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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광통신 시스템의 통신용량을 제한하는 요소인 도파로 분산을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

용하는 슬랩도파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필름층과 기판층의 굴절율 차가 0.02인 경우에는 음의 분산이 발생하였고, 필름층과

기판층의 굴절율 차가 0.1인 경우에는 양의 분산과 음의 분산 모두가 발생하였다.

       

1. 서론

광섬유의 한 단에 광펄스를 입사시켰을 때 보통의

단면에서 출사하는 광은 입사한 광 펄스의 시간 폭

보다 넓게 된다. 광 펄스가 광섬유에 전송하는 사이

에 원 파형의 시간적 벌어짐이 생긴다. 따라서 일

련의 신호로서 도파되는 광 펄스들은 장거리를 지나

면 각각의 펄스는 변형되고 폭이 증대되어 그들의

이웃과 서로 겹치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수신기단

에서 검출된 신호의 에러를 증가시킴으로써 광섬유

도파로의 정보 전송용량을 제한하게 분산

(dispersion)이라 한다.

이 분산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한 현상을 주파수로

보면 마치 주파수가 높은 성분일수록 큰 감쇠를 받

는 것과 같은 현상이 느껴진다. 이 감쇠량과 주파수

의 관계를 광섬유의 베이스밴드 주파수 특성이라 한

다.

이런 분산중 도파로분산은 여러분산요소중 가장 작

은값을 갖으나 단일모드 광통신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산요소이다.

도파로 분산의 양은  값에 의해 변화하는데, 본 논

문에서는  값의 변화에 따른 도파로 분산양에 대해

계산하였다.

2. 분산량 계산

슬랩도파로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계단형 굴절율

평면 슬랩 도파로이다. 도파로의 굴절율의 크기는

   ≥  이다.   인 경우를 비대칭 도파로

라 하고,    인 경우를 대칭 도파로라 한다.[1]

이러한 도파로에 빈치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모드

내에 다른 파장들은 약간 차이나는 속도로 진행가게

되고, 그림 1과 같은 구조에 대한  모드에 대한

고유치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주어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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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의 고유치 방정식의 전파상수는 식 (2)와 같이

결정되는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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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파로를 진행하는 광파

장이 미세하게 변화하면, 전파상수의 값도 미세하게

변화하지만 미세하게 광파장이 변화한 경우의 모드

이 때의 모드를 라 하면  모드는 기본모드

와 동일한 전계분포를 갖는다.

한 모드의 유효 그룹 딜레이는 식 (3)과 같이 주어

진다.

   





(3)

유한한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단일모드 도파로에서

펄스의 전파에 대하여 고려하면 위 식은 파벡터

△의 항으로 표현된다.

의 각각의 값은 의 유일한 값을 갖게되고, 경로길

이 에 걸친 분산으로 인한 temporal pulse

spreading은 식 (4)와 같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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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식을 파장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식 (5)로 재료분

산에서 정의된 값을 대입하면 식 (6)을 얻을 수 있

다.

△  

 △ (5)

△  






△ (6)

의 값은 초월방정식의 수치해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므로 식 (6)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스템의 도파로 분산은 일반적으

로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한다.

3. 시뮬레이션
식 (6)으로 표현되는 도파로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도파로 구조는 대칭형 슬랩 도파로를 사용하

였고 파라메터는 표 1과 같다.

항목 파라메터 1 파라메터 2

 1.48 1.40

 1.50 1.50

 2 2

[표 1] 사용 파라메터

표 1의 파라메터 1에 대해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화할 때의 의 값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3에 보이고 있다.

이 때 symmetric 도파로의  모드의 특성 방정식

(7)을 사용하여 를 계산하였다.

tan


 


(7)

그림 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 군 굴절율을 계산

하면 그림 2와 같이 계산된다.

[그림 1] TE모드에 대한    다이어그램 

[그림 2] 의 변화에 따른 모드의 유효 군 굴절율

도파로 분산은 식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효 군

굴절율에 대해 주파수 의존성을 가지므로 계산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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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 분산은 그림 3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3] 의 변화에 따른 분산량

그림 4, 5, 6은 표 1의 파라메터 2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그림 4] TE모드에 대한    다이어그램

[그림 5] 의 변화에 따른 모드의 유효 군 굴절율 

4. 결 론

광통신시스템에서 분산은 펄스의 진행에 따라 펄스

의 퍼짐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광통신시스템의 통신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산을 주파수로 보면 마치 주파수가 높은 성분일수

록 큰 감쇠를 받는 것과 같은 현상이 느껴진다. 이

런 분산중 도파로분산은 여러분산요소중 가장 작은

값을 갖으나 단일모드 광통신시스템에서는 매우 중

요한 분산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통신 시스템의 통신용량을 제한하

는 요소인 도파로 분산을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슬랩도파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 필름층과 기판층의 굴절율 차가

0.02인 경우에는 음의 분산이 발생하였고, 필름층과

기판층의 굴절율 차가 0.1인 경우에는 양의 분산과

음의 분산 모두가 발생하였다. 향후 이를 이용하면

새로운 구조에서 도파로 분산을 계산하는 유용한 도

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의 변화에 따른 분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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