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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섬유에 관한 것으로, 광섬유에 도핑된 희토류 원소에 의한 광신호 증폭과 코어 조성물질의 비선형 라만효과에

의한 광신호 증폭이 발생하되, 희토류 원소에 의한 광 증폭 대역과 라만에 의한 광 증폭대역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밴

드를 달리하여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광증폭기용 광섬유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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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코어와 상기 코어를 둘러싸는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에 있어서,

비선형 라만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

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 및

상기 코어 또는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

를 포함하며,

상기 코어 및 상기 클래딩을 따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파장을 갖는 펌프광이 진행하면, 상기 제1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

광으로부터 제1 밴드 광신호 및 제3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광으로부터 제2 밴드

광신호가 증폭되는 광섬유.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밴드는 상기 제1 밴드와 상기 제3 밴드 사이에 서로 인접해 있는 광섬유.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의 조성물은 실리카, 텔루라이트, 플로라이드, 황화물계 또는 셀레나이드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원소는 어븀, 이터븀, 프라세오디뮴, 니오디뮴, 홀뮴, 툴륨 또는 디스프로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의 조성물이 실리카이고, 상기 제1 원소가 게르마늄(Ge), 상기 제2 원소가 어븀(Er)인 경우, 펌핑 파장이

1380~1420nm 대역의 파장과 1480~1500nm 대역 파장을 갖는 펌핑용 광원을 가지고 상기 광섬유를 펌핑하면,

상기 게르마늄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 상기 어븀에 의한 광증폭으로 상기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nm), 상기 게르마늄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3 밴드인 L-밴드(1570~1610 nm) 광신

호가 동시에 증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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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와 상기 코어를 둘러싸는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에 있어서,

비선형 라만 현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

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 및

상기 코어나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

가 포함되며,

상기 코어와 상기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를 단일 파장의 펌프 광으로 펌핑할 경우,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상기 제1 원

소에 의해 제1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코어 또는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제2 밴드 광신

호가 증폭되는 광섬유.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의 조성물이 실리카이고, 상기 제1 원소가 게르마늄(Ge), 상기 제2 원소가 어븀(Er)인 경우, 펌핑 파장이

1380~1420 nm 대역인 단일 파장 펌핑 광원으로 이 광섬유를 펌핑하면, 상기 게르마늄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 상기 어븀에 의한 광증폭으로 상기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nm) 광신호가 동시

에 증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8.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해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

소가 코어에 첨가되는 제1 광섬유; 및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코어 또는 클래딩에 첨가된 제2 광섬유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직렬 조합으로 연결하

되,

상기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서로 다른 2개의 파장을 갖는 펌프 광에 의해, 상기 제1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1 광섬유 내에

서 제1 밴드 광신호 및 제3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2 광섬유 내에서 제2 밴드 광신

호가 희토류 원소에 의해 증폭되는 광섬유.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섬유가 상기 제1 원소로 게르마늄이 첨가된 라만 광섬유이고, 상기 제2 광섬유가 상기 제2 원소로 어븀이 첨가

된 어븀 첨가 광섬유인 경우,

펌핑 파장은 1380~1420 nm 대역의 파장과 1480~1500 nm 대역 파장을 갖는 펌핑용 광원을 가지고, 상기 제1 및 제2 광

섬유를 펌핑하는 경우, 상기 라만 광섬유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 상기 어븀 첨

가 광섬유에 의한 광증폭으로 상기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nm), 상기 라만 광섬유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3 밴드인 L-밴드(1570~1610 nm)가 동시에 증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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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해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

소가 코어에 첨가되는 제1 광섬유; 및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코어 또는 클래딩에 첨가된 제2 광섬유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직렬 조합으로 연결하

되,

상기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단일 파장의 펌프광으로 상기 제1 광섬유 및 상기 제2 광섬유 조합을 펌핑하게 되면 상기 제

1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1 광섬유 내에서 제 1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2 광섬유에

서 제 2 밴드 광신호가 증폭되는 광섬유.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섬유가 상기 제1 원소로 게르마늄이 첨가된 라만 광섬유이고, 상기 제2 광섬유가 상기 제2 원소로 어븀이 첨가

된 어븀 첨가 광섬유인 경우,

펌핑 파장은 1380~1420 nm 대역의 단일파장의 펌핑광원으로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를 펌핑하면, 상기 라만 광섬유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상기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 광신호가, 상기 어븀 첨가 광섬유에서 상기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nm) 광신호가 각각 동시에 증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섬유에 관한 것으로, 광섬유에 도핑된 희토류 원소에 의한 광신호 증폭과 코어 조성물질의 비선형 라만효과에

의한 광신호 증폭이 발생하되, 희토류 원소에 의한 광 증폭 대역과 라만에 의한 광 증폭대역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밴

드를 달리하여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된 광증폭기용 광섬유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라만 광증폭기와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는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전으로 파장다중 광통신 시

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증폭기로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는 C-밴드(1530 ~ 1570㎚) 증폭뿐 만 아니라 L-밴드(1570 ~ 1610㎚) 증폭기의 개발로 80 nm

이상 증폭이 가능하다. 그러나, S-밴드 (1490 ~ 1530㎚)증폭을 어븀첨가 광섬유 증폭기로 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지만 아

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븀첨가 광섬유내에 C-밴드 대역 감쇄 필터를 달아서 S-밴드를 증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S-밴드 대역 어븀첨가 광섬유 증폭기는 최종 광출력 파워가 매우 낮아서 아직 실용화 되지는 않았

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밴드 대역에서는 라만 광섬유 증폭기가 실제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라만 광증폭기는 이득영역이 펌핑 파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븀 첨가 광증폭기가 증폭할 수 없는 대역을 증폭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다파장 펌핑으로 이득 대역폭을 100 nm 이상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송미디엄 자체를 증폭미디엄

으로 사용하는 분산형 라만 증폭기(distributed type Raman amplifier)는 신호대 잡음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반

면 높은 펌핑파워와 긴 길이의 비선형 광 증폭용 광섬유가 요구되는 점이 단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희토류 원소에 의한 광 증폭대역과 라만에 의한 광 증폭대역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밴드를 달리하여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광증폭기용 광섬유를 구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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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희토류(예, 어븀)의 광섬유내의 농도에 따른 이득 특성을 분석하고 희토류에 의한 증폭대역과 라

만 증폭 대역을 광펌핑 파워와 광섬유 길이를 조절하여 최적의 이득 평탄화를 얻을 수 있는 광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 1측면은 코어와 상기 코어를 둘러싸는 클래딩을 구비하

는 광섬유에 있어서, 비선형 라만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 및 상기 코어 또는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희토류 원소(어븀, 이터븀, 프

라세오디뮴, 니오디뮴, 홀뮴, 툴륨 또는 디스프로슘)인 제2 원소를 포함하며, 상기 코어 및 상기 클래딩을 따라 서로 다른 2

개 이상의 파장을 갖는 펌프광이 진행하면, 상기 제1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광으로부터 제1 밴드 광신호 및 제3 밴드 광신

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광으로부터 제2 밴드 광신호가 증폭되는 광섬유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2 밴드는 제1 밴드와 제3 밴드 사이에 있다.

삭제

예를 들어, 광섬유의 조성물이 실리카이고, 이 조성의 광섬유의 코어에 제1 원소인 게르마늄(Ge)이 도핑되고, 제2 원소인

어븀(Er)이 광섬유의 클래딩에 도핑된 경우, 펌핑 파장이 1380~1420 nm 대역의 파장과 1480~1500 nm 대역 파장을 갖

는 펌핑용 광원을 가지고 펌핑하게 되면, 게르마늄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와 제3 밴

드인 L-밴드(1570~1610 nm) 대역의 광신호가, 어븀에 의한 광증폭으로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nm) 광신호가

동시에 증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은 코어와 상기 코어를 둘러싸는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에 있어서, 비선형 라만 현상을 유도하기 위

하여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 및

상기 코어나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포함되며, 상기 코어와 상기 클래딩을 구비하는 광섬유를

단일 파장의 펌프 광으로 펌핑할 경우, 상기 코어에 포함되는 상기 제1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광으부터 제1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코어 또는 상기 클래딩에 포함되는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상기 펌프광으로부터 제2 밴드 광신호가 증

폭되는 광섬유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2 밴드는 제1 밴드와 인접해 있다.

예를 들어, 광섬유의 조성물이 실리카이고, 코어에 제1 원소인 게르마늄(Ge)이 도핑되고, 제2 원소인 어븀(Er)이 광섬유의

클래딩에 도핑된 경우, 1380~1420 nm 사이에 있는 단일 파장의 광원으로 상기 조성의 광섬유를 펌핑하게 되면 코어에서

게르마늄의 비선형 라만 증폭으로 제1 밴드인 S-밴드(1490~1530 nm) 광신호가 증폭되고, 코어에 인접한 클래딩에서 어

븀에 의한 광증폭으로 제2 밴드인 C-밴드(1530~1570㎚) 광신호가 증폭되게 된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해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가 코어에 첨가되는 제1 광섬유; 및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코어 또는 클래딩에 첨가된 제2 광

섬유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직렬 조합으로 연결하되,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의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서로 다

른 2개의 파장을 갖는 펌프 광에 의해, 상기 제1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1 광섬유 내에서 제1 밴드 광신호 및 제3 밴드 광신

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2 광섬유 내에서 제2 밴드 광신호가 희토류 원소에 의해 증폭되는 광

섬유를 포함하는 광증폭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 측면은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해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탈루륨 또는 셀루륨

군에서 선택된 제1 원소가 코어에 첨가되는 제1 광섬유; 및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코어 또는 클래딩에 첨가된 제2 광

섬유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직렬 조합으로 연결하되,상기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단일 파장의 펌프광으로 상기

제1 광섬유 및 상기 제2 광섬유 조합을 펌핑하게 되면 상기 제1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1 광섬유 내에서 제1 밴드 광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를 함유한 상기 제2 광섬유 내에서 제2 밴드 광신호가 증폭되는 광섬유를 포함하는 광증폭기

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2 밴드는 제1 밴드와 인접해 있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에서 예로 든 실리카 광섬유에서 코어에 게르마늄이 첨가되고, 클래딩에 어븀이 첨가된 경우, 광증폭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광섬유 코어에 어븀만 첨가된 광섬유 증폭기는 C-밴드 광신호를

30dB이상 증폭하는데 10m정도의 광섬유가 필요하고, 라만 증폭기의 경우는 같은 조건의 광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수 km

이상의 광섬유가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에서 기술한 것처럼 C-밴드 광신호를 어븀에 의해서 증폭하는 경우와

S-밴드및 L-밴드를 라만에 의해서 증폭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하 라만 광이득을 얻기 위해서 광섬유 길이가 적어도 수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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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실리카 광섬유 클래딩내 어븀의 농도는 동일 길이의 수 km 내에서 C-밴드 대역 광 증폭을 얻어

야 하므로 그 농도를 기존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븀 첨가 광섬유의 수 백분의 1 정도(1015 ~ 1017 cm-3)로 도핑이 되

어야 한다.

이때 코어에서의 게르마늄 농도는 10 mol % ~ 20 mol % 사이에 있게 되면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0.015 ~

0.03 정도가 돼서 수 km 길이에서 충분히 라만 광증폭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광섬유를 1.411 ㎛ 파장을 갖는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을 하게 되면 C-밴드 광신호는

코어나 클래딩의 어븀에 의해서 광증폭이 되고, 어븀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고 남은 펌프광은 코어에서 비선형 현상에 의한

라만 광증폭에 사용되어 S-밴드 광신호는 펌프광의 라만 천이에 해당되는 1.52 ㎛ 파장 대역에서 광 증폭이 일어나게 된

다. 또한, 펌핑파장이 1.411㎛뿐만 아니라 1.49㎛도 갖는 즉, 서로 다른 파장의 두 펌핑 광원을 가지고 동시에 펌핑할 경우

광섬유 코아에서 라만에 의해 S-밴드와 L-밴드 광신호가 증폭이 가능하고, 광섬유 클래딩에서 어븀에 의해 C-밴드 광신

호가 증폭이 가능하다.

게르마늄(제1 원소)에 의한 비선형 광증폭과 희토류(제2 원소)에 의해 얻어지는 선형 광 증폭의 크기는 광섬유내의 어븀의

농도와 게르마늄의 농도, 광섬유구조, 광섬유길이, 광손실, 펌프파워에 따라 달라지며 이득평탄화를 위해서 광섬유길이와

펌프파워를 조절하게 되면 5dB 내에서 이득평탄화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

지는 것이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광섬유의 개략적인 구조도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광섬유(1)는 클래딩(20)과, 클래딩(20)의 굴절율 보다 큰 굴절율을 갖는 코어(1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코어(10)에는 비선형 라만 현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 원소가 도핑되고, 클래딩(20) 또는 코어(10)에는 희토류 원소인 제

2 원소가 도핑된다.

단일 파장의 펌프광을 가지고 위 광섬유를 펌핑할 경우 광섬유 내 제1 원소에 의해 S 밴드(1490~1530 nm)로 라만 증폭

되고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C 밴드(1530~1570 nm)로 광신호가 증폭된다.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두개의 펌프광을 가지

고 상기 광섬유를 펌핑할 경우 광섬유내 제1 원소에 의해 제1 밴드와 제3 밴드가 라만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제2

밴드로 광신호가 증폭된다. 여기서 제2 밴드는 제1 밴드와 제3 밴드 사이에 있다.

삭제

광섬유의 조성물은 실리카, 텔루라이트, 플로라이드, 또는 황화물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라만 증폭에 사용되

는 제1 원소는 유리조성을 만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인, 황, 텔루륨 또는 셀레늄이고, 제2 원소(희토류 원소)는 어븀, 이터

븀, 프라세오디뮴, 니오디뮴, 홀뮴, 툴륨 또는 디스프로슘 등이다. 또한, 제1 원소 및 제2 원소 각각은 1개 종류 이상의 원

소들을 첨가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리카 원소를 이용하는 광섬유의 경우, 광섬유 코어(10)에는 게르마늄이 10 mol % ~ 20 mol % 정도 추가되

어서 코어(10)의 굴절률이 클래딩(20)에 비해 약 0.015~0.03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코어(10)의 인접 클래딩(20)에

는 알류미늄과 어븀이 첨가되어 있고 클래딩(20)의 굴절률은 주변 클래딩과 같거나 10-3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고 조절된

다.

실제로 펌프광은 코어(10)를 따라 진행하며 그것의 인접 전계(evanescent field)에 의해 클래딩(20)의 어븀이 여기된다.

각 입력 광신호는 역시 코어(10)로 진행하면서 펌프빔에 의해 코어에 인접한 클래딩의 인버전된 어븀 이온들에 의해 증폭

된다. 코어(10)로 진행하는 펌프빔은 코어(10) 내의 고농도의 게르마늄으로 인해 라만 산란이 펌프에서 100 nm 떨어진 곳

에서 일어나고 이 파장대역을 지나는 입력 광신호들은 라만 광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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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븀의 도핑영역(25)은 도시된 그림처럼 코어의 바로 인접한 클래딩 영역에 링형(ring type)으로 도핑영역(25)을 도시하

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코어(10)로부터 소정거리 이격되어 링형상으로 도핑영역이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어븀 도

핑영역(25)의 위치에 따라서 어븀에 의한 광증폭 특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

도 2는 도 1의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증폭기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광섬유 증폭기(100)는 제1 및 제2 아이솔레이터(140, 150)와, 광섬유(110)와, 제1 및 제2 결합기(120, 130)와, 제1 및 제

2 광원(160, 17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제1 아이솔레이터(140)는 광섬유 증폭기로 입력된 광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그 역방향으로 입력되는 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2 아이솔레이터(150)는 제2 결합기(130)를 통하여 입력된 광은 통과시키고 역방향으로 입력되는 광

신호는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제1 및 제2 아이솔레이터(140, 150)가 개시되어 있지만, 제1 및 제2

아이솔레이터(140, 150)가 광섬유 증폭기(100)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는 아니다.

광섬유(110)는 코어와 클래딩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클래딩에는 희토류 원소에 의해 제2 밴드로 광증폭을 하는 제2 원소

가 첨가되고, 코어에는 비선형 라만 광증폭에 의해 제1 밴드로 광증폭을 하는 제1 원소가 첨가된다.

제1 및 제2 광원(160, 170)은 예컨대 1380~1420 nm 대역의 단일 파장으로 광을 펌핑하여 광섬유(110)에 출력하는 레이

저 다이오드이다.

제1 결합기(120)는 제1 아이솔레이터(140)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광신호와 제1 광원(160)으로부터 출력된 광을 결합하여

광섬유(110)에 입력하고, 제2 결합기(130)는 광신호는 통과시키고 제2 광원(170)으로부터 입력되는 광은 광섬유(110)에

역방향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광원과 WDM 결합기가 각각 2개씩 이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변형으로 광섬유

(110)의 양쪽 중 일측에만 광원과 WDM 결합기를 각각 1개씩 채용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원(160,170)인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장은 S-밴드 라만 광증폭과 C-밴드 광증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최적의 파장인 1.411 ㎛ 로 고정시킨다.

도 3은 도 2의 광증폭기를 실제 구현한 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3에서, 예를 들어, 광섬유 4 km를 1.411 ㎛ 파장의 펌프 레이저로 양방향으로 펌핑하는 구조이다. 사용된 광섬유(110)

의 길이는 C-밴드 광증폭기에서 사용되는 길이에 비해 충분히 길며 분산형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에 비해서는 짧다. 전

사모사를 위해 사용된 광섬유 변수는 코어 반경이 2.4 ㎛ 이고 차단 파장은 1.31 ㎛ 로 고정시켰다.

어븀이 도핑되어 있는 클래딩 영역은 코어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2.6 ㎛ 떨어진 곳을 시작으로 링형(ring type) 도핑되어

있고 그 두께는 약 2.6 ㎛ 로 하였다. 이러한 값들은 어븀에 의한 광증폭 특성과 라만에 의한 광증폭 특성에 밀접하게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어븀의 도핑 영역이 코어와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광 증폭 특성이 민감하게 변하고 광섬유의 백그라운드 손실값도

변하게 된다. 코어와 클래딩 굴절률 차는 0.015이다. 이때 라만이득계수는 게르마늄 농도와 유효코어 단면적에 의해 결정

된다. 광섬유 코어에 인접한 클래딩내의 어븀농도는 S-밴드와 C-밴드 사이의 평탄한 이득을 얻기 위해 최적의 농도값을

가져야 한다.

임의의 광섬유 길이에서 어븀농도가 너무 크게 되면 펌프광의 대부분이 여기되지 않은 어븀이온들에 의해 흡수되어 결국

S-밴드 광신호는 펌프광의 파워가 낮아 라만증폭이 안 일어난다. 광섬유 어븀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 S-밴드 광신호가 C-

밴드 광신호에 비해 더 크게 증폭 된다. 전산모사에서 사용된 광섬유의 백그라운드 손실은 현재 어븀을 코어가 아닌 클래

딩에 넣고 제작하기 때문에 어븀첨가에 따른 OH 본드에 의한 손실의 증가가 클래딩에서 주로 형성되므로 코어에 도핑하

는 경우 보다는 전체 광손실 값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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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서 제시된 광증폭기 구조를 전산모사를 통해 -25dBm의 균일 입력 광신호를 넣었을 때 나온 출력을 파장축

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사용된 펌핑파워는 순방향 역방향 각각 570mW이고 어븀의 농도는 3 x 1016 cm-3 이고, 게르마

늄 농도는 10 mol % 이다. 펌핌 소스광의 파장이 1.411 ㎛이므로 광섬유의 클래딩에 도핑되어 있는 어븀은 이 파장대에서

흡수 단면적이 낮아 긴 거리를 지나면서 점점 펌프광을 흡수한다.

기본적으로 펌프광의 흡수로 여기된 어븀 이온들은 그 이온들이 갖고 있는 흡수 밴드 대역(1.41~1.61 ㎛) 에서 광흡수가

없다. 따라서 어븀 이온의 펌프광의 흡수가 광섬유 전체에서 90~100 % 이루어 진다면 S-밴드 대역(1.50~1.53㎛)에서 라

만 광증폭이 가능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1.53 ㎛ 파장에서의 이득 피크는 클래딩의 어븀에 의한 전형적인 직접 천이 피크

이고, 라만에 의한 이득 피크가 1.505와 1.52 ㎛ 에서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1.50~1.53 ㎛ 대역은 대부분 라만에 의해

이득을 얻어 증폭되었고, 1.53~1.565 ㎛대역은 대부분 어븀이온(Er ion)들에 의해 이득을 얻어 증폭되었다. 1530 nm 대

역의 피크 만 필터링 한다면 전체적으로 0 dBm 정도의 균일한 광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도 5는 도 3의 구조에서 펌핑파워를 570 mW로 고정시키고 광섬유의 길이를 변화 시켰을 때 이득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

다. 광섬유의 길이가 2 km 인 경우 즉, 펌핑 광의 세기는 충분히 크고 광섬유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광섬유내의

전체 어븀 이온의 수가 작기 때문에 펌프 광이 모든 어븀 이온들을 충분히 여기시키고 그 남는 파워로 라만 현상이 일어난

다. 이경우 S-밴드 대역 이득 값이 어븀의 C밴드 대역 이득 값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광섬유의 길이가 5 km 이상인

경우 전체 광섬유내 어븀 이온의 수가 많아지고, 결국 펌프 광이 긴 거리를 진행할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가 어븀에 의해 흡

수된다.

이러한 펌프광의 고갈은 코어에서의 비선형 라만 광증폭 현상을 크게 줄여 S-밴드 대역의 이득 값은 전체적으로 크게 줄

게 된다. 또한 펌프광을 흡수 하지 못한 일부 어븀 이온들은 S-밴드 대역에서 많은 광 흡수를 일으켜 라만 현상에 의해 증

폭된 S-밴드 광 신호들이 어븀에 의해 재 흡수 되어 전체 이득이 또한 줄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펌핑 파워에 대해 S-밴드

라만 광 이득 값을 어븀에 의한 C-밴드 광 이득의 값에 맞추어 광섬유 길이를 최적의 값으로 조절하여 어느 정도 이득평탄

화를 얻을 수 있다.

도 6은 도 3의 구조 조건에서 펌프파워를 조절하여 얻어진 이득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광섬유 길이는 4 km로 고정되어

있다. 펌프 파워를 증가시킴에 따라 라만에 의한 이득 피크, 1.505와 1.52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펌프 파워의 증가와 함께 어븀에 의한 C-밴드 광 증폭 대역도 약하게 라만 이득을 얻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광

섬유의 길이가 고정된 경우 펌핑 파워를 조절하여 S-밴드와 C-밴드의 이득 대역을 평탄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도 7a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섬유 클래딩에 어븀의 도핑농도가 3x1016cm-3 인 광섬유에서 주어진 길이를 일정하게

변화시켰을 때 펌핑 파워를 조절하여 이득 평탄화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값과 잡음지수(noise figure)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었다.

광섬유 길이에 따라 이득 평탄화를 얻을 수 있는 광 펌핑 세기가 다르다. 길이가 2km 일 때는 사용된 펌핑파워는 순방향

역방향 각각 470 mW였고, 3 km, 4 km, 5 km, 6 km 일 경우는 각각 510, 570, 670, 800 mW로 증가했다. 광섬유의 길이

와 펌핑 파워를 증가 시킴으로써 전체 이득이 점점 증가한다. 잡음 지수는 5가지 경우 모두 5.5~6.2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도 7b는 어븀이 코어와 바로 인접한 클래딩 영역에 어븀 농도가 1x1016cm-3 일 때 광섬유에서 주어진 길이를 일정하게 변

화 시켰을 때 펌핑 파워를 조절하여 이득 평탄화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값과 잡음지수(noise figure)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었다. 광섬유 길이가 10 km 일 때 사용된 펌핑 파워는 순방향 역방향 각각 250 mW이었고, 15 km, 20

km일 경우 각각 330, 430 mW로 증가하였다.

광섬유의 길이와 펌핑 파워를 증가 시킴으로써 전체 이득이 점점 증가하고. 잡음 지수는 5가지 경우 모두 7.0~7.5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저농도 어븀첨가 광섬유의 경우 긴 길이의 광섬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적은 펌핑 파워로도 이득평탄화가 얻어

진다. 결과적으로 고농도 어븀첨가 광섬유는 높은 이득과 낮은 노이즈 특성을 갖지만 요구되는 펌프파워가 매우 높아서 비

효율적이며, 그에 반해 낮은 농도의 어븀 첨가 광섬유는 비록 긴 길이가 요구되지만 낮은 펌핑 파워를 이용하기 때문에 효

율적이다. 게르마늄의 농도를 좀더 조절하게 되면 광섬유의 길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펌프파워도 감소 시킬 수 있

어 좀더 효율적인 증폭기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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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산형 어븀-게르마늄(distributed type Er-Ge) 첨가 광섬유와 그것의 광증폭기와 특성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광섬유 전체에 어븀을 약하게 분포시켜 도핑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된 어븀을 어느 한쪽으로 혹은 국부적으로 모아서 그 일

부분에만 어븀 도핑 농도를 크게 한다면 실시예 1에서 얻었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섬유의 앞단에 또는 광섬유의 중간 또는 광섬유의 뒷단에 코어에 어븀이 예컨대 실시예 1의 경우 보다 수백

배 이상의 고농도로 첨가된 광섬유와 10~20 mol% 정도의 게르마늄이 첨가된 두개의 광섬유를 서로 연결하여 광 증폭기

를 구성할 경우 한파장의 펌핑 광원으로 S-밴드와 C-밴드를 동시에 증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2)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광섬유 구조의 개략적인 구조도 이다.

도 8을 참조하면, 광섬유 구조(200)는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한 제1 원소가 첨가된 제1 (서브)광섬유(220)와 희

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첨가된 제2 (서브)광섬유(210)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직렬 조합으로 연결하되,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단일 파장의 펌프광으로 이 조합된 광섬유를 펌핑할 경우, 제1 원소에 의해 S 밴드(1490~1530 nm) 광

신호가 라만 증폭되고 상기 제2 원소에 의해 C 밴드(1530~1570 nm) 광신호가 증폭한다.

도 8에서는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한 제1 원소가 첨가된 제1 서브광섬유(220)와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첨가

된 제2 서브광섬유(210)를 각각 하나씩 직렬 연결한 것을 도시하고 있으나, 광섬유들의 갯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도 9a 내지 도 9c는 도 8의 광섬유 구조를 구현한 예들을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9a를 참고하면, 이미 상용화된 어븀-도핑된 광섬유(Erbium-doped fiber;EDF)를 앞단에 25m 길이로 두고 뒷단에 고

농도 도핑된 광섬유(high germanium-doped fiber), 예컨대 이미 상용화 되어있는 분산보상 광섬유(DCF) 5km를 둔 경우

이다(이하, EDF(25m)DCF(5km)). 도 8b는 앞단에 DCF 5km를 뒷단에 EDF 25m(이하, DCF(5km)EDF(25m)), 도 8c는

DCF 5km 중간에 EDF 25m를 둔 경우이다(이하, DCF(2.5km)EDF(25m)DCF(2.5km)). 이와 같은 광섬유 구조를 도 2의

광 증폭기 구조에서 광섬유의 위치에 배치하면, 실시예 1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도 10은 도 9의 3가지 광섬유 구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전산모사 결과이다. 사용된 광 펌핑 파워는 양방향 각각 570 mW이

고 입력 광신호는 마찬가지로 -25dBm으로 1500~1560nm 까지 균일하게 넣었다. EDF(25m)DCF(5km)(도 8a)의 경우,

1530 nm 피크 만 제외하면 S-밴드와 C-밴드의 이득대역이 평탄하다. 그러나 잡음지수는 S-밴드 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DCF(5km)EDF(25m)(도 8b)의 경우는 S-밴드 이득이 매우 커졌고 잡음 지수는 C-밴드 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DCF

(2.5km)EDF(25m)DCF(2.5km)(도 8c)의 경우는 도 8a와 도 8b의 경우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파장에 따른 잡음의 평탄 정도는 DCF(5km)EDF(25m)가 가장 좋았다. 파장에 따른 이득의 평탄도와 잡음 지수의 평탄도

를 DCF의 길이와 EDF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하며 적당한 조합으로 두 평탄도를 최적으로 하는 조건이 존재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어븀첨가 광증폭기에 비해 좀더 간단한 구조로 S-밴드와 C-밴드를 동시에 증

폭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라만광증폭기가 S-밴드와 C-밴드를 동시에 증폭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출력 다파장 펌프레

이저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어서 구조면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이상에서는 S-밴드와 C-밴드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펌핑 파장을 서로다른 두파장 이상을 사용하면 S-밴드 대역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라만 증폭대역의 펌핑파장에 따른 이동하는 특성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S-밴드, C-밴

드. L-밴드 모두 증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3)

도 11은 실시예 3에 의한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증폭기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광섬유 증폭기(300)는 제1 및 제2 아이솔레이터(340, 350)와, 광섬유(310)와, 제1 및 제2 결합기(320, 330)와, 제1 내지

제3 광원(360, 370, 38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경우는 제1 광원과 제3 광원은 같은 파장의 광원이고, 제2 광원은 파장

이 다른 경우이며 제2 광원 역시 제1 광원과 같은 광섬유를 순방향으로 펌핑하고 있는 그림이다(제3 광원은 광섬유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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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펌핑하고 있음). 이번 실시예는 두개의 파장을 갖는 펌핑 소스를 이용하며 이 경우 1500~1600nm까지 100nm

증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라만 광 증폭 만으로는 5개 이상의 펌핑파장이 요구되고 이득 평탄화(gain flattening) 또

한 까다롭다. 따라서 이 발명에서 처럼 라만과 어븀의 증폭 특성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두개의 펌핑 파장으로 100nm 증

폭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증폭기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삭제

도 12는 도 11의 광증폭기를 실제 구현한 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2는 예를 들어, 2개의 반도체 펌프 레이저(1411 nm: 1 W, 1490 nm: 25 mW)로 펌핑하여 S, C, L-밴드를 동시에 증폭

하는 광 증폭기 구조이다. 1490nm 펌핑용 광원은 1411 nm 펌핑용 광원으로부터 라만 광증폭되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1490nm 펌핑 광원의 세기는 L-밴드 라만 광증폭을 위해 충분히 작게 해도 되며, 구조에서는 순반향 펌핑하였다. 광섬유

는 실시예1에 사용된 광섬유 또는 실시예2에 사용된 광섬유 구조가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입력 광신호는 1500~1600 nm

까지 1nm 간격으로 100 채널들이 입력되었고 각 채널의 세기는 -25dBm 의 크기를 갖는다.

도 13은 도 12의 광증폭기 구조에 대해 전산모사한 결과를 파장축에 대해 출력을 나타냈다.

도 13에서 보듯이 S-밴드 광 신호는 1411nm 파장의 펌프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해 라만 광 증폭 되었으며, L-밴드 광 증폭

은 1490 nm 파장의 펌프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해 라만 광 증폭 되었고, C-밴드 광 증폭은 두 펌프레이저에 의해 들뜬 어븀

이온에 의해 증폭된다. 전체 이득은 약 20 dB 정도 되었고 이득 평탄화는 5dB 이내에 들어 왔다.

한편, 실시예 3의 광증폭기 구조에 채용되는 광섬유를 광섬유 구조(실시예 2)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음도 저술한 바와

같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광섬유 구조는 비선형 라만 증폭을 유발하기 위한 제1 원소가 첨가된 제1 서브광섬유와 희토류

원소인 제2 원소가 첨가된 제2 서브광섬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직렬 연결하여 구성 것도 가능하다.

즉, 이미 상용화 되어있는 EDF나 DCF의 조합으로 구성된 광섬유를 이용하고, 두파장의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S, C, L-밴드 의 광대역 광증폭 구현도 가능하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종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어븀 첨가 광증폭기(EDFA)에 비해 이번 발명에서 제시한 어븀첨가 라만 광섬유를 이용하

면 좀더 간단한 구조로 S-C-밴드 또는 S-C-L-밴드를 동시에 증폭하는 것이 가능하며 종래의 라만 광증폭기가 S-C 밴드

나 S-C-L 밴드를 동시에 증폭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출력 다파장 펌프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제작 가격면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

(2) 종래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EDF(어븀첨가 광섬유)와 DCF(고농도 게르마늄첨가 광섬유)를 서로 연결하여 한 파장으

로 펌핑할 경우 S-C-밴드, 그리고 두 파장으로 펌핑할 경우 S-C-L-밴드를 동시에 증폭하는 광증폭기를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음이 밝혀져 상용화 효과가 크다.

삭제

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광섬유의 개략적인 구조도 이다.

도 2는 도 1의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증폭기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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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광증폭기를 실제 구현한 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4 내지 도 7은 도 3의 광증폭기 구조에서 전산모사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들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광섬유 구조의 개략적인 구조도 이다.

도 9a 내지 도 9c는 도 8의 광섬유 구조를 구현한 예들을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10은 도 9의 3가지 광섬유 구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전산모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1은 실시예 3에 의한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증폭기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광증폭기를 실제 구현한 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3은 도 12의 광증폭기 구조에 대해 전산 모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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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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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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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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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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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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