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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레이저의 직접 변조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의 성능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
저 광전 발진기를 구성 하는 각 부분의 응답 특성을 해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전 발진기 전체의 개방 루프 응답 특

성을 얻었다. 다음으로 개방 루프 응답 특성의 크기 응답과 위상 응답 해석 결과에 루프 발진기의 발진 원리를 적용하

여 광전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 스퓨리어스 톤의 간격, 위상 잡음의 성능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erformance analysis of optoelectronic oscillator(OEO) based on a directly modulated semiconductor laser was 
theoretically achieved. First,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open response of the key components that constitute 
the OEO loop. Using the results, we simulated the open-loop characteristics of the OEO loop. By combining oscillation 
conditions of loop oscillator in addition to the open-loop magnitude and phase responses, theoretical performance 
analysis such as OEO's oscillation frequency, spurious tones and phase noise was successfully completed.

키워드 : 반도체 레이저, 직접 변조, 광전 발진기, 개방 루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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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루프 구조의 발진기는 루프의 지연 시간을 이용한 

발진기이다. 이 발진기는 신호가 루프를 통과함에 따

라 발생하는 신호 지연 시간이 증가 할수록 위상 잡음

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낮은 위상 잡

음의 발진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발진기의 지연 시

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루프의 길이를 증가시

키면 그에 따른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

고 루프가 자체 발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증폭률

의 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폭기 사용은 

발진 신호의 위상잡음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전 발진기가 

제안 되었다[1]. 광전 발진기는 기본적으로 루프 구조

를 이용한 발진기이며, 특징은 긴 지연시간을 구성하

기 위하여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광전 발진기의 

루프 구성에 사용된 광섬유는 긴 지연 시간을 얻기 위

해 매우 긴 길이(수 km 이상)를 이용하지만 광섬유의 

전송 손실이 매우 낮아(약 0.2 dB/km 미만) 여타 전송 

매체를 이용한 발진 루프에 비하여 손실이 매우 낮다. 
만약 스트립 라인이나 금속 도파관을 이용하여 광섬유 

루프와 같은 긴 지연시간을 동등하게 구성 하려면 크

기가 매우 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

다. 그러므로 광섬유 전송 루프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

에 의해 얻어진 발진 신호는 전기적 루프를 이용한 발

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발진 신호에 비하여 매우 낮

은 위상 잡음을 가진다.
광전 발진기는 또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

지고 있다. 첫째로 광전 발진기의 발진 신호를 얻기 위

해서는 전/광 혹은 광/전 변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신호및 전기적 발진 신호를 동시에 모두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광전 발진기는 전기적 시스템 

및 광 시스템, 그리고 양자를 혼용한 시스템에 다양하

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로 광전 발진을 위한 초기 신호

로 광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전 발진기의 전기적 장

치에 성능에 따라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나아가 테

라헤르쯔파까지 매우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가진 발진 

신호를 단순한 구조로 얻어 낼 수 있다[2]. 셋째로 발진 

주파수가 증가 하더라도 위상잡음은 긴 지연 시간을 가

진 광섬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상잡음의 증

가가 없으므로, 고주파수 발진과 저 위상잡음의 장점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광전 발진기에 대하여 

몇 가지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루프에 의

한 신호의 손실이다. 광섬유가 아닌 다른 전송 매체를 

이용한 경우 보다는 적은 손실이나 광/전, 전/광 변환을 

위해 사용된 외부 광변조기와 광검출기에서 발생한 손

실은 보통 약 60 dB이상이이다[3]. 이 손실값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충분한 이득값을 가진 증폭기가 사용되어

야만 광전 발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광 주입 잠금 레이저와 직접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광전 발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이득을 17 dB로 낮추는 

방법이 제안되었다[4]. 또한 이중 전극 구조를 가진 반

도체 레이저의 광자-광자 공진 현상을 이용하여 루프 

손실의 감소를 제안하였다[5]. 둘째로 스퓨리어스 톤 발

생이다. 광전 발진기는 긴 광섬유의 지연 시간에 따른 

발진 모드 주변에 발진 주파수 이외의 원치 않는 사이

드 모드인 스퓨리어스 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스퓨리

어스 톤은 매우 좁은 주파수 간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역 통과 필터로는 필터링 할 수 없다. 이러

한 스퓨리어스 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지

연시간을 가진 루프를 두개 혹은 그 이상 사용하는 다

중 루프 광전 발진기가 개발되었다[6]. 그리고 전통적인 

다중 루프 구조에서 벗어나 광분배기와 광커플러를 이

용한 단순한 구조의 다중 루프 광전 발진기도 제안 되

었다[7].  또한 단일 루프에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와  

브래그 격자 반사판을 이용한 다중 루프 광전 발진기도 

연구되었다[8]. 더 나아가 광 주입 잠금 레이저와 직접

변조 방식을 이용한 구조의 광전 발진기의 구현을 성공 

하였다[9].
이렇게 광전 발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실험적인 방법이 제안 되었고 그에 못지않은 광전 

발진기의 이론적인 해석과 모델도 제시 되었다. 전통적

인 단일 루프의 광전 발진기 해석은 외부 광변조기의 

준선형화와 지연시간을 받은 루프 신호들의 합을 이용

한 이론이 제안되었다[1]. 그리고 단일 루프 광전 발진

기의 수치해석적인 모델도 제안 되었다[10]. 다중 루프

의 경우, 루프의 각기 다른 지연시간이 기인한 이득 변

화를 이용한 방법이나 광섬유를 통과하는 광신호의 편

광을 이용한 해석 방법이 있다[6, 7]. 또한 다중 루프 광

전 발진기의 위상 변화를 해석한 광섬유의 길이와 광신

호 인가 비율의 최적화 방법이 개발 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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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루프 발진기의 개방 루프 응답 특성의 3가지 경우

Fig. 2 Three cases of loop oscillator by open loop 
response

그림 1. 루프 구조 발진기의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loop oscillator

광전 발진기의 문제를 극복하는 제안들을 살펴보면 

외부 광변조기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레이저의 직접 변

조를 이용한 방법이 루프의 손실을 더욱 낮출 수 있으

며 구조도 단순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적인 관

점에서는 외부 광변조기를 이용한 해석과 모델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직접 변조를 이용한 구조의 해석이나 

모델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의 직접 변조를 이용한 광

전 발진기를 해석 하고 성능 분석을 하였다. 광전 발진

기를 구성하는 각 장치의 개방 응답 특성을 해석한 후 

각 장치의 응답 특성을 이용하여 광전 발진기 전체 개방 

루프 응답 특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직접 변조 반도체 

레이저의 응답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반도체 레이저

의 비율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광전 발진기의 전체 개방 

루프 응답 특성과 루프 발진기의 발진 원리를 적용하면 

실제로 광전 발진기를 닫힌 루프로 구성 하였을 때 발생

하는 발진 지점과 스퓨리어스 톤의 간격을 알 수 있고 

개방 루프 응답의 위상 변화 주기를 이용하여 발진 신호

의 위상잡음을 간접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Ⅱ. 개방 루프 응답 특성 분석을 통한 발진 신호의 

성능 분석

그림 1 은 루프 발진기의 개념 구조도 이다. 루프 발

진기의 입출력은 증폭, 포화, 지연과 손실로 구성 되어

있다. 발진 원리는 매우 작은 크기의 입력 신호가 위의 4

단계를 거친 후 출력 신호가 되는데, 그 출력신호를 다

시 입력 신호로 인가하는 궤환(feedback)을 반복한다. 
루프의 신호가 궤환 할 때마다 입/출력 신호의 크기 비

율이 0 dB보다 크고 동위상이(in phase)되는 신호 성분

은 계속 증폭이 되며 비동위상(out of phase)이 되는 신

호 성분은 증폭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증폭된 동위

상의 신호 성분은 발진 신호가 된다. 이에 반해 비동위

상 신호 주파수 성분은 발진 주파수 주변의 잡음 신호

가 된다. 결국 루프 발진기의 입력 신호와 개방 루프 출

력 신호간의 위상차와 크기 응답 해석을 통하여 발진기

의 발진 주파수 특성 및 위상잡음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루

프 발진기의 개방 루프에 대한 위상 및 크기 응답 특성

을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는 

단일 루프 통과시 입출력이 동위상을 가지는 주파수 fa

의 신호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이 경우 크기 응답은 0 
dB 보다 작은 경우를 예를 들어 나타내었다. 그림 2(b)
는 주파수 fb 신호에 대하여 도시한 것으로 크기 응답이 

0 dB이상이나 위상차가 비동위상인 경우를 나타내었

다. 마지막으로 그림 2(c)의 fc 주파수는 동위상이면서 

크기 응답이 0 dB 이상일 때이다. 그림 2(a)에 대하여 

주파수 fa 성분에서 입출력 신호의 위상차가 0인 동위

상이기 때문에 루프를 닫고 궤환 발진 구조를 만들 경

우에는 신호가 자체 발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
지만 크기 응답 특성이 0 dB 보다 작기 때문에 신호가 

루프를 궤환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신호의 크기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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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루프 지연 시간에 따른 개방 루프 위상 응답 특성과 

발진 신호의 관계

Fig. 3 Relationship between open-loop phase response 
and oscillation signal for different loop-delay values

쇄하므로  최종적으로 발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b)의 경우는 크기 응답이 0 dB이상이기 때문에 루프 

궤환시 신호의 크기가 커질 수는 있으나 위상 응답 특

성이 동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루프 내에 존재하는 동일 

주파수 신호 간의 간섭에 의해 결국 발진할 수 없게 된

다. 마지막으로 그림 2(c)는 위상이 동위상이어서 발진

의 잠재력이 있으며, 크기 응답이 0 dB이상이기 때문에 

루프 궤환에 의한 신호의 감쇄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닫힌 루프를 구성하는 경우 주파수  fc에서 발진하는 신

호를 얻을 수 있다. 세 가지 경우를 고찰해 보면 루프 발

진기가 발진하기 위해서는 개방 루프 응답 신호의 크기 

응답이 0 dB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위상 응답이  “0”
이 되어야 한다. 위상 및 크기 응답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라도 만족 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은 발진 신호가 되

지 못하고, 잡음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개방 루프에 대

한 크기 및 위상 응답 특성을 구하여 해석함으로써 루

프 발진기의 특성 중 하나인 발진 주파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발진 신호의 중요한 성능인 위상잡음 특성

을 개방 루프 위상 응답 특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

다. 이는 그림 3의 루프의 지연 시간에 따른 개방 루프 

위상 응답과 발진 신호 스펙트럼과의 관계를 도시한 개

념도로부터 설명 가능하다. 발진 주파수 주변의 주파수

를 가진 신호의 위상 응답은 발진 지점 “0”을 기준으로 

-180도에서 180도까지 선형적으로 변하며, 이는 계속

적으로 반복된다. 여기서 위상 응답이 0인 지점은 발진 

가능 주파수이다. 발진 주파수 주변의 주파수 신호들은 

비동위상 부분으로써 발진 신호 주파수에 대하여 위상 

잡음에 해당 되는 영역이다. 위상 응답이 –180도 및

180도인 부분은 신호가 한번 루프를 지날시 완전히 위

상 반전 되므로 신호가 상쇄되어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된다. 즉 발진 신호 대비 위상 잡음이 가장 낮은 

오프셋 주파수가 된다. 그리고 동위상으로 가까이 갈수

록 신호의 위상잡음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터 개방 루프의 위상응답 특성의 기울기는 발진 신호

의 위상 잡음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검은 

실선과 회색 실선은 상대적으로 각각 길고 짧은 루프를 

사용하였을 때의 개방 루프 위상 응답과 그에 따른 발

진 신호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도이다. 짧은  루프의 경

우, 루프 지연시간이 짧고, 이 지연 시간에 반비례하는 

주기를 가진 개방 루프 위상 응답을 형성한다. 즉, 긴 루

프에 대한 위상 응답(=실선의 경우)과 비교하여 더 작

은 기울기를 가지 위상 응답을 형성하며, 이는 넓은 스

펙트럼을 가진 신호를 발생시킨다. 즉, 짧은 루프의 경

우, 발진 주파수 주변의 오프셋 주파수에서 더 큰 신호

를 가지므로 위상잡음 관점에서 더 큰 위상 잡음을 가

진 발진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요약하면 루프 발진기의 개방 루프의 크기 응답과 위

상응답을 구할 수 있다면 닫힌 구조의 발진 루프를 형

성한 경우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1) 발진 주파수 도출이 

가능하며, 2) 발진 신호의 위상 잡음 성능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직접 변조된 레이저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의 개방 루프 

특성을 반도체 레이저의 비율 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얻어냄으로써 광전 발진 신호의 발진 주파수와 위상 잡

음 성능을 도출해 내었다. 

Ⅲ. 직접 변조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 모델링 및 성능 분석

그림 4는 직접 변조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의 구조도이다. 최초로 주파수 및 위상 잡음을 

가진 임의의 주파수의 전기적 입력 신호  는 반도

체 레이저의 직접 변조에 의하여 광신호로 변환된다. 
변환된 광신호는 긴 길이의 광섬유(=수 km)를 통과하

면서 루프에 의한 신호의 지연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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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도체 레이저의 직접 변조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의 

구조도

Fig. 4 Schematic of an optoelectronic oscillator using a 
directly-modulated semiconductor laser

광섬유를 통과한 광신호는 광검출기에 의하여 전기

적 신호로 변환된 후 중심주파수가 이고 대역폭이 

인 대역 통과필터를 통과한다. 그리고 루프에 의

한 신호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득률이 인 전

기적 증폭기에 의하여 증폭된다. 이와 같이 루프를 한 

번 통과한 신호를 단일 루프 출력 신호 라 하자. 

실제로 광전 발진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단일 루프 출

력 신호인 가 다시 반도체 레이저를 직접 변조하

고, 루프를 궤환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며, 이 과정

을 통하여 낮은 위상잡음을 가진 전기적 발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변조를 이용한 광전 

발진기의 개방 루프 응답 특성을 입력신호 와 위

와 같이 정의된 출력신호 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

함으로써 발진 신호의 성능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레이저의 직접 변조 응답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저의 직접 변조 응답 특

성은 단일 모드 반도체 레이저 비율 방정식의 소신호 

응답 특성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2]. 그림 5는 바이어

스 전류의 값에 따른 레이저의 직접 변조 응답 특성을  

구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광전 발진 목적을 위

해서는 큰 값의 크기 응답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레이저의 공진 주파수 영역을 발진 목표 주파수로 설정

하면 추후 용이하게 발진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0-GHz 대역에서 발진 신호를 생성

하기 위해서는 12배의 문턱 전류(= 12Jth) 값으로 레이

저를 구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5. 바이어스 전류에 따른 직접 변조 레이저의 변조 특성

Fig. 5 Modulation response of a semiconductor laser 
for various current bias values.

그림 6. 광전발진기의 전체 루프 크기 응답

Fig. 6 Magnitude response of total open loop in opto- 
ectronic oscillator

이 때 변조에 의한 전광 변환 손실은 4 dB이므로 이 

손실은 추후 있게 될 전송 손실 및 광검출기에서의 광

전 변환 손실과 함께 추가적인 증폭기에 의해 보충되어

야만 한다. 발진 루프의 모델링을 위하여 전기적 대역

통과 필터의 Q-factor는 1000, 중심주파수(=)는 10 

GHz, 대역폭(=)은 10 MHz인 가우시안 응답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적 증폭기는 40 dB의 증폭율

을, 그리고 광검출기는 0.8(A/W)의 광전 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광섬유의 길이는 

   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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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광전 발진기의 개방 루프 위상 응답을 이용한 발진 신

호와 스퓨리어스톤의 위치

Fig. 7 Oscillation frequency and spurious tones by utilizing 
open loop phase response of optoelectroic oscillator.

그림 8. 2 km 길이의 광섬유 루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개방 

루프 위상 응답

Fig. 8 Open-loop phase response using 2-km fiber loop

그림 6은 광전 발진기의 각 장치를 모두 구성한 광

전 발진기의 전체 개방 루프 크기 응답 특성이다. 중심 

주파수가 10 GHz 주변에 크기 응답이 0 dB 이상의  주

파수 대역이 약 1 GHz 정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양의 

값을 가진 이득영역 내에서 광전 발진기의 개방 루프 

위상  응답이 “0”인 주파수 지점에서 발진 신호는 가

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를 발진 주파수

라 한다.  양의 이득 대역 이외의 대역은 루프 발진기

의 발진 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진을 할 수 

없다.
그림 7은 그림 6에서 구해진 양의 이득 대역에 대하

여 개방 루프 위상 응답을 구한 것이다. 그림 7에는 발

진 가능 주파수의 위치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에서 가장 큰 크기 응답 부분인 실선 원으로 표시된 주

파수가 실제 발진 주파수이다. 10 GHz에서 약 100 kHz 
벗어난 실선 원의 주파수가 개방 크기 응답의 증폭률

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발진 주파수가 된다. 발진 주파

수 지점 외에도 광섬유의 길이와 루프 지연에 의하여 

200 kHz의 위상 변화 주기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개방 루프 위상 응답이 “0”인 200 kHz 간격의 

지점들은 원하는 발진 신호가 아닌 스퓨리어스 톤이

다. 스퓨리어스 톤의 간격은 개방 루프 위상 응답 한주

기와 같다. 따라서 스퓨리어스 톤의 주파수 간격은 광

섬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좁아지게 된다. 다른 조건

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단지 광섬유의 길이만을 2 
km로 변화시킨 경우의 위상 응답 특성이 그림 8에 나

타나 있다.  
발진 신호의 위상 잡음은 기울기에 반비례하므로 

이 경우의 위상 잡음 성능은 1km 길이의 광섬유를 사

용한 경우보다 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퓨리어

스 톤의 간격은 더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진 신호만

을 필터링하기는 더 어렵게 되나 이는 이중 루프 구조

의 발진기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6]. 그러므

로 고성능의 저잡음 발진 신호를 얻고자 하는 경우는 

긴 길이의 광섬유를 사용하여야 함이 필수적이다. 긴 

길이의 광섬유를 사용하는 루프 구성에서 스퓨리어스 

톤이 완전히 제거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중 루프

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조의 복잡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접 변조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광

전 발진기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도출해 내었다. 먼저 

반도체 레이저의 비율 방정식을 통하여 직접 변조 응답 

특성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전 발진기 개방 루프 

특성을 얻어내었다. 얻어진 개방 루프의 크기 응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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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응답 특성을 해석하여 광전 발진기의 주요 성능인 

발진 주파수, 스퓨리어스 톤의 간격 및 위상 잡음 성능

을 구할 수 있었다. 직접 변조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

한 광전 발진기는 구성의  단순성에 기인하여,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발진기 기술이므로, 본 논문의 성능 해

석 방법은 발진기 기술의 상용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하

여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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