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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an All-optical Automatic Gain-controlled  
Erbium-doped Fiber Amplifier for Suppression of Signal Fluctuation in  

Terrestrial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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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an all-optical automatic gain-controlled (AGC) 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 to suppress the optical 
signal fluctuation induced by atmospheric turbulence in terrestrial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In our measurements, the input power 
into the EDFA was set to be −30 dBm and −10 dBm to operate the amplifier in the small-signal and saturation regions, respectively. The fluctuations 
in the optical signal were emulated with an acousto-optic modulator driven with a sinusoidal voltage. From the measured results, we have found that 
an all-optical AGC EDFA could suppress the optical signal fluctuation effectively, as long as the EDFA operated in the small-signal region with a high 
feedback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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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변동 억제를 위한  
전광 자동 이득 조절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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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기 외란에 의한 광신호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광(all-optical) 자동 이득 조절(automatic gain 

controlled, AGC)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를 활용할 때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EDFA

에 입력되는 광신호 입력을 −30 dBm과 −10 dBm으로 각각 설정하여 증폭기가 소 신호 영역과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의 성능을 실험적으

로 비교하였다. 이 때 광신호의 요동은 음향 광학 변조기(acousto-optic modulator, AOM)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EDFA

가 소 신호 영역에서 동작하며, 피드백되는 증폭된 자발 방출(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광 전력이 0 dBm으로 증폭기를 포화

시킬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작은 광신호 요동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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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유 공간 광통신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FSO) 시스템이 갖는 

장점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FSO 시스템은 기존의 마

이크로웨이브 기반 무선통신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반송주파

수가 105배 정도 높으므로 넓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점을 갖는다. 또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이며, 빛

의 직진성에 의해 보안성이 높은 강점을 가지며, 시스템의 크

기, 무게 및 전력 소모(size, weight and power, SWaP)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1-3]. 따라서 최근에는 

경제적인 대용량 FSO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

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3-11]. 이러한 장점과 최근의 꾸준

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FSO 시스템의 상용화를 지연시키고 있

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3,7-11]. FSO 시스템이 갖는 단점은 송신단에 사용하

는 레이저의 빔폭(beamwidth)이 좁은 것에 기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준, 획득 및 추적(pointing, acquisi-

tion and tracking, PAT)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한다[2]. 추가

적으로는 태양광에 의한 잡음과 대기 외란에 의한 신호 요동 

현상 등이 대표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 중 

대기 외란에 의한 신호 요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구 평균(ap-

erture averaging) 기법[7,8], 광증폭기를 이용하는 방법[9-11]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광증폭기를 활

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대기 외란에 의한 신호 요동

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득 포화된

(gain-saturated)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는 반도체 광 증폭기(semiconduc-

tor optical amplifier, SOA)와 비교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신호 요동 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이러한 

EDFA의 효과적인 신호 요동 억제는 이득 포화 특성 이외에도 

어븀 이온이 갖는 비교적 긴 생존 시간(lifetime)에 기인한 신

호 입력과 출력 사이의 고역 통과 필터 특성에도 기인한다[11,12]. 

EDFA가 이득 포화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력 광신호의 세

기가 충분하게 커야 한다. 이와 같이 큰 광신호 입력에 의해 

EDFA를 이득 포화 영역에서 동작시키게 되면 광신호 변동에 

대해서 일정한 광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득 포화영역에서는 

입력 광신호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면 증폭기 이득이 증가하

고, 입력 광신호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폭기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기 외란에 의해 광신호 입력

이 변동하는 경우 이득을 자체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광신호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이득 포화 광증폭기

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동 이득 조절(automatic gain 

control, AGC) 기능이 구현된 광증폭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AGC EDFA를 구현하는 방안은 펌프 광출력을 제어하는 

방법[13], 링크 광신호 세기 제어 방법[14]과 전광(all-optical) 

제어 방법[15,1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전광 방식 AGC EDFA는 

비교적 간단하게 자동 이득 제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어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전광 AGC EDFA는 완

화 발진(relaxation oscillation)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득 조절을 위한 증폭된 자발 방출(am-

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광의 파장과 대역폭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16,17]. 본 논문에서는 FSO 시

스템에서 신호 요동 억제를 위하여 전광 AGC EDFA를 활용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소 신호(small signal) 이득 영

역과 이득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증폭기의 성능을 실

험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전광 AGC EDFA의 신호 요동 

억제 및 입출력 신호 전달 주파수 특성 영향을 측정하여 FSO 

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II. 실험 구성도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전광 AGC EDFA의 성능 평가를 위

한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1,553.328 nm (193 THz) 파장

에서 동작하는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LD) 출력은 정

현파로 구동되는 음향 광학 변조기(acousto-optic modu-

lator, AOM)을 통과하며 광신호의 변동을 모사하게 된다. 

AOM을 통과한 LD 출력은 가변 광 감쇄기(variable optical 

attenuator 1, VOA1)을 이용하여 증폭기에 입력되는 광신

호 세기가 조절된 후 구현된 전광 AGC EDFA에 입력된다. 

전광 AGC 루프는 2개의 광 커플러(optical coupler, OC), 

EDFA, 광 대역 통과 필터(optical bandpass filter, OBPF) 

및 파워 모니터(power monitor, PM)로 구성된다. 첫 번째 

광 커플러(50:50 OC)를 통과한 광신호 입력은 EDFA에 입력

되어 증폭된 후, 두 번째 광 커플러(90:10 OC)에서 출력과 피

드백(feedback) 광으로 분리된다. 피드백 광은 OBPF를 통

과하며, 레이징을 통해 AGC 기능을 구현하는 ASE 광 파장

을 결정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전광 AGC에서 파워 변화

(power excursion)가 작은 1,560 nm를 이용하였다[16,17]. 필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performance measurements of all-
optical automatic gain-controlled erbium-doped fiber amplifier. LD, 
laser diode; AOM, acousto-optic modulator; VOA, variable optical 
attenuator; OC, optical coupler; EDFA, erbium-doped fiber amplifier; 
OBPF, optical bandpass filter; PM, power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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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된 ASE 광의 세기는 VOA2를 이용하여 조정하며, PM에

서 전력 값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전광 이득 루프에서 피드백

되는 ASE 광 전력에 의한 시스템 성능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광 커플러를 통과한 증폭기 전체 출

력은 파장 가변 OBPF (tunable OBPF)를 통과한 후 오실로

스코프를 이용하여 신호 세기 변동을 측정한다. 이 때 파장 가

변 OBPF의 중심파장을 광신호 파장(@ 1,553.328 nm)과 전

광 루프에서 레이징하는 ASE 광 파장(@ 1,560 nm)으로 각각 

설정하여 2개 광의 변동을 측정하게 된다.

그림 2는 실험에 사용된 AOM의 삽입 손실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AOM에 입력되는 광신호 전력의 크기를 −25 dBm

과 −6 dBm로 각각 변화시키면서 손실을 측정하였으며, 결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신호 전력의 크기에는 무관하게 

구동 전압이 약 0.7 V인 경우 약 10 dB로 가장 작은 삽입 손

실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동 전압이 0.5 V 이

상이 되는 경우에는 삽입 손실의 변동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0.5 V 이하인 경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0 V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삽입 손실이 약 45 dB에 이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실험 구성에

서 AOM을 구동하기 위해 0.25 V의 오프 셋 전압을 가하고, 

정현파의 크기를 조절하여 AOM에 가해지는 구동 전압의 범

위가 0–0.5 V가 되도록 하여 증폭기 입력 광신호 요동을 모사

하였다.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EDFA의 입력 광 전력에 따른 이득

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입력 광신호 전력이 −20 dBm 이

하인 경우에는 소 신호(small signal) 영역으로 증폭기 이득이 

거의 일정하며, 전력이 −20 dBm보다 커지는 경우 증폭기 이

득이 포화(saturation)되기 시작한다. 즉 이득 포화 영역에서

는 신호 전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폭기 이득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광 AGC EDFA의 신호 요

동 억제 현상을 증폭기 이득 특성의 2개 영역인 소 신호 영역

(small-signal region)과 포화 영역(saturation region)에서 

측정하여 그 성능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증폭기 입력 광 파워

를 각각 −30 dBm과 −10 dBm으로 설정한 후 증폭기 출력 광

신호 특성을 측정한다.

EDFA에서 발생하는 ASE 광 파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

산할 수 있다[18].   

 

𝑃𝑃��� = 𝑛𝑛��ℎ𝜈𝜈�𝛥𝛥𝜈𝜈�𝐺𝐺 𝐺 𝐺� (1)  (1)

여기서 nsp는 자발 방출 계수(spontaneous emission factor), 

hvs는 광자 에너지, Dv는 증폭기 이득 대역폭, G는 증폭기 이

득을 나타낸다. 식 (1)에 따라 ASE 광 파워 변화량(DPASE)은 이

득 변화량(DG)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림 3의 EDFA 이득 특

성을 고려하면 소 신호 영역에서는 입력 광 신호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득의 변화가 적으므로 ASE 광 파워 변화는 적다. 

이에 비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EDFA에서는 입력 광 신호

의 변화에 비례하여 ASE 광 파워가 변화하게 된다. 전광 AGC 

EDFA에서는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ASE 광을 피드백하여 증

폭기 출력 광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므로, ASE 광 파워의 변

동은 증폭기 출력 특성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결과

그림 4는 구현된 전광 AGC EDFA를 통해 증폭된 광신호

와 AGC 루프를 통해 레이징하는 ASE 광의 변동을 측정한 결

과이다. 이 측정을 위해서는 EDFA에 입력되는 광신호 전력을 

−30 dBm으로 유지하여 소 신호 영역에서 증폭기가 동작하도

록 설정하였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DFA의 출

력을 90:10 광 커플러를 통과시킨 후 파장 가변 광 대역 통과 

필터(tunable OBPF)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광 또

는 피드백 ASE 파장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파장의 광은 포

토 다이오드로 수신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신호 변동

량을 측정하였다. 피드백되는 ASE 광 전력을 그림 1의 PM에

서 측정하며 0 dBm (■), −10 dBm (●), −15 dBm (▲)으로 

변화시키면서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4(a)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신호 변동은 피드 백 ASE 광이 0 dBm인 경

우에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dBm과 −15 dBm

Fig. 2. Insertion losses as a function of driving voltage of acousto-
optic modulator measured with two different optical input power 
levels; −25 dBm (■ symbol) and −6 dBm (▲ symbol).

Fig. 3. Measured gain of erbium-doped fiber amplifier used in our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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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4(b)는 레이징하는 ASE 광의 요동을 측정한 결과로 광신

호와 마찬가지로 0 dBm인 경우 가장 작은 변동을 나타내었

고, −10 dBm은 0 dBm에 비해 약간 증가한 변동을 나타내며, 

−15 dBm의 경우에 가장 큰 변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EDFA의 입력이 −30 dBm으로 낮은 

레벨이어서 신호 변동에 따른 전력 요동 자체가 작아 이에 의

해 발생하는 ASE 광의 변동이 작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소 신호 영역에서는 그림 3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식 (1)에서의 이득의 변화(DG)가 작아 ASE 

광 변동(DPASE)이 작으므로 광신호의 요동도 작은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피드백 ASE 광이 0 dBm으로 큰 경우 증폭

기 동작점이 포화 영역으로 이동되어 광신호 변동을 추가적으

로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AOM 구동 정현파 전압의 주파수가 100 Hz인 경

우 광신호 및 레이징하는 ASE 광의 변동을 오실로스코프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5(a)–5(c)는 피드백 ASE 광이 

각각 0 dBm, −10 dBm, −15 dBm인 경우에 측정한 광신호 

변동이며, 그림 5(d)–5(f)는 레이징하는 ASE 광의 변동을 측

정한 것인다. 그림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드백 ASE 광이 

0 dBm인 경우 그림 5(a)로부터 광신호의 변동이 92 mV (피

크-피크 전압값)로 가장 작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f)

Fig. 5. Traces of the peak-to-peak power variation of optical signal with (a) 0 dBm, (b) −10 dBm, and (c) −15 dBm feedback amplified spon-
taneous emission (ASE) power, and lasing ASE peak with (d) 0 dBm, (e) −10 dBm, and (f) −15 dBm of feedback ASE power measured with an 
acousto-optic modulator driving frequency of 100 Hz. For these measurements, the input power into the erbium-doped fiber amplifier was set to 
be −30 dBm to operate in the small-signal region.

Fig. 4. Peak-to-peak voltages of (a) optical signal and (b) feedback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measured as a function of the fre-
quency of sinusoidal driving voltage for acousto-optic modulator. The input power into the erbium-doped fiber amplifier was set to be −30 dBm 
to operate in the small-signal region. In addition, three symbols; ■, ●, ▲, represent the different power levels of feedback 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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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현파 모양에 큰 왜곡은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6은 EDFA에 입력되는 광신호 전력을 −10 dBm으

로 증가시킨 후 측정한 광신호와 AGC 루프를 통해 레이징하

는 ASE 광의 변동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광신호 전력을 

−10 dBm으로 증가시켜 증폭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그림 4의 결과와 동일하게 피드백되는 ASE 

광 전력을 0 dBm (■), −10 dBm (●), −15 dBm (▲)으로 변화

시키면서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6(a)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신호 변동은 피드백 ASE 광이 −10 dBm과 

−15 dBm인 경우에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드백 ASE 광 전력이 0 dBm인 경우에는 그림 

4(a)와 같은 일반적인 고주파 통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피드백 ASE 광이 −10 dBm과 −15 dBm인 경우

에는 10 Hz–1 kHz 사이의 주파수에서 변동이 억제되는 특성

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 신호 영역에서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0 dBm과 비교하여 변동이 억제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이득 포화 EDFA에서 관측되는 특성과 유사한 결과이다[11]. 이

와 같이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레이징 ASE 광의 변동 

특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는 그림 6(b)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b)의 결과로부터 0 dBm인 경우에는 소 

신호 영역에서의 동작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0 dBm과 −15 dBm의 피드백 ASE 광 

(a) (b) (c)

(d) (e) (f)

Fig. 7. Traces of the peak-to-peak power variation of optical signal with (a) 0 dBm, (b) −10 dBm, and (c) −15 dBm of feedback amplified spon-
taneous emission (ASE) power, and lasing ASE peak with (d) 0 dBm, (e) −10 dBm, and (f) −15 dBm of feedback ASE power measured with an 
acousto-optic modulator driving frequency of 100 Hz. For these measurements, the input power into the erbium-doped fiber amplifier was set to 
be −10 dBm to operate in the saturation region.

Fig. 6. Peak-to-peak voltages of (a) optical signal and (b) feedback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measured as a function of the fre-
quency of sinusoidal driving voltage for acousto-optic modulator. The input power into the erbium-doped fiber amplifier was set to be −10 dBm 
to operate in the saturation region. In addition, three symbols; ■, ▲, ●, represent the different power levels of feedback AS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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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에서 신호 요동 억제가 발생한 1 kHz 이하의 저주파 영역

에서 1 V를 넘는 큰 요동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ASE 광의 큰 요동이 상대적으로 광신호의 요동은 억제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7은 AOM 구동 정현파 전압의 주파수가 100 Hz인 경

우 광신호 및 레이징하는 ASE 광의 변동을 오실로스코프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7(a)–7(c)는 피드백 ASE 광이 각

각 0 dBm, −10 dBm, −15 dBm인 경우에 측정한 광신호 변동

이며, 그림 7(d)–7(f)는 레이징하는 ASE 광의 변동을 측정한 것

이다. 그림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드백 ASE 광이 0 dBm

인 경우에는 그림 7(a)와 같이 광신호의 변동이 306 mV (피

크-피크 전압값)로 측정되어 그림 5(a)의 소 신호 영역에 비

해 요동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포화 영역에서의 이득 변동(DG)이 커서 식 (1)에 

따라 피드백되는 ASE 광의 변동(DPASE)이 크고 순차적으로 광

신호 요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피드

백 ASE 광이 각각 −10 dBm과 −15 dBm인 경우에는 광신호

와 레이징 ASE 광 모두 정현파의 왜곡이 심하게 관측되며, 레

이징 ASE 광의 경우에는 1 V 이상의 큰 요동이 관측되어 상대

적으로 광신호의 요동은 0 dBm에 비해 작은 213 mV와 173 

mV로 측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정현파 출력에 포화 등에 의한 

왜곡이 관측되고, 전력 수준의 변화가 비교적 자주 관측되었

다.

IV. 결    론

전광 AGC EDFA를 이용하여 자유 공간 광통신(FSO) 시스

템에서의 대기 외란에 의한 광신호 요동 억제 특성을 실험적으

로 검증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전광 AGC 기능이 구현된 

EDFA에 입력되는 광신호 전력이 각각 −30 dBm과 −10 dBm

인 경우, 즉 소 신호 영역에서 동작할 때와 포화 영역에서 동

작할 때 성능을 비교하였다. 우선 소 신호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피드백되는 ASE 광 전력이 0 dBm일 때 포토 다이

오드로 수신되는 광신호 피크-피크 변동 전압이 100 Hz의 주

파수(AOM을 구동하는 정현파 주파수)에서 92 mV로 측정되

었고, ASE 광 전력이 −10 dBm과 −15 dBm으로 감소하는 경

우 광신호 변화량이 각각 185 mV와 193 mV로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이득 포화 영역에서는 0 dBm의 

피드백 ASE 광의 경우 100 Hz에서 광신호 변동이 306 mV

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레이징 ASE 광의 요동이 커지는 

−10 dBm과 −15 dBm의 경우에도 광신호 변동은 각각 213 mV

과 173 mV로 측정되었다. 즉, −10 dBm과 −15 dBm의 경

우 0 dBm의 피드백 ASE 광 경우보다는 변동량이 감소하였

으나, 소 신호 이득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보다는 변동이 크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전광 AGC 

EDFA를 이용하여 FSO 시스템에서 신호 요동을 효과적으

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증폭기를 소 신호 영역에서 동작시키

며 피드백 ASE 광 전력은 증폭기의 포화 특성을 유도하도록 

0 dBm 정도로 크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H. Henniger and O. Wilfert, “An introduction to free-space op-
tical communication,” Radioengineering 19, 203-212 (2010).

2. H. Hemmati, Near-earth Laser Communications (CRC Press, 
Boca Raton, FL, USA, 2009), Chapter 1.

3. H. Kaushal and G. Kaddoum, “Free space optical communica-
tion: challenges and mitigation techniques,” arXiv:1506.04836 
(2015).

4. F. Moll, J. Horwath, A. Shrestha, M. Brechtelsbauer, C. Fuchs, 
L. A. M. Navajas, A. M. L. Souto, and D. D. Gonzalez, “Dem-
onstration of high-rate laser communications from a fast air-
borne platform,” IEEE J. Sel. Area Commun. 33, 1985-1995 
(2015).

5. B. Moision, B. Erkmen, E. Keyes, T. Belt, O. Bowen, D. Brin-
kley, P. Csonka, M. Eglington, A. Kazmierski, N.-H. Kim, J. 
Moody, T. Tu, and W. Vermeer, “Demonstration of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for long-range data links between bal-
loons on Project Loon,” Proc. SPIE 10096, 100960Z (2017).

6. C. Chen, A. Grier, M. Malfa, E. Booen, H. Harding, C. Xia, 
M. Hunwardsen, J. Demers, K. Kudinov, G. Mak, B. Smith, 
A. Sahasrabudhe, F. Patawaran, T. Wang, A. Wang, C. Zhao, 
D. Leang, J. Gin, M. Lewis, D. Nguyen, and K. Quirk, “High-
speed optical links for UAV applications,” Proc. SPIE 10096, 
1009615 (2017).

7. L. C. Andrews, “Aperture-averaging factor for optical scintilla-
tions of plane and spherical waves in the atmosphere,” J. Opt. 
Soc. Am. A 9, 597-600 (1992).

8. H. Shen, L. Yu, and C. Fan, “Temporal spectrum of atmospher-
ic scintillation and the effects of aperture averaging and time 
averaging,” Opt. Commun. 330, 160-164 (2014).

9. H. Liu, B. Huang, J. C. A. Zacarias, H. Wen, H. Chen, N. K. 
Fontaine, R. Ryf, J. E. Antonio-Lopez, R. A. Correa, and G. Li, 
“Turbulence-resistant FSO communication using a few-mode 
pre-amplified receiver,” Sci. Rep. 9, 16247 (2019).

10. M. Abtahi, P. Lemieux, W. Mathlouthi, and L. A. Rusch, “Sup-
pression of turbulence-induced scintillation in free-space opti-
cal communication systems using saturated optical amplifiers,” 
J. Light. Technol. 24, 4966-4973 (2006).

11. Y. S. Jeong and C. H. Kim, “Impact of the gain-saturation 
characteristic of erbium-doped fiber amplifiers on suppression 



《연구논문》 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변동 억제를 위한 전광 자동 이득 조절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성능 평가 ― 정유석ㆍ김철한 105

of atmospheric-turbulence-induced optical scintillation in a ter-
restrial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Curr. Opt. 
Photonics 5, 141-146 (2021).

12. J. Freeman and J. Conradi, “Gain modulation response of 
erbium-doped fiber amplifiers,” IEEE Photonics Technol. Lett. 
5, 224-226 (1993).

13. A. K. Srivastava, Y. Sun, J. L. Zyskind, J. W. Sulhoff, C. Wolf, 
and R. W. Tkach, “Fast gain control in an erbium-doped fiber 
amplifier,” in Optical Amplifiers and Their Applications (Mon-
terey, CA, USA, Jul. 11, 1996), Paper PP4, pp. 24-27.

14. J. L. Zyskind, A. K. Srivastava, Y. Sun, J. C. Ellson, G. W. 
Newsome, R. W. Tkach, A. R. Chraplyvy, J. W. Sulhoff, T. 
A. Strasser, J. R. Pedrazzani, and C. Wolf, “Fast link control 
protection for surviving channels in multiwavelength optical 
networks,” in Proc. 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

nication (Oslo, Norway, Sep. 19, 1996), pp. 49-52.
15. J. F. Massicott, S. D. Willson, R. Wyatt, J. R. Armitage, R. 

Kashyap, D. Williams, and R. A. Lobbett, “1480 nm pumped 
erbium doped fiber amplifier with all optical automatic gain 
control,” Electron. Lett. 30, 962-964 (1994).

16. Y. S. Jeong and C. H. Kim, “Impact of optical filter bandwidth 
on performance of all-optical automatic gain-controlled erbi-
um-doped fiber amplifiers,” Curr. Opt. Photonics 4, 472-476 
(2020).

17. G. Luo, J. L. Zyskind, J. A. Nagel, and M. A. Ali,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relaxation-oscillation and spectral 
hole burning effects in all-optical gain-clamped EDFA’s for 
WDM networks,” J. Light.Technol. 16, 527-533 (1998).

18. E. Desurvire, Erbium-Doped Fiber Amplifier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Inc., NY, USA,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