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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라 작동 온도에 따라 발진 파장이 변화하며 전면으로부터 광통신용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광원과, 상기 

반도체 광원의 작동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유지시켜 주는 히터를 구비하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는, 상기

반도체 광원의 후면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검출하는 디텍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과 디텍터 사이에 개재되며, 비선형 

광학 재질의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스페이서의 굴절률 변화에 따라 투과율 스펙트럼이 파장에 대하여 이동하는 

패브리-페롯 필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에 대하여 기설정된 투과율을 나타내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

의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광송신기, 파장 안정화, 패브리-페롯 필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따른 파장 안정화 장치를 구비한 광송신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송신기의 셋팅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도 2에 개시된 셋팅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도 1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에 대한 투과율 스펙트럼을 입사각에 따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패브리-페롯 필터에 대한 투과율 스펙트럼을 스페이서의 굴절률에 따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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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5에 도시된 제어부가 제2 제어 모드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송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광신호의 파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기 광송신기에 구비되는 파장 안정

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파장분할 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기술은 광통신 시스템에서 기간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전송 정보량을 증대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는 100 ㎓ 

간격의 파장분할 다중화 기술뿐만 아니라, 50㎓ 간격의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

exing, DWDM) 기술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 기술이 구현을 위해서는 광송신

기의 발진 파장이 20pm 이하의 오차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발진 소자 자체의 안정성 확보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워서, 발진 소자 외부에 따로 파장 안정화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파장 안

정화 장치는 광송신기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장형과 그 내부에 집적되어 있는 내장형 등이 있으나, 시스템 구성의 용

이성, 가격 등의 측면에서 내장형 파장안정화 장치가 채용된 광송신기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1은 종래에 따른 파장 안정화 장치를 구비한 광송신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광송신기는 레

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LD, 110)와, 패브리-페롯 필터(Fabry-Perot filter, 120)와, 포토다이오드(photodiode, 

PD, 130)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analog/digital converter, ADC, 140)와, 제어부(150)와, 디지털/아날로그 변

환부(digital/analog converter, 160)와, 바이어스 회로(bias circuit, 170)와, 열전냉각 소자(thermoelectric cooler,

TEC, 180)로 구성된다.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는 반도체 소자로서 전면 및 후면을 통해 소정 파장의 광을 출사한다. 상기 전면을 통해 출

사되는 광은 광통신을 위해 사용되며, 상기 후면을 통해 출사되는 광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을 모

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을 모니터링하고 파장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치유함으로써, 안정적인 광전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는 그 작동 온

도에 따라 발진 파장이 변화하게 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는 선형 광학 재질의 스페이서(spacer)와, 상기 스페이서의 전, 후면에 적층된 두 반사층

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스페이서의 두께 및 굴절률에 따라서 소정의 투과율 스펙트럼(transmittance spectrum

)을 갖게 된다. 즉,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후면을 통해 출사된 광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에 입사되면, 

상기 광의 파장에 따라 투과되는 광의 파워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로부터 출사된 광

의 파워를 측정함으로 써, 상기 광의 파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포토다이오드(130)는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를 통해 입사된 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140)는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15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전기 신호로부터 상기 광의 파워를 도출하고, 다시 상기 광의 파워로부터 상기 광의 파장을 

파악하게 된다. 상기 광의 파장이 기설정된 파장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파장 오차를 치유하기 위한 제어 신호

를 출력한다.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60)는 상기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로 출력

한다.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는 상기 제어부(150)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열전냉각 소자(180)에 전류를 

인가한다. 즉, 상기 인가되는 전류의 레벨은 상기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열전냉각 소자(180)는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로부터 인가된 전류에 의해 동작하며,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

0)의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송신기의 셋팅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3은 도 2에 개시된 셋팅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한 도면이다. 상기 셋팅 과정은 채널 설정 과정(210)과, 동작 온도 설정 과정(220)과, 패브리-페롯 필터 정렬 과정(23

0)으로 구성된다.

상기 채널 설정 과정(210)은 사용 가능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채널들 중에서 소정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도 3의 (a) 및 (b)를 참조하면, 일련의 ITU 채널들 중에서 하나의 채널(310)을 설정하며, 상기 동

작 온도 설정 과정(220) 이전에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은 상기 설정된 채널(310)의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동작 온도 설정 과정(220)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을 상기 설정된 채널(310)의 중심에 맞추

기 위해서,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동작 온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서,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이 상기 설정된 채널(310)의 가장자리에서 그 중심으로 이동됨(320→330)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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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브리-페롯 필터 정렬 과정(230)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과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의

투과율 스펙트럼을 정렬하는 과정이다. 도 3의 (c)를 참조하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 정렬 과정(230) 이전에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은 투과율 스펙트럼의 평탄화된 영역 내에 놓여있다. 이로 인하여 상기 레이저 다

이오드(110)의 발진 파장이 평탄화된 영역 내에서 변화하더라도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로부터 출사된 광의 파

워 변화는 경미하므로, 이러한 파장 변화를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어도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의 투과율 변화가 큰 파장 영역, 즉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 투과율을 나타내는 파장 근처에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발진 파장 이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를 정렬시키는 것(340→350)

이다. 이 때, 상기 정렬 과정(230)은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에 입사하는 광의 입사각(θ)과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의 광축을 정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상기 정렬 과정(230)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110)의 광축과 패브

리-페롯 필터(120)의 광축을 정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렬 과정(230)을 거침으로써,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

(11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의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 투과율을 나타내는 파장 근

처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120)에 대한 투과율 스펙트럼을 입사각(θ)에 따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투과율 스펙트럼은 스페이서의 두께가 20㎛이며, 피네스 계수(coefficient of Finess)는 10인 경우를 나타낸다. 도시

된 바와 같이, 상기 투과율 스펙트럼은 입사각(θ)이 0°도부터 1°씩 증가함에 따라 단파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함(4

10→420→430)을 알 수 있다. 즉, 입사각(θ) 1도의 변화당 약 0.3 nm의 파장 이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50㎓의

ITU 채널 그리드(grid)가 0.4 ㎚임을 고려할 때,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120)의 정렬 오차를 0.1 도 내외로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렬을 수동으로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따로 고가의 능동형 정렬 장비를 사

용하는 경우에 전체 제작비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는 패브리-페롯 필터의 수동 정렬 과정이 극히 어

려우며, 따로 정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체 제작비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패브리-페롯 필터의 미세한 

기하학적 정렬을 필요치 않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작동 온도에 따라 발진 파장이 변화하며 전면으로부터 광통신용 광

을 출사하는 반도체 광원과, 상기 반도체 광원의 작동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유지시켜 주는 히터를 구비하는 광송신

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광원의 후면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검출하는 디텍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과 디텍터 사이에 개재되며, 비선형 광학 재질의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스페이서의 굴절률 변

화에 따라 투과율 스펙트럼이 파장에 대하여 이동하는 패브리-페롯 필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에 대하여 기설정된 투과율을 나타내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의 굴절률을 변화시키

는 제어 회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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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이며,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상기 광송신기는 제1 히터(510)와, 기

판(520)과, 서브 마운트(submount, 530)와, 반도체 광원(540)과, 지지부(550 및 555)와, 패브리-페롯 필터(580)와, 

디텍터(detector, 590)와, 제2 히터(570)를 포함하는 제어 회로(600)로 구성된다.

상기 제1 히터(510)는 인가된 전류에 의해 동작하며,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제1 히터(510)로는 열전냉각 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판(520)은 130℃의 녹는점을 갖는 InAg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제1 히터(510)의 상면에 고정되

며, 상기 기판(520)은 레이저 용접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코바(Kovar) 재질일 수 있다.

상기 서브 마운트(530)는 210℃의 녹는점을 갖는 Ag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520)의 상면에 고정

된다.

상기 반도체 광원(540)은 280℃의 녹는점을 갖는 Au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서브 마운트(530)의 상면

에 고정되고, 그 전면 및 후면을 통해 소정 파장의 광을 출사하며, 작동 온도에 따라 발진 파장이 변화한다. 상기 전면

을 통해 출사되는 광은 광통신을 위해 사용되며, 상기 후면을 통해 출사되는 광은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반도체 광원(540)으로는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LE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지지부(550 및 555)는 페룰(ferrule, 555) 및 서브 모듈(submodule, 550)로 구성되며, 상기 기판(520)의 상면

에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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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브 모듈(550)은 상기 기판(520)의 것과 동일한 재질로 형성되며,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전면에 대향되도록

정렬된다.

상기 페룰(555)은 2.7㎜ 정도의 직경을 가지며 레이저 용접에 의해 상기 서브 모듈(550)을 관통하여 고정되고, 상기 

페룰(555)이 구비하는 원통형의 홀(미도시)에는 광섬유(560)가 삽입되며, 상기 광섬유(560)의 선단면은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전면과 대향되게 위치한다.

상기 제2 히터(570)는 210℃의 녹는점을 갖는 Ag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520)의 상면에 고정되

고, 인가된 전류에 의해 동작하며,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제2 히터(570)로는 전열선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는 상기 반도체 광원(540)과 디텍터(590) 사이에 개재되며, 280℃의 녹는점을 갖는 Au

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제2 히터의 상면에 고정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는 비선형 광학 재질

의 스페이서(582)와, 상기 스페이서(582)의 전, 후면에 적층된 두 반사층들(584 및 586)로 구성되며, 상기 스페이서(

582)의 두께 및 굴절률에 따라서 소정의 투과율 스펙트럼을 갖게 된다. 즉,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후면을 통해 출

사된 광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에 입사되면, 상기 광의 파장에 따라 투과되는 광의 파워가 달라지게 된다. 따

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로부터 출사된 광의 파워를 측정함으로써, 상기 광의 파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선형 광학 재질의 특성상,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는 인가된 전기장이나 내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그 

굴절률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내부 온도를 변화시키면, 상기 스페이서(582)의 굴

절률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투과율 스펙트럼이 파장에 대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도 7은 도 5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580)에 대한 투과율 스펙트럼을 스페이서(582)의 굴절률에 따라 나타낸 도

면이다. 상기 투과율 스펙트럼은 스페이서(582)의 두께가 50㎛이며, 피네스 계수(coefficient of Finess)는 20인 경

우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페이서(582)의 굴절률이 1.4486부터 0.0007씩 증가할 수록 해당 투과율 

스펙트럼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710→720→730→740→750)을 알 수 있다.

상기 디텍터(590)는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를 통해 입사된 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디텍터(

590)로는 포토다이오드 칩(photodiode chip), CCD(Charge Coupled Devic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280℃의 녹는

점을 갖는 Au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520)의 앞면에 고정된다.

상기 제어 회로(600)는 광통신에 관련된 제1 제어 모드와 셋팅에 관련된 제2 제어 모드에서 동작한다. 제1 제어 모드

에서는 상기 광의 파장이 기설정된 파장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파장 오차를 치유하며, 제2 제어 모드에서는 상

기 레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투과율이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값

을 갖는 파장에 인접하도록, 바람직하게는 일치하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굴절률을 변화시킨다. 상기 제

어 회로(600)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610)와, 제어부(620)와, 제1 및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630 및 650)와

, 제1 및 제2 바이어스 회로(640 및 660)와, 제2 히터(570)로 구성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610)는 상기 디텍터(590)로부터 입력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

어부(620)로 출력한다.

상기 제1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630)는 상기 제어부(620)로부터 입력된 제1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

여 상기 제1 바이어스 회로(640)로 출력한다.

상기 제1 바이어스 회로(640)는 상기 제1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1 히터(510)에 전류를 인가한다. 즉, 상기 인가

되는 전류의 레벨은 상기 제1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650)는 상기 제어부(620)로부터 입력된 제2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

여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660)로 출력한다.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66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2 히터(570)에 전류를 인가한다. 즉, 상기 인가

되는 전류의 레벨은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제어부(620)는 제1 제어 모드에서 동작시, 상기 전기 신호로부터 상기 광의 파워를 도출하고, 다시 상기 광의 파

워로부터 상기 광의 파장을 파악하게 된다. 상기 광의 파장이 기설정된 파장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파장 오차

를 치유하기 위한 제1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제어부(620)가 제2 제어 모드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동작 과정은 채

널 설정 과정(810)과, 동작 온도 설정 과정(820)과, 패브리-페롯 필터 조절 과정(830)으로 구성된다.

상기 채널 설정 과정(810)은 사용 가능한 ITU 채널들 중에서 소정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이며, 일련의 ITU 채널들 중

에서 하나의 채널을 설정한다.

상기 동작 온도 설정 과정(820)은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을 상기 설정된 채널의 중심에 맞추기 위해서,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동작 온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서,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은 상기 

설정된 채널의 중심으로 이동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 조절 과정(830)은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과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투

과율이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값을 갖는 파장을 정렬하는 과정이다.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

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투과율이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값을 갖는 파장에 인접하도록, 바람직

하게는 일치하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굴절률을 변화시킨다. 이 때, 상기 정렬 과정(830)은 상기 패브리

-페롯 필터(580)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상기 제어부(620)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

610)로부터 입력된 전기 신호의 파워로부터 그 정렬 상태를 파악하며, 상기 전기 신호의 파워가 기설정된 값에 도달

할 때까지(즉, 상기 반도체 광원(54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가 기설정된 투과율을 갖는 파장에 

인접하거나 일치할 때까지)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를 위하여, 상기 제어부(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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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 제어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65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여 출력

한다. 이후,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66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제2 히터(570)에 전류를 인가하며, 인가

된 전류에 의해 동작하는 상기 제2 히터(570)는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580)의 내부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변화시킨

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이며,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패브리-페롯 필터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상기 광송신기는 히터(910)와, 기판(

920)과, 서브 마운트(930)와, 반도체 광원(940)과, 지지부(950 및 955)와, 패브리-페롯 필터(970)와, 디텍터(980)와

, 제어 회로(1000)로 구성된다. 이하,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와 제어 회로(1000)

에 대해서만 기술하기로 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는 상기 반도체 광원(940)과 디텍터(980) 사이에 개재되며, 280℃의 녹는점을 갖는 Au

Sn 재질의 결합 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920)의 상면에 고정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는 비선형 광학 재

질의 스페이서(972)와, 상기 스페이서(972)의 전, 후면에 적층된 두 반사층들(973 및 974)과, 상기 스페이서(972)의 

양 측면들에 적층된 두 전극들(977 및 978)로 구성된다. 비선형 광학 재질의 특성상,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는 

인가된 전기장이나 내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그 굴절률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양 

전극들(977 및 978)을 통해 소정 세기의 전기장을 인가하면, 상기 스페이서(972)의 굴절률이 변화하게 되고, 도 7에 

도시된 바와 유사하게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투과율 스펙트럼이 파장에 대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제어 회로(1000)는 광통신에 관련된 제1 제어 모드와 셋팅에 관련된 제2 제어 모드에서 동작한다. 제1 제어 모

드에서는 상기 광의 파장이 기설정된 파장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파장 오차를 치유하며, 제2 제어 모드에서는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투과율이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값

을 갖는 파장에 인접하도록, 바람직하게는 일치하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굴절률을 변화시킨다. 상기 제

어 회로(1000)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1010)와, 제어부(1020)와, 제1 및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030 및 1

050)와, 제1 및 제2 바이어스 회로(1040 및 1060)로 구성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1010)는 상기 디텍터(980)로부터 입력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

어부(1020)로 출력한다.

상기 제1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030)는 상기 제어부(1020)로부터 입력된 제1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여 상기 제1 바이어스 회로(1040)로 출력 한다.

상기 제1 바이어스 회로(1040)는 상기 제1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히터(910)에 전류를 인가한다. 즉, 상기 인가되

는 전류의 레벨은 상기 제1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050)는 상기 제어부(1020)로부터 입력된 제2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여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1060)로 출력한다.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106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양 전극들(977 및 97

8)에 소정 레벨의 전압을 인가한다. 즉, 상기 인가되는 전압의 레벨은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제어부(1020)는 제1 제어 모드에서 동작시, 상기 전기 신호로부터 상기 광의 파워를 도출하고, 다시 상기 광의 

파워로부터 상기 광의 파장을 파악하게 된다. 상기 광의 파장이 기설정된 파장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파장 오

차를 치유하기 위한 제1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1020)가 제2 제어 모드에서 동작하는 과정은 채널 설정 과정과, 동작 온도 설정 과정과, 패브리-페롯 필

터 조절 과정으로 구성된다.

상기 채널 설정 과정은 사용 가능한 ITU 채널들 중에서 소정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이며, 일련의 ITU 채널들 중에서 

하나의 채널을 설정한다.

상기 동작 온도 설정 과정은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을 상기 설정된 채널의 중심에 맞추기 위해서,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동작 온도를 조절하 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서,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은 상기 설정

된 채널의 중심으로 이동된다.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 조절 과정은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과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투과율 스

펙트럼을 정렬하는 과정이다.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투과율이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평균값을 갖는 파장에 인접하도록, 바람직하게는 일치하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

의 굴절률을 변화시킨다. 이 때, 상기 정렬 과정은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에 인가되는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 또

는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상기 제어부(1020)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1010)로부터 입력된 전기 신

호의 파워로부터 그 정렬 상태를 파악하며, 상기 전기 신호의 파워가 기설정된 값에 도달할 때까지(즉, 상기 반도체 

광원(940)의 발진 파장이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극대 투과 파장에 인접하거나 일치할 때까지) 상기 패브리-

페롯 필터(970)에 인가되는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를 위하여, 상기 제어부(1020)는 제2 제어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05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기 제2 바이어스 회로(1060)는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양 전극들(977 및 978)

에 소정 레벨의 전압을 인가하며, 인가된 전압은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970)의 내부에 해당 세기의 전기장을 형성한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는 패브리-페롯 필터에 구비된 비선형 광학 재질

의 스페이서의 굴절률을 조절하여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과 투과율 스펙트럼 상에서 극대 투과율과 최소 투과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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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갖는 파장을 정렬함으로써, 각도 정렬과 같은 패브리-페롯 필터의 미세한 기하학적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작동 온도에 따라 발진 파장이 변화하며 전면으로부터 광통신용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광원과, 상기 반도체 광원의 

작동 온도를 설정된 값으로 유지시켜 주는 히터를 구비하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광원의 후면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검출하는 디텍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과 디텍터 사이에 개재되며, 비선형 광학 재질의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스페이서의 굴절률 변

화에 따라 투과율 스펙트럼이 파장에 대하여 이동하는 패브리-페롯 필터와;

상기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에 대하여 기설정된 투과율을 나타내도록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의 굴절률을 변화시키

는 제어 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바이어스 회로와;

상기 디텍터가 검출한 광의 세기로부터 상기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에 대한 투과율을 파악하고, 상기 바이어스 회

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패브리-페롯 필터의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히터와;

상기 디텍터가 검출한 광의 세기로부터 상기 반도체 광원의 발진 파장에 대한 투과율을 파악하고, 상기 히터의 설정 

온도를 조절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송신기를 위한 파장 안정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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