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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기 순간 과다 전류(surge current)로부터 레이저다이오드를 보호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회로는 레이저다이

오드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전압이 일정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올려주는 전압 저속상승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ATC(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를 고려하여 상기 레이저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이 일정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

도록 제한하는 하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내려주는 전압

저속하강기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레이저다이오드, APC(Automatic Power Control), ATC, 전압제한기(voltage limiter), 순간 과다 전류(surge curre

n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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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레이저다이오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혹은 제2실시 예에서 시간 변화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제한 전압이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낸 그래

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 이하 LD라 함.) 보호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초기 순간 과다 전류(surge 

current)로부터 레이저다이오드를 보호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DM-DFB LD(Directly Modulate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와 EM-DFB LD(Electro-absorption Mod

ulate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는 순반향 최대 허용 전류가 있다. 그래서 순방향 최대 허용 전류를 초과

할 경우 LD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LD는 외부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출력(광전력)의 변화를 막기 위해 보통 APC(Automatic Power Control) 혹은 ATC(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회로를 사용한다. 그런데 초기 전원 인가 후 APC가 안정화 될 때까지 예상치 못

한 순간 과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회로가 없으면 LD는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

서 일정 전압 이상을 흘리지 못하게 막는 전압제한기(voltage limiter)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전원을 인가할 

때 순간 과다 전류에 대해 칩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초기 순간 과다 전류로부터 레이저다이오드를 보호하는 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레이저다이오드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전압이 일정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올려주는 

전압 저속상승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레이저다이오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예는 미국 트라이퀸트(TriQ

uint)사의 'D2526'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구성은 APC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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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전압제한기(Upper voltage limiter)(100)는 출력전압(Vout)이 일정치 이상을 넘지 못한다. 상기 상한 전압제한

기(100)는 제1파워 트랜지스터(TR1)의 베이스단자에 연결되며, 에미터단자는 도 1의 LD의 3번 핀(pin)에 연결된다. 

상기 3번 핀은 직류 바이어스 단자이다.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100)는 제1연산증폭기(U1)와 저항(R1) 및 제1다이오

드(D1)로 구성된다.

전압 저속상승기(200)는 전원(Vcc)이 인가되면 소정의 시정수만큼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100)로 인가되는 전압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시정수는 저항(R2)과 캐패시터(C5)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저항(R2)에 연결된 다

른 저항(R5)은 분압용이다.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100)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200) 사이에는 제1누설 전류(leakage current) 차단기(250)가 

연결된다. 상기 제1누설 전류 차단기(250)는 출력이 피드백되는 반전단자(-)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200)에 연결되

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2연산증폭기(U2)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및 제2연산증폭기(U1, U2)로는 페어차일드(FAIRCHILD)사의 'LF347'(Quad Operational Amplifier: JFE

T)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100)의 제1다이오드(D1)가 턴 온(turn on) 되려면 제한전압(V limit )이 출력전압(Vout)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때는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100)가 버퍼 기능을 하게 되어 입력전압{제1연산증폭기(U1)의 비

반전단자(+)에 인가되는 전압 Vin}과 출력전압(Vout)이 같아지게 된다. 반대로, 제1다이오드(D1)가 턴 오프(turn off

) 되려면 제한전압(V limit )이 입력전압(Vin)보다 작아야 한다.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버퍼의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되고,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의 출력전압(Vout)은 제한전압(V limit )에서 누설 전류로 인해 저항(R1)에 

걸리는 전압(i leakage * R1)만큼 뺀 전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출력전압(Vout)이 제한전압(V limit )보다 더 낮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상기 제1누설 전류 차단기(250)가 필요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의 구성에 하한 전압제한기(300), 전압 저속하강기(400), 그리고 제2누설 전류 차단기(450)를 더 포함하는 구성

을 갖는다. 단, 상한 전압제한기(100)는 제1 및 제2파워 트랜지스터(TR1, TR2)의 베이스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제1

파워 트랜지스터(TR1)의 에미터단자와 상기 제2파워 트랜지스터(TR2)의 콜렉터단자는 도 1의 LD의 6번 핀(pin)에 

연결된다. 상기 6번 핀은 써모일렉트릭(thermoelectric) 쿨러 플러스{Cooer (+)} 단자이다.

이와 같이 하한 전압을 제한하는 구성은 ATC(Automatic Temperature Control)를 위한 것이다.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는 출력전압(Vout2)이 일정 전압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다.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는 

저항(R6)을 통해 상기 제2누설 전류 차단기(450)를 거쳐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400)에 연결되는 반전단자(-)와 전원

이 인가되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3연산증폭기(U3)와 캐소드가 상기 제3연산증폭기(U3)의 반전단자(+)와 상

기 제1연산증폭기(U1)의 비반전단자(-)에 연결되고, 애노드가 상기 제3연산증폭기(U3)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다

이오드(D2)로 구성된다.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400)는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에 인가될 전압이, 초기 순간 과다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정

도로, 천천히 하강하도록 시정수를 형성하는 저항(R3)과 캐패시터(C6)로 구성된다.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와 상

기 전압 저속하강기(400) 사이에는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제2누설 전류 차

단기(450)가 연결된다. 상기 제2누설 전류 차단기(450)는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에 제공되는 출력이 피드백되는

반전단자(-)와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400)에 연결되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4연산증폭기(450)를 이용하여 상

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한다.

상기 제3 및 제4연산증폭기(U3, U4) 역시 페어차일드사의 'LF347'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300)의 제2다이오드(D2)가 턴 온 되려면 제한전압(V limit2 )이 출력전압(Vout2) 보다 작아야 

한다. 이때는 버퍼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입력전압{제3연산증폭기(U3)의 비반전단자(+)에 인가되는 전압 Vin}과 출력

전압(Vout2)이 같아지게 된다. 반대로, 제2다이오드(D2)가 턴 오프 되려면 제한전압(V limit2 )이 입력전압(Vin)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버퍼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의

출력전압(Vout2)은 제한전압(V limit2 )에서 누설 전류로 인해 저항(R6)에 걸리는 전압(i leakage * R6)만큼 뺀 전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출력전압(Vout2)이 제한전압(V limit2 )보다 더 낮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상기 제2누설 전류 차단

기(450)가 필요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혹은 제2실시 예에서 시간 변화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제한 전압이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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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증가하면서 상한 제한 전압과 하한 제한 전압은 천천히 증가 혹은 감소한다. 상한 제한 

전압은 저항(R2)과 캐패시터(C5)에 의한 시정수만큼 천천히 증가하며, 하한 제한 전압은 저항(R3)과 캐패시터(C6)에

의한 시정수만큼 천천히 감소한다. 이로써 초기 전원 인가시 LD에 순간 과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가(high price)의 DM-DFB/EM-DFB LD의 초기 순간 과다 전류에 의한 손상을 막아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궤환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안정화 때의 주요 부품 손상을 막아주는 장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이저다이오드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전압이 일정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올려주는 전압 저속상승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는,

소정의 저항을 통해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에 연결되는 반전단자와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1

연산증폭기와,

애노드가 상기 제1연산증폭기의 반전단자와 상기 레이저다이오드의 직류 바이어스 단자에 연결된 파워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자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제1연산증폭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다이오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

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는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이, 초기 순간 과다 전류가 발생하지 않

을 정도로, 천천히 상승하도록 상기 시정수를 형성하는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 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

기 위한 제1누설 전류 차단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제공되는 출력이 피드백되는 반전단자(-)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에 연결되는 비반전단자(

+)를 가지는 제2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제1누설 전류 차

단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6.
레이저다이오드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전압이 일정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올려주는 전압 저속상승기와,

상기 레이저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이 일정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하한 전압제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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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을 소정의 시정수 만큼 천천히 내려주는 전압 저속하강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는,

소정의 저항을 통해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에 연결되는 반전단자와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1

연산증폭기와,

애노드가 상기 제1연산증폭기의 반전단자와 상기 레이저다이오드의 직류 바이어스 단자에 연결된 제1파워트랜지스

터의 베이스단자 및 상기 레이저다이오드의 써모일렉트릭 쿨러(+) 단자에 연결된 제2파워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자

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제1연산증폭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1다이오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

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는,

소정의 저항을 통해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에 연결되는 반전단자와 전원이 인가되는 비반전단자를 가지는 제3연산증

폭기와,

캐소드가 상기 제3연산증폭기의 반전단자와 상기 제1연산증폭기의 비반전단 자에 연결되고, 애노드가 상기 제3연산

증폭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다이오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는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이, 초기 순간 과다 전류가 발생하지 않

을 정도로, 천천히 상승하도록 상기 시정수를 형성하는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

기 위한 제1누설 전류 차단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 제공되는 출력이 피드백되는 반전단자(-)와 상기 전압 저속상승기에 연결되는 비반전단자(

+)를 가지는 제2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상기 상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제1누설 전류 차

단기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는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 인가될 전압이, 초기 순간 과다 전류가 발생하지 않

을 정도로, 천천히 하강하도록 상기 시정수를 형성하는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와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

기 위한 제2누설 전류 차단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 제공되는 출력이 피드백되는 반전단자(-)와 상기 전압 저속하강기에 연결되는 비반전단자(

+)를 가지는 제4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상기 하한 전압제한기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제2누설 전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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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다이오드 보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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