real-time 

polarization control in fiber lasers 
 

Jeong, Byung Su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e of polarization(SOP) of laser structure based on non-

polarization maintaining fiber has problems to maintaining its own state. 

It is due to discordance between effective refractive index of fast axis 

and that of slow axis, which doesn’t contain uniformity as fiber lengths 

change. If fiber have been drawn in complete symmetry, birefringence 

could appears through additional external surroundings including 

physical jolt or thermal drift. Moreover, polarization control is 

necessary for fiber-optic systems in measurement of several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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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In some cases, fiber-optic systems employ polarization-

maintaining optical fiber (PM fiber) or in-line polarization controller. 

Different from that cases, we suggest our development of the active 

feedback scheme for real-time polarization control. Informing the 

algorithm which have been used for this polarization control method, 

influence of the polarization through developed method.  

This scheme has been confirmed its ideal operation and adapted to 

output of laser diode directly. After the confirmation, algorithms has 

been optimized and adapted to ytterbium doped fiber amplifier 

structure of which output is continuous wave around 1060 nm. Now we 

analyze and discuss the result from the difference of aspect of power 

fluctuation caused by developed feedback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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