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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안정화된 펨토  이 에 의해 생성된  빗(Optical comb)은 고 정  분 ,  주 수 측정, 

고차 조화  생성 등의 범 한 정  응용분야에 신 으로 용되어왔다. 이러한 높은 안정도를 갖

는  빗을 생성하기 한 원으로 티타늄-사 이어(Ti:sapphire) 펨토  이 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고체 상태의 이득매질과 부피가 비교  큰 학 용품으로 구성된 티타늄 사 이어 펨토  이 는 환

경에 민감하여 산업 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 이에 비해 섬유 기반의 펨토  이 는 

간결성, 쉬운 작동, 장기간 작동, 통신 역에서의 활용, 낮은 가격 등의 산업 인 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섬유 펨토  이   빗이 높은 주 수 안정도와 좁은 선폭을 갖도록 하는 연구가 

요하게 두 되고 있다.
(1)

섬유 펨토  이 에 의해 생성된  빗을 표  무선주 수(Radio Frequency)를 기 으로 안정화하

기 해서는 반복률(Repetition rate, frep)과 옵셋주 수(Carrier-envelope offset frequency, fceo)를 생성하

고 안정화 하여야한다. 옵셋주 수는 섬유 펨토  이 에서 생성된  주 수 빗을 섬유 형태의 

이득 매질에서 증폭하고 고비선형 섬유(Highly nonlinear fiber, HNLF)를 통과시켜 역폭 확장시킨 후 

f-2f 간섭계를 통해 획득하여 서보제어 시스템을 통해 안정화한다. 옵셋주 수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발

생하는 ASE(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에 의한 상잡음(Phase noise)을 이고 높은 피드백 제

어를 하여 높은 안정도를 갖는  빗을 생성하기 한 연구가 여러 연구단체에서 수행되었다.(2, 3)

Fig. 1. Hardware configuration of Er-doped fiber frequency 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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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최 의  빗 출력 증폭  역폭 확장 시스템과 공통 경로 f-2f 시스

템, 높은 피드백 역폭을 갖는 서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낮은 상잡음 특성과 장기간 안정도 특

성을 갖는 섬유 펨토  이 의  빗 안정화를 하는데 목 을 두었다. 최 의  빗 출력 증폭  

역폭 확장을 유도하기 해 EDFA(Erbium doped fiber amplifier) 후에 단일모드 섬유(Single 

mode fiber, SMF)  분산보상 섬유(Dispersion compensating fiber, DCF)를 사용하여 분산을 조 하

여 EDFA에서의 분산에 의한 펄스폭의 확장  감소 특성과 비선형 상에 의한 역폭 확장 특성을 

조 하 고 한 optical isolator를 EDFA 양단에 설치하여 ASE에 의한 상잡음을 일 수 있는 실험

조건을 구축하 다. 그러므로 640 mW의 펌  출력만을 사용하여 EDFA에서 180 mW의 증폭된 출력과 

53 fs 좁은 폭의 펄스를 생성하 고 HNLF에서 옵셋 주 수 생성시 요구되는 1030 nm와 2060 nm 역

의 한 출력을 얻었다. 즉 이러한 최 의  빗 출력 증폭 빛 역폭 확장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상 으로 낮은 펌  출력을 사용하여 EDFA에서 발생하는 ASE에 의한 상잡음을 다. 이에 더

하여 옵셋 주 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둔감하고 가간섭성이 좋은 공통 경로 f-2f 간

섭계와 낮은 잡음과 10 MHz의 높은 피드백 역폭을 갖는 서보 제어시스템을 구 하여 Figure 2 에서  

볼 수 있듯이 1.9 mHz 보다 좁은 분해능 한계 선폭을 갖는 옵셋 주 수를 생성하 고 30 MHz의 기

신호에 해 일주일 이상 2.14×10-3 Hz의 표 편차를 갖는 장기간 안정화를 구 하 다.(4)

Fig. 2. Linewidth measurement of the phase-locked signal of fceo. (a) The coherent peak measured at 1 Hz 

resolution bandwidth. (b) The same coherent peak at 1.9 mHz resolution with 500 s samp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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