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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m 광섬유를 통하여 원격지로 전송된 1.4 GHz RF 신호의 위상잡음 제거

이원규†ㆍ박창용ㆍ문종철ㆍ유대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표준연구단

우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

(2010년 4월 1일 받음, 2010년 5월 31일 수정본 받음, 2010년 6월 3일 게재 확정)

13 km 광섬유를 통해 1.4 GHz의 기준 주파수를 전송할 때,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위상잡음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전송된 주파수의 안정도 성능은 실험장치의 온도변화폭에 의존하였다. 실험실의 온도변화폭이 0.3℃ 이내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광섬유의 위상잡음을 제거했을 때, 원격지에 전송된 신호가 0.8초의 평균 시간에서 4.6×10-14,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2.5×10-16
의 

상대주파수 전송 안정도를 보여 만족할 만한 결과이었으나, 실험실의 온도가 3.5℃ 범위로 변할 때에는, 1.2초의 평균 시간에서 

6.8×10-14,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3.0×10-15
의 전송 안정도를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1000초의 평균시간에서 10-16 수준의 상대주

파수 안정도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험장치의 온도 안정도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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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ber-phase-noise compensating system was constructed for a 1.4 GHz reference frequency transferred through a 13-km-long 
fiber spool. The transfer instability was dependent on the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compensating system. With the room 
temperature variation stabilized within 0.3℃, the transfer instability was 4.6×10-14 at 0.8 s of average time and 2.5×10-16 at 1000 s 
of average time with the fiber phase noise compensated. However, with the room temperature changed by 3.5℃, the transfer 
instability was 6.8×10-14 at 1.2 s of average time and 3.0×10-15 at 1000 s of average time. From this result, the temperature 
stability condition for the experimental setup could be determined to obtain a transfer instability of 10-16 at 1000 s of aver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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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주파수 표준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10-18 
수준의 상대주파수 정확도를 가지는 주파수 표준

[1]
이 실현되

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광섬유를 통한 기준 주파수의 전

송 방법은 기존의 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무선 전송의 한계를 

뛰어넘을 강력한 후보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8]. 또한, 

광섬유를 통한 신호의 전송은 구리 재질의 동축케이블을 이

용할 때보다 신호의 손실이 작아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높은 

안정도의 기준 주파수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광섬유를 통해 기준 주파수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송 

경로의 온도 변화 및 진동에 의해 위상잡음이 발생하는데, 
온도 변화에 의해서는 전송된 기준 주파수의 장기 안정도가 

나빠지고, 진동에 의해서는 단기 안정도가 나빠진다. 광섬유

를 통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상잡음을 능동적으로 제

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100 km가 넘는 거리까지 기준 주파수를 광섬유 위상잡

음 없이 전송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8]. 현재, 광섬유를 

통한 높은 안정도의 기준 주파수 전송 방법은 주파수 표준 

간의 비교에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 초장기선 간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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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outline for the fiber phase noise cancellation at the remote site (DFB; Distributed-feedback Laser, MZM; Mach-
Zehnder Modulator, VCXO; 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PD; Photodiode, S; RF power splitter).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을 이용한 전파 망

원경 시스템
[9-13]

이나 입자 물리학 실험을 위한 선형 가속기

의 동기 신호를 제공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14, 15]. 이러한 응

용에서는 대체적으로 1000초의 평균시간에서 10-16 수준의 

상대주파수 안정도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0 MHz의 RF 신호를 23 km의 광섬유로 전

송할 때, 진동과 온도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상잡음을 

측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1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광섬유로 전송된 기준 주

파수의 전송 안정도 (transfer instability)를 위상잡음 보상을 

구성하는 피드백 루프의 오차 신호로부터 구하였으므로, in-loop 
에서의 결과이고, 전송 경로를 왕복한 후 다시 돌아온 시작

점에서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이 제거되는 실험 구도를 사

용했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는 광섬유를 통해 편도로 진행한 

만큼의 위상잡음이 남아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의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기준 

주파수를 원격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격지

에서 광섬유 전송으로 인한 위상잡음이 제거되는 구도로 실

험 장치를 구성하였고, 실제로 원격지로 전송된 신호의 전송 

안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상 보정 피드백 루프 밖에서 

(out-of-loop) 위상 검출기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전파망원

경의 관측기기실에 위치한 수소메이저의 1.4 GHz 기준 주파

수를 안테나 수신기실로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염두

에 두고, 먼저 실험실 내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4 GHz의 기준 주파수를 13 
km 길이의 광섬유 스풀을 통해 전송하여 원격지에 전송된 

신호의 주파수의 위상잡음을 측정하여, 전송 안정도를 구하

였다. 위상잡음 제거 시스템에 의해 광섬유 전송에 의한 위

상 잡음이 1/80 ~ 1/800 정도로 제거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위상잡음 제거 성능은 실험장치의 온도변화폭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로부터 1000초의 평균시간에서 

10-16 수준의 상대주파수 안정도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

험장치의 온도안정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 그룹에

서는
[2-8] 실험실의 온도가 잘 유지되거나, 실험장치의 온도를 

안정화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서 실험장치에 요구되는 온도 안정도를 제시할 수 있었다.

II. 실험 장치

광섬유를 통해 기준 RF를 전송할 때, 원격지에서 광섬유의 

위상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요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DFB는 레이저 광원으로 사용된 분포 

궤환형 레이저 (distributed feedback laser)이고, MZM은 마흐

-젠더 광세기 변조기 (Mach-Zehnder intenstiy modulator), VCXO
는 전압조절 결정발진기 (voltage-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PD는 광다이오드 (photodiode), S는 RF 전력 분배기 (power 
splitter), 삼각형은 RF 전력 증폭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는 광순환기 (optical circulator)이다. DFB1 (Thorlabs, 
PRO8000 DWDM source)의 파장은 1552.52 nm이었고, 출력

은 13 dBm이었다. 광섬유를 통하여 원격지로 전송되는 레이

저 빛에 VCXO에서 발생된 RF 신호를 실어주기 위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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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feedback setup for the fiber phase noise cancellation at the remote site (MZM; Mach-Zehnder Modulator, VCXO; 
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PD; Photodiode, S; RF power splitter, M; Frequency Mixer, BPF; Band-pass Filter, LPF; Low Pass 
Filter).

GHz까지 변조 가능한 MZM1 (AVANEX, 792000230)을 사

용하여 진폭 변조를 하였다. VCXO로는 저잡음 신호발생기 

(Agilent, E4428C)를 사용하여 1.4 GHz의 주파수를 발생시

켰다. MZM1에 입력되는 광세기 (13 dBm)와 RF의 세기 (10 
dBm)는 포화로 인한 신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였으며, MZM1의 직류 전압 바이어스에 정전압 공급

원을 걸어주어 최대 진폭의 50 % 수준을 중심으로 진폭 변

조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마흐-젠더 광변조기는 

입사광의 편광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DFB와 MZM을 편

광유지 광섬유로 연결하여 별도의 편광 조절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RF로 진폭 변조된 레이저 빛을 광순환기를 

통과시킨 후 13 km 길이의 전송용 광섬유를 지나 원격지에

서 다시 광순환기를 통과시켜 PD2를 이용하여 RF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다. 원격지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레이저 빛을 

돌려 보낼 때, 2×2 광섬유 결합기 (fiber coupler)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광섬유 안에서 서로 반대로 진행하는 

빛이 같은 파장을 가지므로 유도 브릴루앙 산란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에 의한 잡음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원격지에서 별도의 광원 (DFB2)과 진폭 변조기 

(MZM2)를 사용하였다. DFB2의 파장은 1551.79 nm로서 

DFB1의 파장과 다르게 하였으며 그 출력은 13 dBm이었다. 
MZM 및 광섬유 소자들을 거쳐서 실제로 전송용 광섬유에 

입사하는 레이저의 세기는 각종 삽입손실들 때문에 -1.7 
dBm이었다. MZM2에 실리는 RF로는 PD2로 검출된 신호를 

증폭하여 인가해줌으로써 광섬유를 통한 편도 전송으로 인

한 위상잡음 정보가 실리도록 하였다. 원격지에서의 레이저 

빛을 광순환기를 통하여 다시 시작점으로 전송하고 시작점

에서의 광순환기를 지난 뒤, PD1으로 왕복 경로의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 정보를 가진 신호를 추출하였다. PD1과 PD2
로는 3.5 GHz까지의 신호를 얻을 수 있는 모델 (Newfocus, 
1592)을 사용하였다. 이 신호를 기준 발진기와 위상 비교를 

하여 광섬유로 인한 잡음을 추출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VCXO에 주파수 변조를 해주어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을 

능동적으로 보상하는 회로를 구성하였다. 이는 변조에 사용

되는 발진기의 주파수를 조금 바꾸어 줌으로써 광섬유에서 

발생한 위상 변화를 보상하는 원리이다. 기준 주파수를 발생

시키는 발진기로서는 수소 메이저에 동기된 저잡음 신호발

생기 (Agilent, E4424B)를 사용하였다.
그림 2에는 광섬유로 인한 위상 잡음을 제거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체적인 장치도를 보였다. 1.4 GHz를 발생시키는 

VCXO의 위상을  , 1.4 GHz 기준 발진기의 위상을 

, 400 MHz의 중간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발진기

(Agilent, 8241A)의 위상을 로 나타낼 때, 주파수 혼합기 

(frequency mixer) M1의 출력에 1 GHz 중심의 대역통과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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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pass filter) BPF1를 사용하면 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혼합기 M2의 출력에 1 
GHz 중심의 대역통과 필터 BPF2를 사용하면 

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M1과 M2에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

는 7 dBm으로 맞춰 주었다. 주파수 혼합기 M3와 400 MHz 
중심의 대역통과필터 BPF3를 이용하여 M1의 출력 신호와 

기준 주파수 신호의 차주파수 신호를 얻으면 그 위상은 

RCIFt φφω +− (1)

로 주어진다. MZM1을 이용하여 진폭변조되어 13 km 길이

의 광섬유로 전송된 빛을 원격지에서 광다이오드 PD2로 검

출하면 그 위상은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 이 더해져서 

 과 같이 주어진다. 이 신호를 RF 증폭기 AMP2
로 적절히 증폭한 후 고차조화파를 잘라주기 위한 1.4 GHz 
저역통과필터 (low pass filter) LPF4를 사용하여 MZM2를 

진폭변조하면,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 정보를 유지한 채 다

시 시작점으로 레이저 빛을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광

섬유를 통해 왕복하여 전송된 후 시작점의 광다이오드 PD1
에 의하여 검출된 신호의 위상은  으로 주어진

다. 이 신호와 주파수 혼합기 M2의 출력의 차주파수 신호를 

주파수 혼합기 M4와 400 MHz 중심의 대역통과필터 BPF4
를 이용하여 얻으면, 그 위상은 

RNCIFt φφφω −++ 2 (2)  

과 같이 주어진다. 식 (1)의 위상과 식 (2)의 위상의 차이를 

위상 검출기 M5와 1.9 MHz 저역통과필터 LPF1을 사용하여 

얻으면, 그 결과는 

( )RNC φφφ −+2 (3)

와 같이 주어진다. M5의 출력 전압을 VCXO의 외부 주파수 

변조 단자에 걸어주면 피드백 루프가 완성되고, 식 (3)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때,  의 관계식을 만

족시키며, PD2에 의해 추출된 원격지에서의 RF 신호는 

RNC tt φωφφω +=++ (4)

로 주어지게 되므로,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의 영향이 제거

되어 원격지에서 기준 주파수 발진기의 신호와 동일한 RF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 원격지에서 전송된 신호의 위상잡음

을 보기 위해서는, PD2의 출력 신호와 기준 주파수 발생기

의 출력(그림 2에서 Ⓐ)의 위상차를 위상 검출기 M7과 1.9 
MHz 저역통과필터 LPF3를 사용하여 얻으면 되는데,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는 전송잡음이 없는 기준 주파수 공급원

이 없으므로, 13 km 길이의 광섬유 스풀로 연결된 원격지의 

실험장치를 시작점 바로 옆에 위치시켜서 테스트하였다. 한
편, 시작점의 광다이오드 PD1의 출력과 기준 주파수 발생기

의 출력의 위상차를 위상 검출기 M6과 1.9 MHz 저역통과필

터 LPF2를 사용하여 얻으면 그 결과는 

NRNC φφφφ =−+ 2 (5)

과 같이 주어져서, 시작점에서 광섬유를 통한 편도 전송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잡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한다.

III. 실험 결과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림 2에서 원격지의 위상 검출기 

M7의 출력을 측정하면, 위상잡음 제거 서보를 작동하지 않

았을 때는 광섬유 편도 전송에 의한 위상잡음을 볼 수 있고, 
위상잡음 제거 서보를 작동했을 때에는 광섬유 편도 전송에 

의한 위상잡음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림 2에서 시작점의 위상 검출기 M6의 출력을 측정하면, 위
상잡음 제거 서보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광섬유 왕복 전송

에 의한 위상잡음을 볼 수 있고, 위상잡음 제거 서보를 작동

했을 때에는 식 (5)에서와 같이 광섬유 편도 전송에 의한 위

상잡음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위상잡음 제거 서보의 피드

백에 쓰이는 위상 검출기 M5의 출력을 측정하면, 위상잡음 

제거 서보가 얼마만큼 잘 동작하여 오차 신호가 영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알 수 있고, in-loop에서의 전송 안정

도를 구할 수 있다.
위상 검출기 M5, M6, M7의 전압 출력을 위상 정보로 환

산하기 위해서는 전압-위상 환산계수를 측정해야 한다. 이는 

위상잡음 제거 서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VCXO의 주파수

를 기준 주파수인 1.4 GHz와 약간 다르게 하여 (예를 들어 

1.4 GHz + 2 Hz) 측정할 수 있다. 위상 검출기의 양쪽 입력 

신호의 위상차가 일 때, 위상 검출기의 전압 출력 V는 

φφ sin
2

sin ppV
KV == (6)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K는 위상 검출기의 전압-위상 환

산계수이고, Vpp는 출력 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위상 검출기의 양쪽 입력 신호의 위상차 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pV
V2arcsin=φ (7)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각 위상 검출기의 전압-위상 

환산계수는 M5의 경우 45 mV/rad, M6의 경우 130 mV/rad, 
M7의 경우 275 mV/rad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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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put of the mixer measuring the phase of the 1.4 GHz 
signal after a round-trip through a 13-km-long fiber spool when 
the fiber phase noise is cancelled.

FIG. 4. Phase noise produced in the course of the 1.4 GHz signal 
transimission through a 13-km-long fiber spool.

FIG. 5. Room temperature during the reference frequency trans-
mission through a fiber spool. Temperature variation was 3.5℃ 
during the whole measurement time (0.3℃ during the time interval 
marked by ’A’ in a rectangular box).

FIG. 6. Phase noise measured by the mixer located at the remote 
site with the 13-km-long fiber phase noise cancelled.

13 km 광섬유를 통해 전송된 기준 주파수 신호의 위상잡

음을 제거하는 서보를 동작시켰을 때, 광섬유 왕복 전송 후

에 측정한 위상 검출기 M6의 출력 전압을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이 전압 신호는 식 (5)에서와 같이 광섬유 편도 전송에 

의해 발생한 위상잡음을 의미한다. 이 전압 신호를 식 (7)을 

이용하여 위상으로 변환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13 
km의 긴 전송 거리에서 발생한 위상잡음 신호이므로 ±π/2 
rad을 초과하는 크기의 위상잡음이 있으므로 식 (7)을 적용

할 때 적당한 부호를 선택하고 π/2의 정수배를 더해주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1.7 시간 동안의 측정에서 14.3 
rad 범위의 위상잡음이 13 km 광섬유 전송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의 실험실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24.5℃ 근처의 온도로 유지

된 부분은 낮 동안에 실험실 항온 시스템이 동작된 구간이

고, 21.5℃ 근처의 온도로 유지된 부분은 밤 동안에 항온 시

스템 설정 온도이다. 항온 시스템의 두 설정값이 바뀌는 동

안에는 짧은 시간 동안 약 3.5℃ 범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그림 4의 광섬유 위상잡음의 변화양상이 그림 5의 실험실 온

도의 변화 양상과 일치하므로 이 위상잡음은 주로 광섬유 스

풀이 위치한 실험실의 온도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온도에 따른 광섬유의 광경로 변화가 약 7×10-6/℃ 
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계산해 볼 때

[12], 13 km 길이

의 광섬유에 3.5℃의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광경로의 

변화는 0.32 m로 추산되고, 이는 1.4 GHz 신호에 대하여 

14.1 rad의 위상변화이며, 이것은 그림 4에서의 위상 변화량

인 14.3 rad과 잘 일치한다.
13 km 광섬유의 위상잡음을 제거했을 때, 원격지에서 위

상 검출기 M7의 출력 신호를 위상으로 변환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1.7 시간 동안의 측

정에서 0.187 rad의 위상변화가 있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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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ase noise measured by the mixer located at the remote 
site with the 13-km-long fiber phase noise is cancelled when the 
room temperature is stabilized within 0.3℃.

FIG. 8. Transfer instability (Allan deviation) of the 1.4 GHz 
signal transferred to the remote site via a 13-km-long fiber spool 
(Circles; with free-running fiber, filled squares; with fiber noise 
cancelled when the temperature variation is 3.5℃, diamonds; with 
fiber noise cancelled when the temperature variation is 0.3℃, 
open squares; in-loop instability). 

이 시간 동안 광섬유 편도 전송에서 14.3 rad의 위상잡음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위상잡음 제거 서보에 의해 약 1/80 
수준으로 광섬유의 위상잡음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림 5의 9 h에서 18 h까지의 

구간(그림 5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A 구간)에서는 실험실

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이 시간 구간 동안의 실험실 

온도 변화폭은 약 0.3℃이었다. 이렇게 실험실 온도가 안정

된 동안에 원격지에 전송된 신호의 위상잡음을 측정한 결과

를 그림 7에 나타내었고, 위상의 전체 변화폭은 약 18 mrad
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실험장치의 온도 변화를 0.3℃ 이
내로 유지한다면, 광섬유 위상잡음 제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약 1/800 수준으로 광섬유로 인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실 온도가 크게 변할 때에 광섬유 위상잡음의 제거 성

능이 나빠지는 것은 실험에 사용된 RF 소자, 구리 동축 케이

블, 광 소자 들의 온도 의존성에 의해 발생한 위상잡음의 영

향이다. 이러한 위상잡음은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과는 달

리 레이저 빛이 광섬유를 왕복하는 동안 한번만 발생하기 때

문에, 광섬유 위상잡음 제거 서보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 
그림 8은 위의 결과들의 주파수 전송 안정도를 알란 편차

[17]
로 나타낸 결과이다. 이것은 기준 주파수에 비하여 전송된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는 광섬유 위상잡음을 제거하지 않았

을 때, 광섬유의 13 km 편도 전송에 의한 잡음으로 인한 주

파수 전송 안정도이다. 1.2초의 평균 시간에서 1.2×10-13
의 전

송 안정도를 가지고, 광섬유 스풀의 온도가 3.5℃ 폭으로 하

루 동안 변했기 때문에 주파수 흐름이 존재하여, 평균 시간

이 증가해도 안정도가 크게 좋아지지 않아서, 10000초의 평

균 시간에서도 5.1×10-14
의 전송 안정도를 보였다. 실험실의 

온도가 3.5℃ 폭으로 하루 동안 변하는 동안에, 광섬유로 인

한 위상잡음을 제거하여 원격지에서 측정한 주파수 전송 안

정도는 그림 8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그래프와 같다. 이 경

우에는 1.2초의 평균 시간에서 6.8×10-14
의 전송 안정도를 보

였고,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3.0×10-15, 10000초의 평균 시

간에서 5.7×10-16
의 전송 안정도를 보였다. 이 경우 광섬유로 

인한 주파수 불안정도가 위상잡음 제거 서보에 의해 10000
초에서 20 dB 정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실험실의 온도 

변화로 인해 광섬유를 제외한 실험장치에서 발생한 위상잡

음의 영향이 일부 남아 있다. 그림에서 마름모로 표시된 그

래프는, 광섬유로 인한 위상잡음을 제거하여 기준 주파수를 

전송했을 때, 실험실 온도가 0.3℃ 폭 이내에서 변하는 동안

만 원격지에서 측정한 주파수 전송 안정도이다. 이 때에는 

실험 장치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송 안정도가 

더욱 개선되어, 0.8초의 평균 시간에서 4.6×10-14
의 전송 안정

도를 보였고,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약 2.5×10-16
의 전송 

안정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응용 분야들에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참고문헌 [2]와 비교할 때, PMD의 효

과를 상쇄하지 않은 결과로서는 세계 수준에 근접한 성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된다. 보다 향상된 전송 안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편광모드분산(PMD)으로 인한 효과를 없애기 위해 

polarization scrambler를 사용해야 하는데
[4, 8], 이 경우에는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4×10-17, 10000초의 평균시간에서 

1×10-17
의 전송 안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4]. 
또한, 그래프의 기울기가 대략적으로 평균 시간의 역수에 비

례하는데, 이것은 위상 잠금 루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

관관계이며, 광섬유의 위상잡음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어 원격

지에서도 기준 주파수 발진기의 위상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오랜 시간동안 실험실 온도가 0.
3℃ 폭 이내로 유지되었다면, 10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약 

2.5×10-17
의 전송 안정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 경우에

는 광섬유로 인한 주파수 불안정도가 위상잡음 제거 서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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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33 dB 만큼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흰색 사각형으

로 표시된 그래프는 위상제거 피드백에 사용된 오차 신호로

부터 얻어진 in-loop에서의 전송 안정도인데, 1.2초의 평균 

시간에서 2.4×10-14, 10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4.7×10-18
의 전

송 안정도를 보였다. 이것은 위상잡음을 보상하는 피드백을 

걸어 주었을 때 in-loop에서 남아있는 위상잡음을 의미하며,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위상잡음 제거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1000초의 평균시간에서 10-16 수준의 

상대주파수 안정도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험장치의 온

도안정도가 0.3℃ 정도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조건은 실

험장치를 둘러싸는 케이스의 온도만을 조절한다면, 실험적으

로 어렵지 않게 실현 가능한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

도 안정 장치의 설계에 반영하여 제작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내부 조건에서 13 km 길이의 광섬

유 스풀을 통해 1.4 GHz의 기준 주파수를 원격지로 보낼 때, 
광섬유에서 발생한 위상잡음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의 온도가 하루 동안에 3.5℃ 폭으로 변하는 조건에서

는, 위상잡음 제거 서보를 동작시켰을 때, 원격지로 전송된 

신호의 전송 안정도가 1.2초의 평균 시간에서 6.8×10-14, 
1000초의 평균 시간에서 3.0×10-15

이었다. 실험실의 온도변화

폭이 0.3℃ 이내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송 안정도가 개선되

어 0.8 초의 평균 시간에서 4.6×10-14, 1000 초의 평균 시간에

서 약 2.5×10-16
로서, 서론에서 언급한 응용 분야들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전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1000 초의 

평균시간에서 10-16 수준의 상대주파수 안정도를 얻기 위해

서 요구되는 실험장치의 온도안정도가 0.3℃ 정도임을 결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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