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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중화된 복수 신호 채널 각각에 있어서의 고품질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전송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당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은

광송신기로부터 광파이버 전송로를 통해서 라만 증폭기에 전송된다. 라만 증폭기에서는 여기 광원부로부터의 여기광

이 광커플러를 거쳐서 광파이버에 공급된다. 라만 증폭기에 입력된 다중화 신호광은 광 아이솔레이터와 광커플러를 

거쳐서 광파이버에 도달하고, 광파이버에 있어서 라만 증폭된다. 이 라만 증폭된 다중화 신호광은 광커플러와 광 아

이솔레이터를 거쳐서, 라만 증폭기로부터 출력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전송, 라만 증폭기, 광커플러,광파이버, 복수 신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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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신호 채널 및 여기 채널 각각의 1 배치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광파이버 전송로에 있어서의 전송 손실의 파장 의존성과 파장 분산의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7은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광파이버 전송로로서 SMF 포함함)에 있어서의 이득 스펙트럼(그 1).

도 8은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광파이버 전송로로서 DSF 포함함)에 있어서의 이득 스펙트럼(그 2).

도 9는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광파이버 전송로로서 NZDSF를 포함함)에 있어서의 이득 스펙트럼(그 3).

도 10은 각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여기광 파워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1은 실험계로서 준비된 라만 증폭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실험계에서 이용되는 각 여기 채널의 파워를 도시하는 표.

도 13은 4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으로부터 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으로의 그레이드 업을 설명하기 위

한 여기 채널 및 신호 채널의 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도 11의 실험계에서, 신호 파장 대역의 장파장측 4신호 채널의 Net 이득 및 잡음 특성의 각 파장 의존성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15는 도 11의 실험계의 이득 스펙트럼, Net 이득의 파장 의존성, 및 Net 잡음 특성의 파장 의존성을 각각 도시하

는 그래프.

도 16은 도 11의 실험계에서, MPI 크로스 토크 및 위상 시프트량의 각 파장 의존성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17은 라만 이득 스펙트럼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4채널 신호광과 여기 채널의 관계를 도시하는 표.

도 19는 4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에 있어서의 신호 채널과 여기 채널의 배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MPI 크로스 토크를 개선하기 위한 라만 증폭기에 있어서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1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2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3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4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5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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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6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7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로 다른 광 주파수의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을 전송하는 광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파장 분할 다중(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광전송 시스템은 서로 다른 광 주파수의 복수 신호 채널

이 다중화된 신호광(WDM 신호광)을 광파이버 전송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광 시스템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통신 수요가 왕성한 간선계의 광전송 시스템에서는 복수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 간격을 좁게 하는 

것으로 다중도를 크게 하고, 이것에 의해 더욱 대용량화를 도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다중도가 큰 WDM은

DWDM(Dense WDM)이라고 불린다.

한편, 그 만큼 통신 수요가 크지 않은 광전송 시스템에서는 복수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 간격을 넓게 하는 것으로 다

중도를 작게 하고, 이것에 의해 시스템 코스트의 저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다중도가 작은 WDM은 CWDM(Coars

e WDM)이라고 불린다. CWDM 광전송 시스템에서는 신호광의 신호 채널수 저감에 따라 광부품(예를 들면, 신호광원

, 수광소자 등)의 수를 삭감하고, 또한, 광 주파수 간격이 큰 것에 기인한 파장 정밀도 요구치가 낮은 저가의 광부품(

예를 들면, 광합파기, 광분파기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코스트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발명자들은 종래의 광통신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이하 같은 과제를 발견하였다. 즉, 종래의 CWDM 광전송 시스템에

서는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각 신호 채널을 포함하는 신호 파장 대역의 폭이 넓어져, 예를 들면, 

이 대역폭이 100㎚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역폭이 100㎚ 정도이면, 그 신호 파장 대역 내의 단파장측과 장파장

측에서는 광파이버 전송로의 광학 특성(예를 들면, 전송 손실, 파장 분산 등)이 크게 다르다. 이로부터, 종래의 CWDM

광전송 시스템은 신호 파장 대역 내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전송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복수 신호 채널 각각에 대해서 고품질 전송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WDM 신호)을 광파이버 전송로를 통해서 전

송하는 CWDM 광전송 시스템으로, 상기 신호광의 각 신호 채널의 높은 전송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구조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

중화된 신호광을 출력하는 송신기와, 상기 신호광을 전송하는 광파이버 전송로와, 라만 증폭용 여기광의 공급에 의해

상기 신호광을 라만 증폭하는 유도 라만 산란(SRS: Stimulated Raman Scattering) 수단을 구비한다. 또, 이 SRS 수

단은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를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포함한다. 또한, 이와 같이, 신호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

의 파장 간격은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RS 수단은 상기 광파이 버 전송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라만 증폭

용 광파이버를 포함하는 집중 정수형 증폭기이어도 좋다. 또한 이 경우,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는 상기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의 외부에 위치하는 광파이버 전송로의 전송로 구간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이용하기 위해서(이 경

우, SRS 수단은 분포 정수형 라만 증폭기로서도 기능함), 상기 외부 전송로 구간에 잉여의 라만 증폭용 여기광을 유도

하기 위한 구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SRS 수단은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상기 신호광의 송신단 

및 수신단 중 적어도 한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어느 경우에나 고이득의 라만 증폭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적어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기능하는 

전송로 구간은 상기 신호광을 포함하는 파장 대역에 있어서 음의 파장 분산을 갖는 광파이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광파이버 전송로는 양의 파장 분산을 갖기 때문에, 상기 SRS 수단에 포함되는 광파이버에 의해 그 

파장 분산이 보상되고, 고품질의 신호 전송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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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적어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기능

하는 전송로 구간은 파장 1.39㎛ 부근에서의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B/km 이하인 광파이버를 포함하여도

좋다. 이 경우, 파장 1.39㎛ 부근의 여기광을 고효율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이

득 스펙트럼도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여기 채널의 파장은 상기 신호 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 중 서로 인접하

는 신호 채널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신호 채널과 여기 채널을 배치하는 것으로, 신호 파장 대역 내

의 장파장측에서도 신호광을 고이득으로 라만 증폭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RS 수단은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 중 상기 광파

이버 전송로에서의 전송 손실이 제 1 임계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을 라만 증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상기 SRS 수단은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 중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에서의 누적 파장 분산이 제 2 임계

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의 파장 분산을 보상하는 분산 보상 수단을 또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어느 경우에나, 신호 파장 대역 내의 필요한 파장 범위에 있어서 라만 증폭 또는 분산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신호

채널에 있어서 고품질의 신호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 신호 채널간의 이득 편차을 억제하면서 더욱 넓은 파장 대역에서의 광증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여

기광 광원(LD)을 이용하는 기술이, 예를 들면 일본 특개 2000-98433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종래의 CW

DM 광전송 시스템에서는 여기광의 채널 간격이 6㎚ 이상 35㎚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LD의 수를 적게 유지한 채로 

더욱 이득 평탄도를 높이는 것은 곤란하였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CWDM 광전송 시스템으로서, 광원수를 적게 유지한 상태로 더욱 넓은 파장 대

역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소정의 다중화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기와, 광파이버 전송로와, 상기

신호광을 라만 증폭하는 SRS 수단을 구 비한다. 상기 송신기는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

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을 출력한다.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부설되어, 상기 

신호광 신호광을 전송한다. 상기 라만 증폭기는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에 1이상의 여기 채널이 다중화된 라만 증폭용 여기광을 공급하는 여기광 광원

을 포함한다.

특히,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는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13.2THz 낮은 광 주파수와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

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624GHz(5㎚) 이상 떨어진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1248GHz(10㎚) 이상 떨어지지 않은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

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CWDM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여기광 광원의 수를 적게 유지한 채로 

더욱 넓은 파장 대역에 있어서 높은 이득 평탄도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인접하는 2이상의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 간격은 4680GHz(37.5㎚) 이

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중 서로 인접한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

에 포함 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624GHz 이상 떨어지는 한편 2496GHz(20㎚) 이상 떨어지지 않은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도 좋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의 광 주파수 대역이 12.48THz(100㎚) 이하이고, 여기 채

널수는 사용되는 신호 채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상기 여기광의 여기 채널수를 m, 상기 신호광의 신호 채널수를 

n으로 할 때, 이들 여기 채널수와 신호 채널수는, m≤n/2, 또한 m≤(n+4)/2가 되는 관계를 만족한다.

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여기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상기 SRS 수단의 이득 스펙트럼

은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한 서로 다른 광 주파수의 라만 이득 피크를 갖는다. 이 경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하는 라만 이득 피크가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가 되도록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SRS 수단의 이득 스펙트럼은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한 제 1 광 주파수 간격이 존재하는 라만 이득 피크를 갖고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

호 채널의 광 주파수는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한 라만 이득 피크와 다르고, 또한 제 2 광 주파수 간격이 되도록 설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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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각 실시예를, 도 1 내지 도 27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한다.

(제 1 실시예)

우선,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

템에 있어서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1에 도시된 광전송 시스템(1)은 CWDM 광전송 시스

템으로, 광송신기(110), 광파이버 전송로(120) 및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130; LRA)를 적어도 구비한다.

광송신기(110)는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WDM 신

호)을 출력한다. 이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 신호광의 파장 간격(채널 간격)은 10㎚ 이상인 것이 바람

직하다. 광송신기(110)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을 출력하는 광원에서는 예를 들면, 분포 귀환형 레이저 광원, 파브

리·페로형(Fabri-Perot type) 반도체 레이저 광원(FP-LD), 및, 상기 FP-LD와 광파이버 그레이팅을 조합함으로써 

출력 파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파이버 그레이팅 레이저 광원 등이 적용 가능하다. 신호광의 변조에 있어서는 이들의

광원이 직접 변조되어도 좋고, 외부 변조기에 의해 외부 변조되어도 좋다. 또한, 이들의 광원은 온도 조정되지 않아도

좋다. CWDM 광전송에서는 각 신호 채널의 파장 변동의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 변조 또는 무조정으로 함으

로써 신호 채널 파장이 다소 변동하여도 상관없다.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된 다중화 신호광을 라만 증폭기(130)를 향하여 전송한다. 이 광

파이버 전송로(120)는 파장 1.3㎛ 부근에 영 분산 파장을 갖는 표준 싱글 모드 광파이버(SMF:Single-Mode Optical 

Fiber), 파장 1.3㎛보다 장파장측에 영분산 파장을 갖고 파장 1.55㎛에서 작은 양의 파장 분산을 갖는 비영분산 시프

트 광파이버(NZDSF: Non-Zero Dispersion Shifted Optical Fiber), 파장 1.55㎛ 부근에 영분산 파장을 갖는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DSF: Dispersion Shifted Optical Fiber), 코어영역이 실질적으로 순석영 유리이고 클래드영역에 F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순석영 코어 광파이버, 및, 실효 단면적이 통상의 것보다 확대되어 있는 싱글 모드 광파이버 등,

어느쪽의 광파이버이어도 좋다. 또한,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이들 광파이버 중 어느 2종 이상의 광파이버를 접속하

는 것으로 구성되어도 좋고, 이들 광파이버 중 어느 일종 이상의 광파이버와 분산 보상 광파이버(DCF: Dispersion C

ompensating Optical Fiber)를 접속하는 것으로 구성되어도 좋다.

라만 증폭기(130)는 광파이버 전송로(120)로부터 전송되어 도달한 다중화 신호광을 입력하고, 이 다중화 신호광을 

라만 증폭한다. 라만 증폭기(130)는 다중화 신호광의 송신단 및 수신단 중 적어도 한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만 증폭기(130)는 신호광 입력단으로부터 신호광 출력단을 향해서 순차로, 광 아이솔레이터(131; isolator), 광커

플러(133),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137(광파이버 전송로(120)와 함께 광송신기와 광수신기 사이에 부설된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를 구성함), 광커플러(134), 및 광 아이솔레이터(132)를 구비한다. 또한 라만 증폭기(130)는 광커플러(

133)에 접속된 여기 광원부(135), 및, 광커플러(134)에 접속된 여기 광원부(136)를 구비한다.

광 아이솔레이터(131, 132) 각각은 신호광 입력단으로부터 신호광 출력단을 향하는 순방향으로 광을 통과시키지만, 

역방향으로는 광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여기 광원부(135, 136) 각각은 광파이버(137)에 있어서 신호광을 라만 증폭

하기 위한 여기광을 출력한다. 광커플러(133)는 여기 광원부(135)로부터 도달한 여기광을 광파이버(137)로 순방향으

로 출력하는 동시에, 광 아이솔레이터(131)로부터 도달한 신호광도 광파이버(137)로 출력한다. 광커플러(134)는 여

기 광원부(136)로부터 도달한 여기광을 광파이버(137)로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동시에, 광파이버(137)로부터 도달한 

신호광을 광 아이솔레이터(132)로 출력한다.

여기 광원부(135, 136) 각각은 예를 들면, 파브리·페로형 반도체 레이저 광원(FP-LD), 이 FP-LD와 광파이버 그레

이팅을 조합함으로써 출력 파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파이버 그레이팅 레이저 광원, 분포 귀환형 레이저 광원, 및, 라

만 레이저 광원 등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여기 광원부(135, 136) 각각은 그것에 포함되는 광원이 편파 의존성을 갖

는 경우에,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을 편파 합성하는 편파 합성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광원

으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을 무편광화하는 디폴라라이저(depolarizer)를 포함하여도 좋다.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137)는 라만 증폭용 여기광이 공급됨으로써 다중화 신호광을 라만 증폭한다. 이 광파이버(137

)가 석영계 광파이버인 경우, 여기광 주파수는 신호광 주파수보다 13.2THz 정도 작고, 여기광 파장은 신호광 파장보

다 100㎚ 정도 짧다. 또한, 일반적으로 석영계 광파이버는 파장 1.39㎛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40d

B/km 정도이지만, 이 실시예에 적용되는 광파이버(137)는 파장 1.39㎛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

B/k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손실 피크가 작음으로써, 파장 1.39㎛ 부근의 라만 증폭용 여기광은 광파이버(137

)를 저손실로 전파하기 때문에, 뛰어난 라만 증폭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광의 입력 파워를 P p 로 하고,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의 길이를 L로 하고, 신호광 파장에서의 광파이버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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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α s 로 하고, 여기광 파장에서의 광파이버의 전송 손실을 α p 로 하고, 광파이버의 라만 이득 계수를 g R 로 

하고, 광파이버의 실효 단면적을 A eff 로 하면, 이 광파이버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에 의해 얻어지는 온오프 이득 G o

n-off 및 Net 이득 G net 각각은

G on-off =exp(L eff P p g R /A eff )···(1a)

G net =exp(L eff P p g R /A eff -α s L)···(1b)

단,

L eff =(1-exp(-α p L))/α p ···(1c)

가 되는 식으로 표시된다. L eff 는 광파이버의 실효 길이를 나타낸다.

이 식으로부터, 손실(α p )을 작게 하는 것으로,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장 1.39㎛ 부근의 파장의

여기광을 사용하는 경우,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를 저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파장 1.39㎛ 부근에서의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를 통상의 0.40dB/km에서 0.33dB/km 이하까지 저감함으로써, 광파이버의 실효 길이(L eff )를 2.5

0㎞에서 3.03㎞까지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효율이 20퍼센트 정도 향상된다.

또한,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137)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파장 분산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광

파이버 전송로로서 사용되는 광파이버는 표준 싱글 모드 광파이버 또는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이고, 신호 파장 대역 

내의 파장 1.55㎛에서 양의 파장 분산을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호광원으로서 사용되는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직접 변조되어 출력되는 신호광은 양의 파장 분산을 갖는다. 그래서,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137)는 파장 1.55㎛에 있

어서 음의 파장 분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누적 파장 분산에 기인한 신호광의 파형 열화가 저감되어,

고품질의 신호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광파이버(137)와는 별도로 분산 보상기를 설치하여도 좋다.

도 2는 신호광 및 여기광 각각의 채널 배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a에 도시된 채널 배치에서는 전체 신호 채

널(이 도면에서는 6채널)을 포함하는 신호 파장 대역의 폭이 100㎚ 이하이고, 상기 신호 파장 대역보다 단파장측에 

모든 여기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 채널 각각은 35㎚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b에 도시된 채널 배치에

서는 전체 신호 채널을 포함하는 신호 파장 대역보다 단파장측에 여기 채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신호 파장 대역

으로 인접 신호 채널간에도 여기 채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인접 신호 채널간에 여기 채널을 배치하는 것으로, 광대

역에 걸쳐 다중화 신호광을 고효율로 라만 증폭할 수 있는 동시 에, 신호 파장 대역 내에서의 이득 스펙트럼을 원하는

형상으로 할 수 있다. 도 2c에 도시된 채널 배치에서는 전체 신호 채널을 포함하는 신호 파장 대역의 폭이 100㎚ 이

상인 경우이고, 그 신호 파장 대역보다 단파장측에 모든 여기 채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신호 파

장 대역 내에서 전송 손실이 작은 높은 고파장측에서 라만 증폭하지 않아도(또는 이득이 작아도) 되기 때문에, 고품질

의 CWDM 광전송이 가능하다. 또, 도 2에 있어서, 각 여기 채널은 복수의 종(縱)모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선폭이 좁은

레이저광이어도 좋다.

이 광전송 시스템(1)에서는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

광은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되어, 광파이버 전송로(120)를 전파하고, 그리고, 라만 증폭기(130)에 도달한다. 라만

증폭기(130)에서는 여기 광원부(135, 136)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이 광커플러(133, 133)를 경유하여 광파이버(137)

에 공급된다. 라만 증폭기(130)에 도달한 다중화 신호광은 광 아이솔레이터(131) 및 광커플러(133)를 통과하여 광파

이버(137)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광파이버(137)에 있어서 다중화 신호광이 라만 증폭된다. 라만 증폭된 신호광은 

광커플러(134) 및 광 아이솔레이터(132)를 통과하고, 라만 증폭기(130)의 외부로 출력된다. 라만 증폭기(130)에 있

어서의 이득 스펙트럼의 대역폭이나 형상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 파장 대역이 광대역이어도,

다중화 신호광의 신호 채널 각각을 고품질로 CWDM 광전송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 다. 도 3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

스템에 있어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3에 도시된 광전송 시스템(2)은 CWDM 광전송 시

스템이고, 광송신기(110), 광파이버 전송로(120) 및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230)를 구비한다. 제 2 실시예에 관계

되는 광전송 시스템(2)은 상술한 제 1 실시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1)과 비교하면, 라만 증폭기(130) 대신에 라

만 증폭기(230)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이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기(230)는 신호광 입력단으로부터 신호광 출력단을 향해서 순차로,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137(광파이버 전송로와 함께 광송신기와 광수신기 사이에 부설된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를 구성함)), 광

커플러(134) 및 광 아이솔레이터(132)를 구비한다. 또한, 라만 증폭기(230)는 광커플러(134)에 접속된 여기 광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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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를 구비한다. 이 라만 증폭기(230)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기(130)로부터, 광 아이솔레이터(131), 

광커플러(133) 및 여기 광원부(135)를 제거한 구성에 상당한다.

이 광전송 시스템(2)에 있어서, 라만 증폭기(230)는 여기 광원부(136)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을, 광커플러(4)를 통과하

여 광파이버(137)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잉여의 여기광을 해당 라만 증폭기(230)로부터 외부에 위치하는 광파이버 

전송로(120)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도 3 중의 광파이버 전송로(120) 광파이버(137)와의 유착 접속점 A에 상당)를 갖

는다. 즉, 해당 광전송 시스템(2)은 유도 라만 산란 수단(SRS 수단)으로서,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230) 외에, 광파

이버 전송로(120), 광커플러(134) 및 여기 광원부(136)에 의해 구성된 분포 정수형 라만 증폭기(DRA)를 구비한다. 

따라서,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된 다중화 신호광은 광파이버 전송로(120)를 전파하는 동안에도 라만 증폭되고, 

또한, 라만 증폭기(230)에 의해서도 라만 증폭된다.

또, 이 제 2 실시예에서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에도 여기광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파이버(137)뿐만 아니라 광파이버

전송로(120)도, 파장 1.39㎛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B/k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

스템에 있어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4에 도시된 광전송 시스템(3)은 CWDM 광전송 시

스템이고, 광송신기(110), 광파이버 전송로(120), 광수신기(140), 광 아이솔레이터(131, 132), 광커플러(133, 134), 

및, 여기 광원부(135, 136)를 구비한다.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광송신기(110)와 광수신기(140) 사이에 부설되어 

있다. 광 아이솔레이터(131), 광커플러(133) 및 여기 광원부(135)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광송신기(110)측에 설

치되어 있다. 또한, 광 아이솔레이터(132), 광커플러(134) 및 여기 광원부(136)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광수신기(

140)측에 설치되어 있다.

이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여기 광원부(135)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은 광커플러(133)를 통과한 후에 광파이버 전송로(

120)로 순방향으로 공급된다. 또한, 여기 광원부(136)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은 광커플러(134)를 통과한 후에 광파이

버 전송로(120)로 역방향으로 공급된다. 즉,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3)은 SRS 수단으로서, 광파이버 

전송로(120), 광커플러(133, 134), 및, 여기 광원부(135, 136)에 의해 구성된 분포 정수형 라만 증폭기를 구비한다. 

따라서,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된 다중화 신호광은 광파이버 전송로(120)를 전파하는 동안에 라만 증폭되어, 광

수신기(140)에 도달한다.

또, 이 제 3 실시예에서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에 여기광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파장 1.39㎛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B/k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

스템에 있어서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5에 도시된 광전송 시스템(4)은 CWDM 광전송 시

스템으로, 신호광원부(111 1 내지 111 4 ), 광합파기(112), 광파이버 전송로(120), 광분파기(142), 분산 보상기(143

), 광분파기(144 1 , 144 2 ), 수광부(141 1 내지 141 4 ), 광커플러(133, 134), 및, 여기 광원부(135, 136)를 구비한

다.

신호광원부(111 1 내지 111 4 ) 각각은 서로 다른 파장의 신호를 출력한다. 광합파기(112)는 신호광원부(111 1 내

지 111 4 ) 각각으로부터 출력된 각 신호 채널의 광을 합파한다. 신호광원부(111 1 내지 111 4 ) 및 광합파기(112)

로 광송신기가 구성된다. 광합파기(112)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 신호광은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

THz 이하이고, 신호 채널 간격이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광합파기(112)와 광분파기(142) 사이에 부설되어 있다. 광커플러(133) 및 여기 광원부(135

)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광합파기(112)측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광커플러(134) 및 여기 광원부(136)는 광파이

버 전송로(120)의 광분파기(142)측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 광원부(135)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은 광커플러(133)를 통

과한 후에 광파이버 전송로(120)로 순방향으로 공급된다. 또한, 여기 광원부(136)로부터 출력된 여기광은 광커플러(

134)를 통과한 후에 광파이버 전송로(120)로 역방향으로 공급된다.

즉, 이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4)도, SRS 수단으로서, 광파이버 전송로(120), 광커플러(133, 134), 및

, 여기 광원부(135, 136)에 의해 구성된 분포 정수형 라만 증폭기를 구비한다. 따라서, 광합파기(112)로부터 출력된 

다중화 신호광은 광파이버 전송로(120)를 전파하고 있는 동안에 라만 증폭되어, 광분파기(142)에 도달한다. 또, 이 제

4 실시예에서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에 여기광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파이버 전송로(120)는 파장 1.39㎛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B/k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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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파기(142)는 광파이버 전송로(120)를 전파되어 온 다중화 신호광을 제 1 파장역과 제 2 파장역으로 분파하고, 

상기 제 1 파장역의 광 성분을 광분파기(144 1 )로 출력하고, 제 2 파장역의 광 성분을 분산 보상기(143)로 출력한다.

분산 보상기(143)는 광분파기(142)로부터 도달한 제 2 파장역의 광 성분의 파장 분산을 보상한 후에 광분파기(144 2

)로 출력한다. 분산 보상기(143)로서는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 음의 파장 분산을 갖는 분산 보상 광파이버가 적합

하다. 광분파기(144 1 )는 광분파기(142)로부터 도달한 제 1 파장역의 광 성분을 신호 채널마다 분파한다. 또한, 광분

파기(144 2 )는 분산 보상기(143)로부터 도달한 제 2 파장역의 광 성분을 신호 채널마다 분파한다. 그리고, 수광부(1

41 1 내지 141 4 ) 각각은 광분파기(144 1 , 144 2 )에 의해 각각 분파된 각 신호 채널의 신호를 수신한다.

광분파기(1441, 1442)로서는 유전체 다층막 필터나 파이버 커플형 필터가 바람직하고, 코스트 저감의 관점에서, 인

접 신호 채널간에서의 가드 밴드가 5㎚ 이상인 저가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은 광파이버 전송로에서의 전송 손실의 파장 의존성과 파장 분산의 파장 의존성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또, 도 6에 있어서, 그래프(G610)는 전송 손실의 파장 의존성을 도시하고, 그래프(G620)는 파장 분산의 파장 의존성

을 도시한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장 1400 내지 1500㎚ 정도의 신호 파장 대역 내에서는 광파이버 전송로

는 높은 파도장측에서 누적 파장 분산의 절대치가 크고, 단파장측에서 전송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 제 4 실시예에서

는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누적 파장 분산이 큰 높은 파도장측에 위치하는 신호 채널의 파장 분산을 보상한다. 또한,

광파이버 전송로(120)의 전송 손실이 큰 단파장측에 위치하는 신호 채널을, 높은 파도장측보다 큰 이득으로 라만 증

폭한다.

즉, 이 제 4 실시예에서는 여기 광원(135, 136)으로부터 광파이버 전송로(120)에 공급되는 라만 증폭용 여기광의 파

장 및 파워가 적절하게 설정됨으로써, 다중화 신호광에 포함되는 전체 신호 채널 중 광파이버 전송로(120)에 있어서

의 전송 손실이 제 1 임계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이 고이득으로 라만 증폭된다. 이 때, 그 밖의 신호 채널

도 라만 증폭되어도 좋다. 또, 제 1 임계치는 시스템마다 적절하게 설정된다.

또한, 적절한 분파 특성을 갖는 광분파기(142)를 사용함으로써, 다중화 신호광에 포함되는 전체 신호 채널 중 광파이

버 전송로(120)에 있어서의 누적 파장 분산이 제 2 임계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의 분산이 분산 보상기(1

43)에 의해 보상된다. 이 때, 그 밖의 파장의 신호 채널에 대해서는 더욱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 2 임계치도 시스템마다 적절하게 설정된다.

이와 같이, 이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4)은 상술한 제 1 내지 제 3 실시예 각각의 광전송 시스템이 갖

는 효과에 덧붙여, 이하와 같은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즉, 신호 파장 대역 중 광파이버 전송로의 전송 손실이 큰 단파장

측에 위치하는 신호 채널을 고이득으로 라만 증폭하고, 또는, 신호 파장 대역 중 광파이버 전송로의 누적 파장 분산이

큰 장파장측에 위치하는 신호 채널을 분산 보상하는 것으로, 더욱 넓은 신호 파장 대역이어도, 다중화 신호광에 포함

되는 신호 채널 각각을 고품질로 CWDM 광전송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

다음에,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3)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는 광파이버 전송로(120

)는 길이를 80㎞로 하고, 표준 싱글 모드 광파이버(SMF),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DSF), 및,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

(NZ-DSF) 중 어느 하나이다. 광송신기(110)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 신호광은 파장 대역 1510 내지 1610㎚의 범위 

내의 20㎚ 간격의 6채널로 하였다. 광파이버 전송로(120)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의 Net 이득 G net 이 -17dB이 되도

록, 여기 광원부(135, 136)로부터 출력되는 여기광의 파장 및 파워를 설정하였다. 여기 채널수는 2 또는 3으로 하였

다. 여기 채널수가 2인 경우, 각 여기 채널의 파장은 1420㎚ 및 1490㎚으로 하였다. 여기 채널수가 3인 경우, 각 여기

채널의 파장은 1420㎚, 146㎚ 및 1490㎚으로 하였다. 광 아이솔레이터(131, 132) 각각의 삽입 손실을 0.6dB로 하였

다.

파장 1550㎚에서의 전송 손실은 싱글 모드 광파이버에서는 0.195dB/km이고,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에서는 0.210dB

/km이고,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에서는 0.200dB/km이었다.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의 파장 1380㎚에서의 전

송 손실은 0.32dB/km이었다. 라만 증폭 효율을 나타내는 F0M-r(=g R /A eff )는 싱글 모드 광파이버에서는 0.37/W

/km이고,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에서는 0.87/W/km이고,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에서는 0.67/W/km이었다.

도 7 내지 도 9는 각각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득 스펙트럼이다. 도 7은 광파이버 전송로(120)로

서 표준 싱글 모드 광파이버를 사용한 경우의 이득 스펙트럼이다. 이 도 7에 있어서, 그래프(G710)는 라만 증폭하지 

않을 때의 Net 이득, 그래프(G720)는 여기 채널수가 2일 때의 Net 이득, 그래프(G730)는 여기 채널수가 3일 때의 N

et 이득을 각각 도시한다. 도 8은 광파이버 전송로(120)로서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를 사용한 경우의 이득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이 도 8에 있어서, 그래프(G810)는 라만 증폭하지 않을 때의 Net 이득, 그래프(G820)는 여기 채널수가 2

일 때의 Net 이득, 그래프(G830)는 여기 채널수가 3일 때의 Net 이득을 각각 도시한다. 또한, 도 9는 광파이버 전송

로(120)로서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를 사용한 경우의 이득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이 도 9에 있어서, 그래프(G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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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만 증폭하지 않을 때의 Net 이득, 그래프(G920)는 여기 채널수가 2일 때의 Net 이득, 그래프(G930)는 여기 채

널수가 3일 때의 Net 이득을 각각 도시한다. 또, 도 10에는 각 구체적인 예의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여기광 파워

가 도시되어 있다. 즉, 도 10에는 표준 싱글 모드 광파이버(SMF)가 적용된 광파이버 전송로로 공급되는 여기 채널수 

2 및 3의 각 여기광 파워, 분산 시프트 광파이버(DSF)가 적용된 광파이버 전송로로 공급되는 여기 채널수 2 및 3의 

각 여기광 파워, 비영분산 시프트 광파이버(NZDSF)가 적용된 광파이버 전송로로 공급되는 여기 채널수 2 및 3의 각 

여기광 파워가 도시되어 있다.

이들 도 7 내지 도 10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파이버 전송로(120)로서 어떤 종류의 광파이버가 적용된 경

우에도, 여기 채널수가 2이어도 양호한 이득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여기 채널수가 3이면 더욱 양호한 이득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증폭되는 출력 신호광의 레벨 차는 3dB 이하이고, 이 점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OH기에 기인한 흡수 손실이 작은 비영분산 시프 트 광파이버가 적용된 경우에,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의 단

파장측의 여기광의 소요 파워는 작았다.

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CWDM 광전송 시스템으로서, 광원수를 적게 유지한 상태로 더욱 넓은 파장

대역에 있어서의 라만 증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신호광에 포함

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는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13.2THz 낮은 광 주파수와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624GHz(5㎚) 이상 떨어진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

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1248GHz(10㎚) 이상 떨어지지 않은 광 주

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CWDM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여기광 광원의 수를 적게 유지한 채로 더욱 넓은 파장 대역에 있어서 높은 이득 평탄도를 얻을 수 있다.

이하에, 8채널의 신호광을 일괄 증폭하는 경우와 4채널의 신호광을 일괄 증폭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8채널 신호광의 일괄 증폭)

여기서는 8채널 신호광을 이용한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에 대한 검토를 한다. 신호 채널수가 8채널인 경우, 신호 파

장 대역의 대역폭은 140㎚가 되기 때문 에, 통상, 일괄 라만 증폭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신호 채널과 여기 채널

을 교대로 배치한다. 신호 채널 간격이 좁아지는 DWDM에서, 이러한 채널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접하는 채널

의 간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CWDM에서는 신호 채널의 간격이 2

0㎚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여기광 광원으로서 파이버 그레이팅 레이저(FGL)를 이용하는 경우, 신호광과 여기광의 

전파에 기인한 후방 레이저 산란광의 간섭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도 11은 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을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험계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11의 

실험계(LRA)는 송신기에 포함되는 광합파기(500)와, 수신기로서 준비된 광 스펙트럼 분광기(505; analyzer)를 구비

하는 동시에, 이들 광합파기(500)와 광 스펙트럼 분광기(505) 사이에 순차로 배치된 광 아이솔레이터(501), 광커플러

(502),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 광 서큘레이터(504; circulator)를 구비한다. 또, 이 실험계는 Net 이득이 +10dB

이 되도록(8채널 CWDM 신호의 입력 파워는 +0dBm/CH, 출력 파워가 +10dBm/CH), 6채널 여기광이 이용된다.

광합파기(500)는 파장 1470 내지 1610㎚로 채널 간격 20㎚의 8신호 채널을 합파한다. 광커플러(502)는 파장 1360

㎚의 여기광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에 전방으로부터 공급하는 동시에, 광 아이솔레이터(501)를 통과한 신호광

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로 통과시킨다.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는 3㎞ 길이의 고비선형 광파이버이다. 광 

서큘레이터(504)는 파장 1360㎚, 1390㎚, 1405㎚, 1430㎚, 1460㎚, 1500㎚의 여기 채널을 포함하는 여기광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에 후방에서 공급하는 한편,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503)로부터의 증폭된 신호광을 광 스펙트럼

분광기(505)로 통과시킨다. 공급되는 여기 채널마다의 여기 파워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또, 라만 증폭 광파이버(

503)는 음의 파장 분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통상의 광파이버 전송로가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 양의 파

장 분산을 갖기 위해서, 이 파장 분산과의 정합성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는 절

대치가 큰 파장 분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값은 -20ps/㎚/km 이하, 더욱이 -60ps/㎚/km 이하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 실험계에서는 후방 여기용 여기 채널로서 파장 1405㎚의 여기 채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장

1410㎚의 여기 채널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다(Net 이득 등에는 거의 영향없음). 채널 파장 1410㎚의 여기광이 이용 

가능하면, 8입력 1출력의 광합파기나 광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여 신호광과 합파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 코스

트에서의 LRA 제조가 가능하다

도 13은 이 실험계에서의 여기 채널과 신호 채널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도 1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4

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에서는 파장 1460㎚과 1500㎚의 2채널 여기광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호 파장 대역의 

장파장측 4채널의 신호광이 일괄 라만 증폭된다. 한편, 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에서는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2채널(파장 1460㎚, 1500㎚)의 여기광을 이용하여 신호 파장 대역의 장파장측 4채널의 신호광을 라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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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하는 동시에, 파장 1360㎚, 1390㎚, 1405㎚의 4채널 여기광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단파장측 4채널의 신호광도 

라만 증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기 채널과 증폭 대상의 신호 채널을 배치함으로써, 4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으로부터 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에 의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 도 14에는 신호 파장 대역의 장파장측 4채널 신호광을 라만 증폭할 때의 Net 이득(도 14a)과 Net 잡음 특성(NF: 

Noise Figure, 도 14b)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에 공급하는 여기 파워는 파장 14

60㎚의 여기 채널에서 358.9mW, 파장 1500㎚의 여기 채널에서 175.1mW만 필요하게 된다.

도 15에는 이 실험계(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을 하는 LRA)에 있어서의 이득 스펙트럼(도 15a), Net 이득의 

파장 의존성(도 15b), 및 NetNF의 파장 의존성(도 15c)이 각각 도시되어 있다. 또, 도 15b에 있어서, 그래프(G1430a

)는 실측된 Net 이득을 도시하고, 그래프(G1430b)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다. 또한, 도 15c에 있어서, 그래프(G

1440a)는 실측된 NetNF, 그래프(G1440b)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다.

도 15a에서는 파장 1460㎚(도면 중의 화살 표시 P1)와 파장 1500㎚ (도면 중의 화살 표시 P2)에 있어서 여기광의 후

방 여기 산란 성분이 관측된다. 또한, 도 15b에서는 Net 이득은 10dB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도 15c에 있어서, 

단파장측에서 관측되는 실측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NF의 차이는 실측과 시뮬레이션에서는 전방 여기광과 후방 여

기광의 파워 배분이 약간 다르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여기광의 후방 레이저 산란 성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고 추측된다. 공급된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파워는 도 12의 표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여기 광의 토탈 파

워는 1121mW 정도이다. 이 경우,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방 여기 파워와 후방 여기 파워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고 해도, 합계 10개(파장 130㎚에서의 전방 여기: 2개, 파장 1360㎚, 1390㎚에서의 후방 여기: 4개, 그 밖의 파장 4

개)의 여기 광원(여기 LD)이 필요하게 된다.

또, 도 16a는 8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을 하는 실험형의 MPI(Multi-Path Interference) 크로스 토크의 시뮬레

이션 결과를 도시하고, 도 16b는 이 실험계에서의 위상 시프트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다. 이들 MPI 크로스 토

크 및 위상 시프트량 모두 문제없는 레벨이다.

(4채널 신호광의 일괄 증폭)

다음에, 4채널 신호광의 일괄 라만 증폭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7은 CWDM에서의 이득 스펙트럼과 여기광 

및 신호광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CWDM에서는 신호 채널 간격이 넓기 때문에, DWDM과 달리 각 신호 채널

에 있어서의 이득만을 배열함으로써 이득 평탄도를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은 여기광 광원(여기 LD)을 사용하

여도 이득 평탄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4채널 신호광을 일괄 라만 증폭하

기 위해서는 2여기 채널의 여기광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채널 여기광이어도, DWD

M의 이득 편차(D)와 비교하여 CWDM의 이득 편차(C) 쪽이 현저하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득 평탄도가 높다).

또, 이 2채널 여기광에 유래하는 이득 스펙트럼(1710)은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 2개의 라만 이득 피크를 갖는다. 이

경우, 새롭게 여기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이득 평탄도를 더욱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도 18의 표는 CWDM 신호(4채널)의 파장과 여기광 파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파장 1400㎚ 내지 170

0㎚ 파장대에서 라만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의 파장 간격(채널 간격)은 적어도 37.5㎚(

이 경우는 40㎚ 정도) 떨어져 있으면 좋다.

여기광은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보다도 13.2THz 낮은 광 주파수(라만 이득 스펙트럼의 피크 주파수)가 CWDM 신

호광의 각 신호 채널로부터 적어도 624GHz(5㎚)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7에는 라만 이득 계수의 스펙트

럼 형상이 도시되어 있지만, 라만 이득 피크로부터 1248GHz(10㎚) 떨어지면, 라만 이득 계수는 15% 정도 저하된다. 

이 라만 이득 피크의 광 주파수에 신호 채널이 배치되면, 신호 채널 간격이 2496GHz일 때 ON-OFF 이득의 편차가 1

5% 이상으로 커져 버린다. 따라서, 라만 이득 피크로부터 624GHz 떨어진 위치에 신호 채널이 배치되면, 더욱 이득 

편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복수 여기 채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여기 채널의 파장 간격(채널 간격)은 적어도 4680GHz(약 37

.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호 파장 대역이 100㎚ 이하인 경우,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수(m)와 신호

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수(n)는 m≤n/2가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호 파장 대역이 100㎚ 이

상인 경우에는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수(m)와 신호광에 포함되는 신호 채널수(n)는 m≤(n+4)/2가 되는 관계

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라만 증폭에 이용하는 광파이버(라만 증폭용 광파이버)의 길이는 상 기 광파이버 자체가 갖는 라만 이득 계수

나 전송 손실에도 의하지만, 실용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호광과 동일 방향으로 전파하는 다경로 반사광 성분간에 생

기는 MPI이다. 이 경우, 신호광과 다경로 반사광의 광 파워 비율을 MPI crosstalk (dB)(=P signal (dB)-P MPI (dB))로 

하면, 이 값이 30dB를 하회하지 않도록 라만 증폭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MPI crosstalk 가 30dB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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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경우에는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610, 620) 사이에 배치된 광 아이솔레이터(632)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선로를 설치하여도 좋다. 또, 도 20의 라만 증폭기에 있어서, 631은 라만 증폭 광파이버(620)를 

전파한 여기광을 일단 바이패스 경로에 유도하기 위한 광커플러이고, 633은 바이패스 선로를 전파한 여기광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610)에 유도하기 위한 광커플러이다. 또한, 634는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620)에 여기광을 공급하기

위한 광커플러이다. 이 라만 증폭기에서는 광커플러(WDM 필터)나 광 아이솔레이터가 이용되고 있지만, 광 서큘레이

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비선형 위상 시프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선형 굴절율(N2)은 3.5 ×

10 -20 (㎡/W)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효 단면적(A eff )에 대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비선형 위상 시프트

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30mm 2 이하, 더욱이 15mm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N2/A eff ≥1.7 ×10 -9 (1/

W), 나아가서는 N2/A eff ≥3.0 ×10 -9 (1/W)이면, 전송 특성의 개 선에 효과적이다.

라만 증폭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 점에서, 광파이버의 손실은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 1.0dB/km 이하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여기광 파장 부근의 OH기에 기인한 흡수 손실에 의한 손실 증대를 고려하면, 1.38 내지 1.39㎛ 파장대에

서의 OH기에 기인한 손실 증대분은 0.5dB/km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라만 증폭에 사용되는 광파이버에 대해서, 상기 광파이버의 파장 분산은 음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통상의 

광파이버 전송로가, 신호 파장 대역에 있어서 양의 파장 분산을 갖기 위해서, 이 파장 분산과의 정합성을 취하기 때문

이다. 또한, 상기 파장 분산의 절대치는 큰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값은 -20ps/㎚/km 이하, 더욱이 -60ps/㎚/km 이하

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와 통상의 광파이버의 접속 손실은 라만 증폭 효율을 고려한 경우에 

0.5dB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여러가지의 응용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 응용예)

도 21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1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1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파장 1470 내지 1530㎚(4채널)용 LRA와, 파장 1550 내지 1610㎚(4채널)용 LRA를 사용하여 신호

채널 각각을 증폭하고, 1개의 광파이버 전송로에 8채널 CWDM 신호광을 전파시키는 시스템이다. 증폭된 신호광은 

WDM 커플러에 의해서 합파되어, 전송로를 전파한다. 이 러한 구성을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초기 코스트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4채널용 송신기 및 LRA를 1대씩 배치하여 가동시킨다. 다음에, 신호 채널을 증설하고자 할 때

는 또 하나의 라만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의 광전송 시스템에 의해, 파장 대역 분할에 의한 U

pgradability(업그레이드 능력)를 얻을 수 있다.

(제 2 응용예)

도 22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2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2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 1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과 같이, 8채널 CWDM 신호광을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

서, 송신기가 8채널의 신호광을 송신할 때, 이 8채널 신호광은 일단 WDM 커플러에 의해 파장 1470 내지 1530㎚의 

신호광과 파장 1550 내지 1610㎚의 신호광으로 분리되어, 각각이 라만 증폭기로 증폭된 후에 다시 WDM 커플러에 

의해 합파된다.

이러한 구성을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초기 코스트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송신기 내부의 처음에 전송시

키고자 하는 신호광 모듈 및 4채널용 LRA 1대를 배치하여 가동시킨다. 그리고, 다음에 신호 채널을 증설하고자 할 때

는 또 하나의 라만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의 광전송 시스템에 의해, 파장 대역 분할에 의한 U

pgradability를 얻을 수 있다.

(제 3 응용예)

도 23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3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3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파장 1470 내지 1530㎚(4채널)용 LRA와, 파장 1550 내지 1610㎚(4채널)용 LRA를 사용하여 신호

채널 각각을 증폭하고, 증폭된 신호광을 1개의 광파이버 전송로를 통해서 쌍방향 전송시키는 시스템이다. 증폭된 신

호광은 WDM 커플러에 의해 합파되어,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를 전파한다. 이러한 구성을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에 의

해, 파장 1470 내지 1530㎚의 신호광과 파장 1550 내지 1610㎚의 신호광의 쌍방향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제 4 응용예)

도 24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4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4 응용예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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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송 시스템은 송수신 모듈이 일체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 경우, 일단 WDM 커플러에 의해서 파장 1470 내

지 1530㎚의 신호광과 파장 1550 내지 1610㎚의 신호광이 분리되어, 송신기로부터 송출된 직후에, 한쪽의 신호광을

LRA에 의해 라만 증폭하고, 다른쪽의 신호광은 그대로 투과시킨다. 그리고, 이들 신호광을 다시 WDM 커플러로 합파

함으로써 쌍방향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제 5 응용예)

도 2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5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5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라만 증폭기로 쌓은 이득을 광부품의 손실 보상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의 구성에서는 광 

애드 드롭 모듈(OADM)을 이용한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ADM 로스를 보상시키도록 LRA가 배치됨으로

써, 간소한 구성으로 또한 광대역의 Metro Ring Network( 메트로 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6 응용예)

도 26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6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6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 5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광부품의 손실 보상을 고려한 시스템이

다. 이 광전송 시스템은 1 ×8채널의 광스플리터(optical splitter)가 사용되고 있고, 하나의 신호광을 8채널로 분배하

는 영상 배신(Broadcast) 서비스 등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다.

(제 7 응용예)

도 27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의 제 7 응용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제 7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도, 상기 제 6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광부품의 손실 보상을 고려한 시스템이

다. 이 광전송 시스템도 1 ×8채널의 광스플리터가 사용되어 있고, 하나의 신호광을 8채널로 분배하는 영상 배신(Bro

adcast) 서비스 등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다. 또, 이 제 7 응용예에 관계되는 광전송 시스템에서는 송신기 직후에 광스

플리터에 의한 광분배가 행하여진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

호광을 광파이버 전송로에 의해 전송하는 동시에,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고, 라만 증폭용 여

기광에 의해 상기 신호광을 라만 증폭하는 SRS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CWDM 광전송에 있어서, 다중화된 신호 채널 

각각의 고품질인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를,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함으

로써, 더욱 넓은 파장 대역에 있어서 높은 이득 평탄도가 실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 신호 채널 각각에 대해서 고품질 전송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을 출력하는 송신기,

상기 신호광을 전송하는 광파이버 전송로, 및,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라만 증폭용 여기광을 공급함으

로써 상기 신호광을 라만 증폭하는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을 구비한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에 있어서의 신호 채널 간격은 10㎚ 이상인,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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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은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인,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집중 정수형 라만 증폭기는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상기 집중형 라만 증폭기의 외부에 위치하는 전송로 구간

을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상기 외부 전송로 구간에 잉여의 라만 증폭용 여기광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은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상기 신호광의 송신단 및 수신단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 설치되

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기능하는 전송로 구간은 상기 신호광의 복수 신호 채널이

존재하는 파장 대역에 있어서 음의 파장 분산을 갖는 광파이버를 포함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 중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기능하는 전송로 구간은 파장 1.39㎛ 부근에서의 OH기에

기인한 손실 피크가 0.33dB/km 이하인 광파이버를 포함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복수 신호 채널 중 인접하는 신호 채널간에 상기 라만 증폭용 여기 채널이 존재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은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복수 신호 채널 중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에서의 전송 손실이 제 

1 임계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을 라만 증폭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복수 신호 채널 중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에서의 누적 파장 분산이 제 2 임계치 이상인 파장 

범위 내의 신호 채널의 분산을 보상하는 분산 보상 수단을 구비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1.
광 주파수 간격이 400GHz 이상 또한 12.5THz 이하인 복수 신호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광을 출력하는 송신기,

상기 신호광을 전송하는 광파이버 전송로, 및,

라만 증폭용 광파이버로서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상기 광파이버 전송로의 일부에 1이상의

여기 채널이 다중화된 라만 증폭용 여기광을 공급하는 여기광 광원을 포함하고, 상기 라만 증폭용 여기광의 공급에 

의해 상기 신호광을 라만 증폭하는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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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624GHz 이상 떨어진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

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1248GHz 이상 떨어지지 않은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인접하는 상기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 간격은 4680GHz 이상인,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중 서로 인접한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로부터 624GHz 이상 떨어지는 한편 2496GHz 이상 떨어지지 않은 광 주파수에 라만 이득 피크가 위치하도

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의 광 주파수 대역이 12.48THz 이하이고, 상기 여기광의 여기 채널수를 m, 상기 신호광의 신호 채널수를

n으로 할 때, 이들 여기 채널수와 신호 채널수는,

m≤n/2가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광의 광 주파수 대역이 12.48THz 이하이고, 상기 여기광의 여기 채널수를 m, 상기 신호광의 신호 채널수를

n으로 할 때, 이들 여기 채널수와 신호 채널수는,

m≤(n+4)/2가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의 이득 스펙트럼은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한 서로 다른 광 주파수

의 라만 이득 피크를 갖고,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각 여기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하는 라만 이득 피크가 상기 신호광

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와는 다른 광 주파수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 라만 산란 수단의 이득 스펙트럼은 상기 여기광에 포함되는 여기 채널 각각에 유래한 제 1 광 주파수 간격

으로 존재하는 라만 이득 피크를 갖고, 상기 신호광에 포함되는 각 신호 채널의 광 주파수는 상기 여기 채널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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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 라만 이득 피크와 다르고, 또한 제 2 광 주파수 간격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광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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