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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잡한 광파이버의 기기 내 배선을 적게 하고, 1：n(n은 2이상의 정수)의 파장 영역 다중 쌍방향 광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는 제1 광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포트와, 입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입력포트와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1 광 신호를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2 광 신호
를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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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의 기능을 도시한다.

도 2는 파장 영역 다중 방식으로 실현되는 단일 방향 파장 다중 광통신을 도시한다.

도 3은 파장 영역 다중 방식으로 실현되는 쌍방향 파장 다중 광통신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광 전송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5는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광 전송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은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5)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a, 10b, 10c, 10d, 32a, 32b, 32c, 32d：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

12：1 대 4 광 스타 커플러

14, 15：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16, 44a, 44b, 44c, 44d：전기·광 변환기

18, 24, 36a, 36b, 36c, 36d, 42a, 42b, 42c, 42d：증폭기

20：전기 신호 입력 단자,

22, 22a, 22b, 22c, 22d, 34a, 34b, 34c, 34d：광·전기 변환기

26：전기 신호 출력 단자

28, 70：모국 장치

30a, 30b, 30c, 30d：자국 장치

40a, 40b, 40c, 40d：안테나 공용기

46a, 46b, 46c, 46d：안테나

48a, 48b, 48c, 48d：광파이버

50：신호 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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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하우징

P1：입력포트

P2, P3, P4, P5：입출력포트

P6, P7, P8, P9, Pn：출력포트

P10a, P10b, P10c, P10d：자국 입출력 단자

P20, P22, P24, P26, P28, P30, P32, P34, P36, P38：포트

λ1：제1 광 신호

λ2a, λ2b, λ2c, λ2d：제2 광 신호

λ2：합성된 제2 광 신호

E1：제1 전기 신호

E2a, E2b, E2c, E2d：제2 전기 신호

E2：합성된 제2 전기 신호

E3：제3 전기 신호

E4a, E4b, E4c, E4d：제4 전기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통신국, 광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광 스타 커플러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를 조합한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를 사용한 광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로서 광파이버를 광전송로(光傳送路)로 한 광파이버 통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광원으로
부터의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기 위하여 1：n 분기의 광 스타 커플러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n은 2이상의 정수로 
한다. 광 스타 커플러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광 신호를 복수의 상대측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 스타 커플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광파이버 융착형과 광 도파로형(導波路型)이다. 광 스타 커플러는 통상 쌍방향성을 가지므
로 광 분배뿐 아니라 상이한 광원으로부터의 광 신호를 합성하는 광 합성기로서 사용된다.
    

상이한 파장의 광 신호를 사용하여 1개의 광파이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파장 영역 다중 방식(WDM：W
avelength Division Multiplex)이 있다. 근래, 파장 영역 다중 방식에서 상이한 파장의 광 신호를 합파(合波) 또는 분
파(分波)하기 위하여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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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의 기능을 도시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의 기본적인 외견은 1：2
의 광 분배／합성 커플러와 동일하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의 한 쪽에는 제1 광 신호(λ1) 및 제2 광 신호(
λ2)가 입출력 가능한 포트(P20)가 접속되고, 다른 쪽에 제1 광 신호(λ1)만이 입출력 가능한 포트(P22) 및 제2 광 
신호(λ2)만이 입출력 가능한 포트(P24)가 접속된다. 제1 광 신호(λ1) 및 제2 광 신호(λ2)는 서로 상이한 파장을 
가진다. 포트(P20)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λ1)는 포트(P22)로 출력되고, 포트(P20)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
(λ2)는 포트(P24)로 출력된다. 한편, 포트(P22)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λ1) 및 포트(P24)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λ2)는 포트(P20)로부터 출력된다. 일반적인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개평 10-1732
65호 등에 설명되어 있다.
    

    
도 2는 파장 영역 다중 방식으로 실현되는 단일 방향 파장 다중 광통신을 도시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의 
한 쪽에 제1 광 신호(λ1)만이 입력 가능한 포트(P26)와 제2 광 신호(λ2)만이 입력 가능한 포트(P28)가 접속되고, 
다른 쪽에 제1 광 신호(λ1) 및 제2 광 신호(λ2)가 입력 가능한 포트(P30)가 접속된다. 포트(P26)로부터 입력된 제
1 광 신호(λ1) 및 포트(P28)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λ2)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를 통하여 포트(P30)
로 출력된다. 통신의 방향은 포트(P26) 및 포트(P28)로부터 포트(P30)로의 일방향이다.
    

    
도 3은 파장 영역 다중 방식으로 실현되는 쌍방향 파장 다중 광통신을 도시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는 한 
쪽이 제1 광 신호(λ1)만이 입력 가능한 포트(P32) 및 제2 광 신호(λ2)만이 출력 가능한 포트(P34)에 접속되고, 다
른 쪽이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b)에 접속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b)는 한 쪽이 제2 광 신호(λ2)만이 
입력 가능한 포트(P36) 및 제1 광 신호(λ1)만이 출력 가능한 포트(P38)에 접속되고, 다른 쪽이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에 접속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b)는 1개의 광파이버로 접
속된다. 포트(P32)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
10b)를 통하여 포트(P38)로 출력된다. 포트(P36)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λ2)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b)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를 통하여 포트(34)로 출력된다. 통신의 방향은 포트(P32)로부터 포트(P38) 및 포
트(P36)로부터 포트(P34)로의 쌍방향이다.
    

따라서,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를 사용함으로써 1개의 광원, 예를 들면 모국(母局) 장치의 광 신호를 복수의 수
신 단말, 예를 들면 자국(子局) 장치로 전송하고, 동시에 자국 장치로부터 모국 장치로 광 신호를 전송하는 광통신이 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종래 기술로 나타낸 광 스타 커플러나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 등의 광 부품은 입출력에 광파이버를 사
용하므로, 광파이버를 구부릴 때 방사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석영 싱글 모드 파이버의 경
우에, 곡률 반경 3mm 이상으로 파이버를 구부릴 필요가 있다. 또, 예를 들면 배선 스페이스를 절약하기 위하여 외형 2
50μ 정도의 소선(素線)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이버 파손의 가능성이 있다. 파이버의 파손을 피하기 위하여 외형 2
mm로부터 3mm의 코드를 사용하여 광파이버를 배선하는 경우에는, 외경이 굵어지는 만큼의 배선 스페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 스타 커플러의 분배 수가 큰 경우에는, 배선 스페이스를 넓게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은 
광파이버의 여분의 길이의 처리, 즉 파이버가 꺾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곡률을 고려하여 수납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파장 영역 다중 방식을 사용한 단심(單芯) 쌍방향 통신에서 사용하는 광 스타 커플러 및 파장 영역 다
중 광 커플러에 관한 상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와,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를 사용한 통신국 및 광 전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의 독립항에 기재
된 특징의 조합에 의하여 달성된다. 또 종속항은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구체적인 예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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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즉, 본 발명의 제1 형태에 의하면,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는 제1 광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포트와, 입력포트로부
터 입력된 제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를 각
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입력포트와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1 광 신호를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2 광 신호를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에 있어서,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출력포트를 구비하고,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제2 광 커플러가 제1 광 커플러와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출력포트 중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해도 된다. 또, 제2 광 커플러는 입력포트와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제2 광 커플러에 부여하며, 제2 광 커플러는 입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를 제1 광 커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포트에 부여해
도 된다.
    

상기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에 있어서,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제2 광 신호의 파장과 소정의 
관계에 있는 파장, 예를 들면 동일한 파장의 광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포트, 입출력포트 및 출력포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형태에 의하면, 통신국은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신
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1 광 신호를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2 광 신호
를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와, 제2 광 신호를 제2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제2 전기 신호
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국에 있어서,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출력포트를 가지고, 복수
로 분배된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제2 광 커플러가 제1 광 커플러와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출력포트 중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하고, 광
·전기 변환기는 복수의 출력포트 각각에 대하여 설치되며, 이 통신국은 또한, 복수의 광·전기 변환기로부터 출력된 
복수의 제2 전기 신호를 합성하여 전기 신호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를 구비해도 된다. 또, 제2 광 커플러는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제2 광 커플러에 부여하며, 제2 광 커플러는 전기·광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호를 제1 광 커
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포트에 부여해도 된다.
    

상기 통신국에 있어서,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제2 광 신호의 파장과 소정의 관계에 있는 파장, 예를 
들면 동일한 파장의 광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포트, 
입출력포트 및 출력포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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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의하면, 광 전송 시스템은 제1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로 변환하고 복수로 분배하
여 출력하고, 제2 광 신호를 입력하여 제2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모국 장치와, 모국 장치로부터 제1 광 신호
를 입력하여 제3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제4 전기 신호를 제2 광 신호로 변환하여 
모국 장치에 부여하는 복수의 자국 장치와, 모국 장치와 복수의 자국 장치를 각각 접속하는 복수의 광파이버를 구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모국 장치는 제1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제
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1 광 신호를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2 광 
신호를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와, 제2 광 신호를 제2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제2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출력포트를 가지
고, 복수로 분배된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제2 광 커플러가 제1 광 커플러와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출력포트 중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
하고, 광·전기 변환기는 복수의 출력포트 각각에 대하여 설치되며, 이 광 전송 시스템은 또한, 복수의 광·전기 변환기
로부터 출력된 복수의 제2 전기 신호를 합성하여 전기 신호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를 구비해도 된다. 또, 제
2 광 커플러는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제2 광 커플러에 부여하며, 제2 광 커플러는 전기·광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제1 광 신
호를 제1 광 커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포트에 부여해도 된다.
    

    
상기 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제2 광 신호의 파장과 소정의 관계에 있는 파장, 
예를 들면 동일한 파장의 광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 장치는 모국 장치로부터 제1 광 신호를 입력하는 자국 입출력 단자와, 제1 광 신호를 입
력하고 제3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제3 전기 신호를 출력하고 제4 전기 신호를 입력하는 안테나와, 
제4 전기 신호를 제2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제1 광 신호를 광·전기 변환기에 부여하고 제2 광 신호
를 자국 입출력 단자에 부여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포트, 입출력포트 및 출력포
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발명의 개요는 본 발명의 필요한 특징 전부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특징 그룹의 서브컴비네이션도 
또한 발명이 될 수 있다.

이하, 발명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겠지만, 이하의 실시예는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실시예 중에서 설명되어 있는 특징의 조합 전부가 발명의 해결 수단에 필수라고는 할 수 없다.

    
도 4는 본 발명의 광 전송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다. 광 전송 시스템은 제1 전기 신호(E1)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λ1)로 변환하고 4개로 분배하여 출력하고,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입력하여 제2 전기 신호(E
2a, E2b, E2c, E2d)로 각각 변환하고, 합성하여 제2 전기 신호(E2)로서 출력한다. 통신국의 일 예로서 나타낸, 모국 
장치(28)와, 모국 장치(28)로부터 제1 광 신호(λ1)를 입력하여 제3 전기 신호(E3)로 변환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외
부로부터 입력된 제4 전기 신호(E4a, E4b, E4c, E4d)를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로 각각 변환하여 모국 
장치(28)에 부여하는 4개의 자국 장치(30a, 30b, 30c, 30d)와, 모국 장치(28)와 자국 장치(30a, 30b, 30c, 30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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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접속하는 4개의 광파이버(48a, 48b, 48c, 48d)를 구비한다. 광파이버(48a, 48b, 48c, 48d)는 각각 송수신 겸용
의 1개의 광파이버이다.
    

모국 장치(28)에서 4개로 분배된 제1 광 신호(λ1)는 각각 동일한 파장을 가진다. 예를 들면 제1 광 신호(λ1)의 파
장은 1310nm대이다. 자국 장치(30a, 30b, 30c, 30d)로부터 모국 장치(28)에 각각 출력된 제2 광 신호(λ2)는, 예를 
들면 1550nm대의 파장을 가진다.

    
모국 장치(28)는 제1 전기 신호(E1)를 입력하는 전기 신호 입력 단자(20)와, 제1 전기 신호(E1)를 증폭하는 증폭기
(18)와, 제1 전기 신호(E1)를 제1 광 신호(λ1)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16)와, 제1 광 신호(λ1)를 4개로 분배
하여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와,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제2 전기 신호(E2a, 
E2b, E2c, E2d)로 각각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22a, 22b, 22c, 22d)와, 복수의 제2 전기 신호(E2a, E2b, E2c, 
E2d)를 합성하는 신호 합성기(50)와, 합성된 제2 전기 신호(E2)를 증폭하는 증폭기(24)와, 합성된 제2 전기 신호(E
2)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26)를 가진다.
    

    
이동체 통신에 본 발명의 광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모국 장치(28)는 도시되지 않은 무선 변복조(變復調) 장치
에 접속된다. 전기 신호 입력 단자(20)는 무선 변복조 장치의 송신 포트에 접속되고, 전기 신호 출력 단자(26)는 무선 
변복조 장치의 수신 포트에 접속된다. 무선 변복조 장치로부터 제1 전기 신호(E1)가 전기 신호 입력 단자(20)를 통하
여 모국 장치(28)에 입력된다. 모국 장치(28)에 입력된 제1 전기 신호(E1)는 증폭기(18)에 의하여 적절한 레벨로 증
폭된다. 증폭된 제1 전기 신호(E1)는 전기·광 변환기(16)에 의하여 아날로그 광 변조되어 제1 광 신호(λ1)로 변환
된다. 변환된 제1 광 신호(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에 의하여 4개로 분배되고, 각각 광파이버(48a, 
48b, 48c, 48d)를 통하여 자국 장치(30a, 30b, 30c, 30d)로 출력된다.
    

    
자국 장치(30a, 30b, 30c, 30d)로부터 대응하는 광파이버(48a, 48b, 48d 및 48d)를 통하여 모국 장치(28)에 입력된 
복수의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에 입력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는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대응하는 광·전기 변환기(22a, 22b, 22c, 22d)에 각각 
출력한다.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대응하는 광·전기 변환기(22a, 22b, 22c, 22d)에 의하여 각각 제
2 전기 신호(E2a, E2b, E2c, E2d)로 변환된다. 변환된 복수의 제2 전기 신호(E2a, E2b, E2c, E2d)는 신호 합성기(
50)에 의하여 전력 합성되고, 다중 신호가 되어 합성된 제2 전기 신호(E2)로서 증폭기(24)에 출력된다. 합성된 제2 
전기 신호(E2)는 증폭기(24)에 의하여 적절한 레벨로 증폭되어 전기 신호 출력 단자(26)로부터 출력된다.
    

    
자국 장치(30a)는 제1 광 신호(λ1)를 입력하는 자국 입출력 단자(P10a)와, 제1 광 신호(λ1)를 제3 전기 신호(E3)
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34a)와, 제3 전기 신호(E3)를 증폭하는 증폭기(36a)와, 제3 전기 신호(E3)를 안테나
(46a)에 부여하는 안테나 공용기(40a)와, 제3 전기 신호(E3)를 외부로 출력하는 안테나(46a)와, 제4 전기 신호(E4
a)를 증폭하는 증폭기(42a)와, 제4 전기 신호(E4a)를 제2 광 신호(λ2a)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44a)와, 제1 
광 신호(λ1)를 광·전기 변환기(34a)에 부여하고, 제2 광 신호(λ2a)를 자국 입출력 단자(P10a)에 부여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32a)를 가진다. 자국 장치(30b, 30c, 30d)는 각각 자국 장치(30a)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제1 광 신호(λ1)는 모국 장치(28)로부터 광파이버(48a)를 통하여 자국 입출력 단자(P10a)에 입력된다. 제1 광 신호
(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32a)를 통과하여 광·전기 변환기(34a)에 부여된다. 제1 광 신호(λ1)는 광·전
기 변환기(34a)에 의하여 제3 전기 신호(E3)로 변환된다. 변환된 제3 전기 신호(E3)는 증폭기(36a)에 의하여 적절한 
레벨로 증폭된다. 증폭된 제3 전기 신호(E3)는 안테나 공용기(40a)를 통하여 안테나(46a)에 부여되어 외부로 방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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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제4 전기 신호(E4a)는 안테나(46a)에 의하여 포착된다. 포착된 제4 전기 신호(E4a)는 안테나 공용기(40a)에 
의하여 증폭기(42a)에 부여된다. 제4 전기 신호(E4a)는 증폭기(42a)에 의하여 증폭되어 전기·광 변환기(44a)에 부
여된다. 제4 전기 신호(E4a)는 전기·광 변환기(44a)에 의하여 아날로그 광 변조되어 제2 광 신호(λ2a)로 변환된다. 
제2 광 신호(λ2a)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32a)에 의하여 자국 입출력 단자(P10a)에 부여되어 광파이버(48a)
를 통하여 모국 장치(28)에 출력된다. 자국 장치(30b, 30c, 30d)는 각각 이상에 설명한 자국 장치(30a)와 동일한 동
작을 한다.
    

    
도 5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는 제1 광 신호
(λ1)를 입력하는 입력포트(P1)와, 제1 광 신호(λ1)를 4개로 분배하는 1：4 광 스타 커플러(12)와, 4개로 분배된 
제1 광 신호(λ1)를 각각 출력하는 4개의 입출력포트(P2, P3, P4, P5)와,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출력하는 4개의 출력포트(P6, P7, P8, P9)와, 1：4 광 스타 커플러(12)와 입출력포트(P2, P3, P4, P5) 사이에, 4개
로 분배된 제1 광 신호(λ1) 각각에 대하여 설치된 4개의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10b, 10c, 10d)와, 이상의 
구성 요소를 수납하는 하우징(60)을 가진다. 입력포트(P1)와, 입출력포트(P2, P3, P4, P5)와, 출력포트(P6, P7, P
8, P9)는 각각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진다.
    

제1 광 신호(λ1)는 전기·광 변환기(16)로부터 입력포트(P1)에 입력된다. 입력된 제1 광 신호(λ1)는 1：4 광 스타 
커플러(12)에 의하여 4개로 분배된다. 4개로 분배된 제1 광 신호(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10b, 10c, 
10d)를 통과하여 각각 입출력포트(P2, P3, P4, P5)에 부여된다.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입출력포트(P2, P3, P4, P5)에 각각 입력된다. 제2 광 신호(λ2a, λ2b, λ
2c, 2λd)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10b, 10c, 10d) 중의 대응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에 의하여 출력
포트(P6, P7, P8, P9) 중의 대응하는 출력포트로 각각 출력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a, 10b, 10c, 10d)는,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와 동일한 파장의 광 신호를 선택하여 각각 출력포트(P9, 
P8, P7, P6)에 출력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광 전송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다.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 스타 커플러는 쌍방향
성을 가지므로, 광을 분배하는 것 뿐 아니라 상이한 광원으로부터 출력된 광 신호를 합성하는 광 합성기로서도 사용된
다. 이 광 스타 커플러의 광 합성기로서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2 실시예를 구성할 수 있다. 제2 실시예는 통신국의 일 예
로서 나타낸 모국 장치(70) 이외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국 장치(70)의 구성 및 동작에 대
하여 설명한다.
    

    
모국 장치(70)는 제1 전기 신호(E1)를 입력하는 전기 신호 입력 단자(20)와, 제1 전기 신호(E1)를 증폭하는 증폭기
(18)와, 제1 전기 신호(E1)를 제1 광 신호(λ1)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16)와, 제1 광 신호(λ1)를 복수로 분
배하여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5)와, 제2 광 신호(λ2)를 제2 전기 신호(E2)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22)와, 제2 전기 신호(E2)를 증폭하는 증폭기(24)와, 제2 전기 신호(E2)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2
6)를 가진다.
    

모국 장치(70)에 전기 신호 입력 단자(20)를 통하여 입력된 제1 전기 신호(E1)는 증폭기(18)에 의하여 증폭된다. 증
폭된 제1 전기 신호(E1)는 전기·광 변환기(16)에 의하여 제1 광 신호(λ1)로 변환된다. 제1 광 신호(λ1)의 파장은, 
예를 들면 1310nm이다. 변환된 제1 광 신호(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5)에 의하여 4개로 분배되고, 광
파이버(48a, 48b, 48c, 48d)를 통하여 자국 장치(30a, 30b, 30c, 30d)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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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장치(30a, 30b, 30c, 30d)로부터 출력된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
러(15)에 입력된다.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예를 들면 1550nm대 내의 파장을 가진다. 파장 영역 다
중 광 스타 커플러(15)는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합성하여, 합성된 제2 광 신호(λ2)로서 광·전기 
변환기(22)에 출력한다. 합성된 제2 광 신호(λ2)는 광·전기 변환기(22)에 의하여 제2 전기 신호(E2)로 변환되고 
증폭기(24)에 출력된다. 합성된 제2 전기 신호(E2)는 자국 장치(30a, 30b, 30c, 30d)의 안테나(46a, 46b, 46c, 46
d)에 의하여 각각 포착된 제4 전기 신호(E4a, E4b, E4c, E4d)를 합성한 신호이다. 제2 전기 신호(E2)는 증폭기(24)
에 의하여 적절한 레벨로 증폭되어 전기 신호 출력 단자(26)로 출력된다.
    

    
도 7은 도 6의 모국 장치(70)에 사용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5)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5)는 제1 광 신호(λ1)를 입력하는 입력포트(P1)와, 제1 광 신호(λ1)를 4개로 분배하는 1：4 광 
스타 커플러(12)와, 제1 광 신호(λ1)를 출력하는 4개의 입출력포트(P2, P3, P4, P5)와, 제2 광 신호(λ2)를 출력하
는 출력포트(Pn)와, 입력포트(P1)와 1：4 광 스타 커플러(12) 사이에 설치된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와, 이상
의 구성 요소를 수납하는 하우징(60)을 포함한다.
    

제1 광 신호(λ1)는 입력포트(P1)로부터 입력된다. 입력된 제1 광 신호(λ1)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를 통
과하여 1：4 광 스타 커플러(12)에 부여된다. 1：4 광 스타 커플러(12)는 제1 광 신호(λ1)를 4개로 분배한다. 4개
로 분배된 제1 광 신호(λ1)는 입출력포트(P2, P3, P4, P5)로부터 각각 출력된다.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입출력포트(P2, P3, P4, P5)로부터 입력된다. 1：4 광 스타 커플러(12)는 
복수의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를 합성하여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에 부여한다. 1：4 광 스타 커
플러(12)는 광역대형(廣域帶型)의 스타 커플러이다. 합성된 제2 광 신호(λ2)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에 의
하여 출력포트(Pn)에 부여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는,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합성된 제2 광 신호(λ2)와 
동일한 파장의 광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포트(Pn)에 출력한다.
    

제1 실시예의 경우, 후술하는 비트 잡음을 회피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 실시예는 필요한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가 1개만이면 되고, 신호 합성기(50)가 불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제2 실시예는 합성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일괄 복조할 때 발생하는 광 신호의 미소한 파장 또는 주파수의 차와 
수광 소자의 비선형성(非線形性)에 기인하는 비트 잡음이 실질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유효하다. 비트 잡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로는, 예를 들면 「파장 오프셋 합성에 의하여 C／N 개선한 아날로그 광파이버 전송」 1993년 
전자 정보 통신 학회 추계 대회, B-336, 垂澤芳明, 野島俊雄, 「광 패시브 네트워크에서의 비트 잡음의 정량(定量) 평
가」 1993년 전자 정보 통신 학회 추계 대회, B-851, 篠田雪久, 中村一則, 龜石眞志, 大村英之, 또는 「광 패시브 네
트워크에서의 비트 잡음과 파장 감각의 관계」 1994년 전자 정보 통신 학회 춘계 대회, B-1123, 篠田雪久, 川口武志, 
大村英志, 梶松望 등의 문헌에 개시된다.
    

자국 장치(30a, 30b, 30c, 30d)가 송신하는 제2 광 신호(λ2a, λ2b, λ2c, 2λd)는 전자파의 일종이다. 광·전기 변
환기(22)의 회로 소자로 통상 사용되는 포토·다이오드는 약간이지만 비선형성을 가지므로, 2개 이상의 파장이 상이한 
광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에는, 각 광 신호의 파장의 차에 상당하는 전기 신호의 주파수대에 비트 잡음이 발생한
다. 따라서, 비트 잡음이 통신에 사용하는 전기 신호의 주파수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트 잡음의 발생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알려져 있다. 하나의 방법은 비트 잡
음의 발생 주파수가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주파수가 되도록, 각각의 자국 장치(30a, 30b, 30c, 30d)가 출력하는 제
2 광 신호(λ2)의 파장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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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어느 실시예에서나, 독립된 광 부품인 1：4 광 스타 커플러(12)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를 도 5 
및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속함으로써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및 15)를 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4 광 스타 커플러(12)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의 입출력부는 외형 250㎛의 광파이버 심선(心線)으로 구
성되는 것이 많다. 이로 인하여 독립된 광 부품을 조합하여 기기 내에 수납하기 위해서는, 광파이버의 여분의 길이 처리
가 필요하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또는 15)를 하우징(60) 내에 수납하고, 하우징(60)의 내부에서 광파
이버의 여분의 길이 처리를 한다. 또한 입출력포트(P2, P3, P4, P5)와, 출력포트(P6, P7, P8, P9 또는 Pn)와, 입력포
트(P1) 각각의 선단에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설치하고, 각 광커넥터 어댑터를 하우징
(60)에 설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또는 15)를 단일 부품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광파이버의 여분의 길이 처리가 적어지고, 장치 조립의 작업성이 향상된다.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또는 15)의 1：4 광 스타 커플러(12)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 등의 구성 
부품을 동일한 기재(基材) 상에 단일로 구성함으로써,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또는 15)를 부품 단위로 취
급할 수 있다. 또, 이 기재의 재료로 니오브산 리튬을 사용함으로써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및 15)를 용이
하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1：4 광 스타 커플러(12) 및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10)에 종래부터 있던 광파이버 융
착형 광 커플러 또는 도파로형 광 커플러를 사용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14 및 15)를 실현
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예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예에 기재된 범위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실시예에 다양한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한 형태도 본 발명의 기
술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로부터 명확히 나타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번잡한 광파이버의 기기 내 배선을 적게 할 수 있고, 1
：n(n은 2이상의 정수)의 파장 영역 다중 쌍방향 광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광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포트와,

상기 입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optical coupler)와,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상기 입력포트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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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를 구비하고,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 중
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입력포트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
에 부여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입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상기 제2 광 신호와 파장이 소정의 관계에 있는 광 신호를 선택하여 상기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포트, 상기 입출력포트 및 상기 출력포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스타 커플러.

청구항 6.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상기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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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광 신호를 제2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상기 제2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국.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를 가지고,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 중
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하고,

상기 광·전기 변환기는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 각각에 대하여 설치되며,

상기 통신국은 또한, 복수의 상기 광·전기 변환기로부터 출력된 복수의 상기 제2 전기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전기 신
호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국.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
에 부여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전기·광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국.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상기 제2 광 신호와 파장이 소정의 관계에 있는 광 신호를 선택하여 상기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국.

청구항 10.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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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포트, 상기 입출력포트 및 상기 출력포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국.

청구항 11.

제1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제1 광 신호로 변환하고 복수로 분배하여 출력하고, 제2 광 신호를 입력하여 제2 전기 신호
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모국(母局) 장치와,

상기 모국 장치로부터 상기 제1 광 신호를 입력하여 제3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상기 외부로부터 입력
된 제4 전기 신호를 상기 제2 광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모국 장치에 부여하는 복수의 자국(子局) 장치와,

상기 모국 장치와 복수의 상기 자국 장치를 각각 접속하는 복수의 광파이버

를 구비한 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모국 장치가

상기 제1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제1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신호를 복수로 분배하는 제1 광 커플러와,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의하여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복수의 입출력포트와,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제2 광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포트와,

상기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 또는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입출력포트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제2 광 커플러
와,

상기 제2 광 신호를 제2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상기 제2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전기 신호 출력 단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출력할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를 가지고,

복수로 분배된 상기 제1 광 신호 각각에 대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상기 제1 광 커플러와 상기 입출력포트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 각각은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의 1개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 중
의 대응하는 출력포트에 부여하고,

상기 광·전기 변환기는 복수의 상기 출력포트 각각에 대하여 설치되며,

상기 광 전송 시스템은 또한, 복수의 상기 광·전기 변환기로부터 출력된 복수의 상기 제2 전기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전기 신호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를 구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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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커플러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제1 광 커플러는 복수의 상기 입출력포트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상기 제2 광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제2 광 커플러
에 부여하며,

상기 제2 광 커플러는 상기 전기·광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제1 광 커플러에 부여하는 동시에, 
상기 제1 광 커플러에서 합성된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출력포트에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 커플러가,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상기 제2 광 신호와 파장이 소정의 관계에 있는 광 신호를 선택하여 상기 
출력포트에 출력하는 파장 영역 다중 광 커플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5.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자국 장치가

상기 모국 장치로부터 상기 제1 광 신호를 입력하는 자국 입출력 단자와,

상기 제1 광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3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기와,

상기 제3 전기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4 전기 신호를 입력하는 안테나와,

상기 제4 전기 신호를 상기 제2 광 신호로 변환하는 전기·광 변환기와,

상기 제1 광 신호를 상기 광·전기 변환기에 부여하고, 상기 제2 광 신호를 상기 자국 입출력 단자에 부여하는 파장 영
역 다중 광 커플러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1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포트, 상기 입출력포트 및 상기 출력포트 각각이 광파이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광커넥터 어댑터를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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