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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루오린화 수소산(Hydrofluoric acid: HF) 수용액과 섬유에 인가된 1.55  장의 이

를 통해 유도된 열 효과를 이용하여 오목한 섬유 을 제작하 다. 제작 과정에서 인가한 이 의 세

기, 식각 시간,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섬유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을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곡률 반경이 세 변인에 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 다. 한, Free Spectral Range(FSR)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촬 을 통해 미경을 이용한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본 논

문을 통해 섬유 의 오목 면 제작 과정에서 변인에 따라 곡률 반경을 조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HF 수용액을 이용한 섬유 식각 방법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었다. 

ABSTRACT

We fabricated concave optical fiber tips using hydrofluoric acid solution and photothermal effect induced by 1.55μm wavelength laser applied to an 

optical fiber.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concave optical fiber tips fabricated with different applied laser power, etching time, and concentration of 

hydrofluoric acid was measured with an optical microscope. Then, we analyzed how the radius of curvature changes for those three variables.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method using a microscope was verified through a free spectral range(FSR)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hrough this paper, the radius of curvature can be adjusted by the variables of the fabrication process of concave optical fiber tips; thus, it i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optical fiber etching methods using hydrofluoric aci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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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섬유형 페 리-페로 공진기는 통신, 양자 기

역학(QED),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1-3]. 

이러한 페 리-페로 공진기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는 공진기를 구성하는 두 면의 곡률 반

경으로 두 면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빛은 공진기 

내부에서 더 작은 beam waist radius(w0) 값을 가지

게 된다. 여기에 공진기의 길이가 일리 길이

(Rayleigh range)보다 짧은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결

합 효율(coupling efficiency)을 갖게 되어 모드 매칭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4]. 한, 곡률 반경은 공진기 

내부에서 빛이 안정 으로 공진할 수 있는지를 나타

내 주는 안정성(stability)과도 한 련이 있다[5]. 

이외에도 공진기의 곡률 반경은 원자-공진기 시스템

의 감도 지수(figure of merit)인 공동성(cooperativity)

에 향을 미치는 등 공진기에 있어서 매우 요한 

변수이며 이를 조 하는 것은 공진기 제작에 있어 

요한 과제이다[6]. 

하지만 CO2 이 를 이용하여 섬유 을 식각

하는 기존의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섬유와 이

 간의 올바른 정렬이 쉽지 않다는 한계 이 존재한

다[7]. 이에 2007년, 국의 버 엄 학 연구 이 HF 

수용액을 이용하여 섬유 을 화학 으로 식각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코어

(core)와 클래딩(cladding)의 굴 률 차이에 의해 발생

하는 식각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 방법은 CO2 

이 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비용

인 측면과 정렬에 한 문제 들을 극복하 지만 곡

률 반경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여

히 지 되어 왔다[8].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HF 수용액으로 섬유를 식각하는 과정에서 섬유

에 이 를 인가하여 HF 수용액에 열 효과를 유

도하는 방법이 최근에 제안되었으며 인가하는 이

의 세기에 따라 섬유 의 곡률 반경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가되는 이 의 세기와 오

목한 섬유 의 곡률 반경이 어떤 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식각 시간과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곡

률 반경의 변화가 이 의 세기에 어떠한 향을 받

는지 알아보았다. 이때, 오목 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는 학 미경을 이용하 으며 학 

미경을 이용한 측정 방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SEM과 FSR 값을 이용하여 검증을 진행하 다. 

 

Ⅱ. 오목한 섬유 의 곡률 반경 분석

2.1 곡률 반경 측정 방법

섬유 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atomic force microscopy(AFM)를 사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AFM을 사용할 경우 정 하게 곡률 반

경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샘  하나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때마다 표면을 완 히 스캔하는 

것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해 학 

미경을 사용하여 식각된 섬유를 촬 하는 방법을 

이용하 고 일부 샘 들을 상으로 SEM 촬 과 이

론 , 실험 으로 구한 FSR 값을 비교함으로써 학 

미경을 사용한 측정 방법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학 미경을 사용하여 촬 한 섬유  사진으

로부터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해 버니어 분석 로

그램 Logger Pro 3을 이용하 다. 로그램의 photo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미경 촬  시 사진 상에 

나타나는 오목 면의 경계에 을 어 그림 1과 같이 

섬유 의 단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학 미경과 Logger Pro 3 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섬유  오목 면의 단면
Fig. 1 Profile of concave optical fiber tips 

obtained by optical microscope and Logger Pro 3 



이  유도 열 효과를 이용하여 제작된 오목한 섬유 의 곡률 반경에 한 연구

873

그림 1을 보면, 단면이 원 모양을 띠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심에 

가까워질수록 단면이 원의 형태와 유사해진다는 을 

이용하여 섬유 의 곡률 반경을 심(x=0) 부근에

서의 국부 인 곡률 반경으로 정의하여 구하 다.

2.2 이  세기에 따른 곡률 반경 변화

HF 수용액을 이용한 섬유 식각 과정에서 인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식각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재 통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55  장의 

이 를 사용하 고 이를 잘 가이딩 할 수 있는 

SMF-28 섬유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인가하는 이 의 세기를 0, 10, 20, 30, 40, 48mW로 

각각 다르게 하여 49% HF 수용액 상에서 5분간 식각

을 시킨 후 DI water가 담긴 비커에 1분간 담가 놓아 

원하는 식각 시간 이후에도 섬유 에 묻은 잔여 HF 

수용액에 의해 식각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

다. 이 샘 들을 학 미경을 통해 촬 한 후 2.1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식각된 섬유 의 곡률 반경

을 분석하 다. 그림 2는 49% HF 수용액 상에서 약 5

분간 식각되는 과정에서 인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섬유 의 곡률 반경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제작 과정에서 인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섬유  오목 면의 곡률 반경
Fig. 2 Radius of curvature of concave optical 
fiber tips according to the laser power

이 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20mW까지는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이 증가하 으며 20mW보다 큰 이

의 세기에 해서는 곡률 반경이 차 감소하는 결

과를 보 다. 이는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이 오목 면의 

폭과 깊이와 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열 

효과는 오목 면의 깊이보다 폭에 더 향을 미쳐 

이 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곡률 반경이 증가하다가, 

오목 면이 식각된 섬유 클래딩의 지름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폭은 식각에 의해 차 감

소하는 반면 깊이는 열 효과에 의한 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 식각 시간에 따른 곡률 반경 변화

섬유 식각 과정에서 인가한 이 의 세기가 식

각 시간에 따른 곡률 반경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인가하는 이 의 세기를 

0, 10, 20mW로 달리하며 49% HF 수용액에서 5, 7.5, 

10, 12.5, 15, 17.5분간 각각 식각시켰을 때 생성되는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 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로 다른 세기의 

이 가 인가될 때 식각 시간에 따른 오목 면 곡률 반

경의 변화 양상은 모두 비슷하 다. 이 를 인가하

지 않았을 때는 7.5분, 이  인가 시에는 10분간 식

각 시켰을 때 가장 작은 곡률 반경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가한 이 에 

의해 유도되는 열 효과가 오목 면의 깊이보다 폭에 

더 향을 주어 이 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

간에 따른 곡률 반경이 작아지는 정도가 작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각 식각 시간 별 인

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곡률 반경의 변화는 이

의 세기가 0mW에서 20mW까지 증가함에 따라 곡

률 반경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으며 이는 그림 2의 

결과와 일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서로 다른 세기의 이 를 인가할 때 
식각 시간에 따른 오목 면 곡률 반경의 변화
Fig. 3 Variation of the radius of curvature with 

etching time when different power laser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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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5분 이하의 식각 시간을 가지게 될 

경우, 학 미경 촬  사진을 통하여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소 식각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하 다. 하지만 optical profilometer 등의 장비를 

이용한다면 5분 이하의 식각 시간에 한 곡률 반경

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넓은 범 의 곡률 

반경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곡률 반경 변화

HF 수용액을 이용하여 제작한 섬유 오목 면의 

곡률 반경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HF 수

용액의 농도가 알려져 있다. HF 수용액의 농도가 인

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곡률 반경의 변화에 어떠

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HF 수용액의 농

도가 각각 31.8, 40.7, 49%일 때, 이 의 세기를 0, 

10, 20mW로 변화시켜가며 10분간 식각시켰을 때 제

작되는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 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HF 수용액의 농도가 높

을수록 오목 면의 곡률 반경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HF 수용액의 농도는 오목 면의 깊이보다 폭에 

더 많은 향을 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 서로 다른 농도의 HF 수용액에서 인가한 
이 의 세기에 따른 오목 면 곡률 반경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the radius of curvature with 

the applied laser power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F aqueous solutions

Ⅲ. 미경 측정 방법의 신뢰도 검증

학 미경을 이용하여 촬 한 섬유 오목 면 사

진을 통해 오목 면의 폭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게 측정된 오목 면의 폭과 깊이를 각각 SEM 촬  

사진, FSR을 통해 구한 공동의 길이와 비교함으로써 

미경을 이용하는 측정 방법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3.1 SEM을 이용한 검증

SEM을 이용하여 오목 면을 촬 하면 촬  결과 

사진으로부터 오목 면의 폭을 알 수 있다. 이 값을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측정 방

법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a ) ( )      (b ) ( )       (c ) ( )

23 .2 31 .6 38 .7

23 .7 32 .2 39 .2
     (d ) ( )      (e ) ( )       (f) ( )

47 .0 35 .7 34 .2

47 .1 35 .7 34 .9

그림 5. SEM과 학 미경을 이용하여 촬 한 
제작 조건에 따른 섬유  오목 면의 사진과 

측정된 곡률 반경
Fig. 5 Images and the measured radius of 

curvature of the concave surface taken using SEM 
and optical microscope according to the fabrication 

conditions of concave optical fiber tips

이  유도 열 효과와 HF 수용액을 이용하여 

식각한 섬유들  총 6개의 샘 에 해 학 미

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섬유 오목 면의 폭을 SEM

을 이용하여 측정한 폭과 비교하 다. 그림 5의 (a)부

터 (e)까지는 49% HF 수용액에서 20mW의 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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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하여 5, 7.5, 10, 12.5, 17.5분간 식각한 섬유 

을, (f)는 49% HF 수용액에서 이 를 인가하지 않

고 17.5분간 식각한 섬유 을 각각 SEM과 학

미경을 이용하여 촬 하여 분석한 사진이다. 

그림 5에서 학 미경으로 측정한 오목 면의 폭을 

SEM을 이용하여 측정한 폭과 비교하 을 때 평균 

오차율 1.27%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학 미경을 

이용하여도 SEM과 비교하 을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FSR 값을 이용한 검증

   공진기의 길이를 간 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FSR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알려진 식에 의

하면  공진기의 길이는 FSR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

에 FSR 값을 측정하여  공진기의 길이를 얻을 수 

있다. 이 게 얻은  공진기의 길이를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길이와 비교하여 학 미경을 이

용하는 측정 방법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이를 해 

49% HF 수용액에서 5분간 식각시킨 두 섬유를 

fusion splicer를 이용해 합(splicing)하여 그림 6-(a)

와 같은  공진기를 제작하 다. 제작한  공진기에 

broadband light source를 인가하여 optical spectrum 

analyzer(OSA)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그림 6-(b)의 

그래 와 같이 분석하 다.

 공진기 내부에서 공진하며 투과되는 빛의 경우, 

이론 으로 빛의 진동수에 따른 투과율 값이 로 치

안 곡선(Lorentzian curve)을 띄기 때문에 OSA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로 치안 곡선으로 피 한 후 인 한 

두 피크 진동수 값의 차이를 구하여 FSR 값을 얻을 

수 있었다[11]. 의 방법을 통해 구한 FSR 값은 

6.74THz이며, 이를 기존에 알려진 식에 입하여  

공진기의 길이를 구하면 가 얻어진다. 

이는 그림 6-(a)와 같이 학 미경을 통해 측정

된 공진기의 길이인 와 비교하 을 때 

0.9%의 오차율을 보 으며 이는  공진기 길이의 정

확히 반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되는 오목 면의 깊

이 한 미경을 통해 측정하여도 상당히 정확한 값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b)

그림 6. (a) 식각된 두 섬유를 splicing 
하여 제작한 공진기를 학 미경을 이용하여 
촬 한 사진 (b) OSA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진기의 주 수에 따른 투과율

Fig. 6 (a) Microscopic image of an optical 
fiber cavity fabricated by splicing two concave 
optical fiber tips etched by HF aqueous 
solution (b) Transmittanc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 cavity measured by OSA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  유도 열 효과와 HF 수용

액을 이용하여 섬유  오목 면을 제작하는 과정에

서 인가한 이 의 세기, 식각 시간, HF 수용액의 

농도가 오목 면의 곡률 반경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학 미경을 통해 확인하 다. 한, SEM과 

FSR 값을 이용하여 미경을 통한 측정 방법의 신뢰

성을 검증하 다. 이를 통해 공진기 제작 과정에서 원

하는 곡률 반경을 얻기 해 필요한 실험 조건 등을 

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의 세기와 곡률 반경

과의 계를 알게 됨으로써, 곡률 반경을 조 하는 데 

있어 기존보다 높은 자유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섬유형 페 리-페로 공진기뿐만 아니라 원자-

공진기 시스템 등에서 곡률 반경 조 을 통해 그 성

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요한 성과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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