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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분할 다중화 수동광 네트워크에서 적용된 반사형 반도체 증폭기 기반의 

광역선폭 광원의 광필터 특성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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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신호를 위해서는 반사형 반도체 증폭기를 기반으로 한 광역선폭 광원 기술이 사용되었고 상향신호를 위해서는 파장 재사

용 기술이 사용된 양방향 파장분할 다중화 수동 광네트워크 (WDM-PON)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 시스템에

서 세가지 다른 종류의 광필터들이 비교되어 필터링의 영향이 분석되었고, 광 스펙트럼과 아이 다이어그램 (eye diagram)의 분석

을 통해 파장 재변조 기술을 최적화 하였다. 최적화된 시스템 조건을 이용하여 양방향 신호의 전송 성능 곡선을 구하였고 이 

시스템에서 반사에 의한 신호 왜곡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The Optical Filtering Effect of a RSOA-based Broadband Light Source in a 
Bidirectional WDM-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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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WG-filtering effect was investigated on a bidirectional 100-GHz-channel-spacing WDM-PON link using spectrum-sliced 
and RSOA-amplified light sources for downstream signals and a wavelength reuse technique for upstream signals. Signal 
performances of three different filtering AWGs, including Gaussian, trapezoidal, and rectangular types, were compared on link 
transmission with fiber nonlinear effects. As an extinction ratio of a downstream signal varied, the effect for both directional 
signals was analyzed and optimiz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optimal pass bandwidth of an AWG for the balance between 
relative intensity noise decrement and cross phase modulation noise increment as the bandwidth got w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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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대역폭 수요를 촉발시키는 다양한 가입자 응용서비스의 

등장은 FTTH (fiber-to-the-home) 네트워크의 발전을 견인하

고 있으며 이는 통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속 전송이 가능하

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차세대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동

기를 부여하고 있다
[1]. 이를 위한 기술 중에, 시분할 다중화 

(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수동 광 네트워크 (passive 
optical network; PON) 기술이 가입자 네트워크를 먼저 상업

화시키는데 성공적이었으나 넓은 대역폭과 시스템 확장 능

력 등의 장점 때문에 파장분할 다중화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PON 기술이 점차 강력한 경쟁자가 되

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WDM-PON 기술의 가격

과 복잡한 시스템 구조는 이 기술의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WDM-PON 시스템을 위한 스펙트럼 분할 기술

(spectrum slicing technique)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넓은 선폭

의 광원을 이용하여 각각의 개별 통신 사용자들에게 분활된 

파장을 하나씩 할당하는 함으로써 하나의 광원을 복수의 사

용자가 나누어 쓰는 방법이다
[2]. 이를 위해, 팹토초 모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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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of the bidirectional WDM-PON system. 
OLT: optical line terminal, ONU: optical network unit, RSOA: 
Reflected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금 레이저나 초광역 선폭 발생기 등을 포함하는 “가간섭성” 
광대역 광원들을 이용하는 스펙트럼 분할 방법들이 시스템

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원들을 

이용한 방법들은 여전히 비싸고 복잡해서 WDM-PON 전송 

시스템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제

한적이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어븀 첨가된 광섬유 증

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 LED, 고출력 다

이오드 등과 같은 소위 “비간섭성 (incoherent)” 광대역 광원

들이 사용되었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에도 장점을 가져 

비용에 민감한 가입자망 등에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3]. 
그러나 스펙트럼 분할 WDM 방식에 이러한 비가간섭성 

광원들의 사용은 세기 잡음을 유발시켜서 시스템 성능을 저

하시키게 된다. 이 세기 잡음을 줄이기 위해 광전 순방향 되

먹임 보상 (optoelectronic feed forward compensation)[3], 전광 

채널간 사파혼합 (all-optical interchannel four-wave mixing) 
[4]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제안되었으나 실용적이

지 못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포화 반도체 증폭기 (semi-
conductor optical amplifier; SOA) 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

고 구현되기도 했다
[5]. 포화 반도체 증폭기가 세기 잡음 감소

와 광신호 변조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현 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단순하고 고효율적이며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잠재

성을 가지고 있다. 광원의 세기 잡음 감소는 스펙트럼 분할

을 보다 쉽게 해서 스펙트럼 이용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입자 망을 위해서 이 접근 방식은 실질적이고 유용한 것이

다
[6, 7]. 
반도체 증폭기의 수정된 형태 중인 하나인 반사형 반도체 

증폭기 (Reflected SOA; RSOA)는 최근에 구현되어서 전통

적인 SOA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WDM-PON 시스템의 

광통신망 유닛 (optical network unit; ONU)에 장착된 RSOA
는 링크 하향 광신호의 파장을 상향 광신호의 파장으로 재사

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원의 파장 값이 변수가 되

지 않는 (“colorless” 라고 표현한다) ONU 의 구성을 가능하

게 해 주었다
[8]. 따라서, RSOA는 ONU의 광신호 발생 장치

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9]. 하지만 ONU에서 사용될 때 파장 의존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도체 부품의 특성상 다른 부품들과 결합이 용이하다

는 장점 등에도 불구하고, 산란되거나 반사된 광세기에 의한 

신호 악화나 광 필터에 대한 의존성 등과 같은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 11]. 이 필터 

효과는 우리 연구 그룹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측정된 바 있지

만 이 실험은 필터의 하드웨어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제한적인 결과만 도출이 되었다
[12].

본 논문에서, RSOA 기반의 광역선폭 광원과 파장 재변조 

기술을 이용하는 양방향 100 GHz 채널 간격의 WDM-PON 
시스템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되었다. 연구실의 

축적된 링크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용되었고
[13], 시뮬레이션

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디자인된 RSOA의 출력 특성들

이 상품화된 하드웨어 RSOA와 비교되었다. 세가지 다른 종

류의 필터링 기능을 가지는 도파로 배열 격자 (arrayed wave-
guide grating; AWG)를 적용시킨 전송 실험이 수행되어 신

호 성능들이 비교되었다. 파장 재변조 기술이 잘 구현되었음

을 확인하기 위해 각 링크 위치에서 광 스펙트럼들이 조사되

고 아이 다이그램이 비교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적화된 

조건을 이용하여 상향과 하향 신호의 신호 성능이 구해졌다. 
끝으로 본 시스템이 신호 반사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확

인하였다.

II. 실험과 결과

양방향 WDM-PON 시스템의 개략도가 그림 1에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광회선 단말 (optical line terminal; OLT), 20 
km 단일모드 광섬유 전송선, 그리고 ONU 들로 구성되어 있

다. 하향 광신호를 위해서는 RSOA 기반의 스펙트럼 분할 

기법이 적용되었고 상향 광신호에는 파장 재변조 (remodulation) 
기법이 적용되었다. 하향 신호 전송을 위해서, OLT 내에서 

광역선폭 광원 (broadband light source; BLS)에서 나온 광이 

AWG 을 거쳐 스펙트럼 분할된 뒤 각각의 RSOA로 입력된

다. BLS는 두 개의 EDFA를 다단 연결시킨 구조로 이득 평

탄화 필터를 함께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전 C 대역에서 20 
dBm의 균일한 출력 세기를 가진다. 이 광이 AWG를 거쳐 

ROA로 입력될 때 광 감쇄기의 조정을 통해서 0 dBm으로 

맞추어졌는데, 이 입력 세기는 RSOA의 이득을 포화시키기

에 충분한 크기다. 사용된 RSOA의 구조와 특성들은 상용 

제품을 이용한 하드웨어 실험 결과와 특성을 비교하면서 세

심하게 선택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RSOA 칩은 벌크 구조

로 능동 발광 영역은 두께 50 nm, 넓이 1.2 µm, 그리고 길이 

500 µm 이고 양 단면에서 반사율은 각각 1×10-5
과 0.7 이었

다. 구속인자 (confinement factor) 는 0.2 였다. RSOA의 구

동 전류 (driving amplitude) 와 바이어스 전류 (bias current) 
를 함께 조정해서 5 dBm의 출력 세기가 되도록 조정했는데 

이 조정 값의 크기는 하드웨어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12, 

14]. 구동 전류는 1.25 Gbit/s 전송 속도의 NRZ (non-return-
to-zero) 신호 포맷으로 변조되었다. RSOA 속에서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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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spectra of a broadband light source with and 
without a gain flattening filter.

FIG. 3. Gain and output power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 of a RSOA.

한쪽 끝 면에서 반사된 신호는 다시 AWG로 입사되는데 이 

AWG는 3 dB의 삽입 손실과 가지며 국제 통신 연합 표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tandard)에 의한 

WDM 채널 파장을 중심파장으로 하여 100 GHz 간격의 32 
채널용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AWG와 두 개의 광 서큐레

이터의 손실을 겪은 뒤 -7 dBm의 세기로 단일모드 광섬유 

(single mode fiber; SMF)로 입사되었다. SMF의 분산은 16 
ps/nm/km이고, 손실은 0.5 dB/km 였는데 이 값은 실제 전송

선을 꾸밀 때 광세기 변화에 대한 여유를 주기 위해 실제보

다 크게 선택되었다. 이외에도 광섬유 계산을 위해, 펄스폭 

0.8ns 기준으로 레일리 산란 계수는 -83 dB, 편광모드분산 

(PMD) 계수는 3.16×10-15 s/m1/2, 자체 위상 변조와 상호 위

상 변조의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선형 계수 (n2) 값은 

26x10-21 m2/w 값들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광섬유 전송에서 레일리 산란, 자체 위상 변조, 상호 위상 

변조 등과 같은 비선형 효과들도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전송 

구간을 따라서 전송된 신호들은 OLT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구조의 AWG에 의해 개별 채널들로 역다중화된 뒤 각각의 

ONU에 -14 dBm 세기로 입사되었다. 각 ONU는 수신 모듈

과 RSOA를 포함하는 재변조 모듈로 구성되었다. ONU로 입

사된 광신호는 3dB 분배기에 의해 똑같은 세기로 나누어진 

뒤 마지막으로 약 -17 dBm의 신호로 PIN 포토다이오드 

(photodiode; PD)에 입사되었다. PD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

환된 뒤 클럭 복원기 (clock recovery) 와 비트 에러율 검사

기 (a bit error rate tester; BERT) 에 의해 BER 값이 구해졌다.
ONU 속에서 나누어진 절반의 광세기는 재변조를 위해 

RSOA에 입사되었는데 이 RSOA는 OLT에서 사용된 RSOA
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를 가졌다. 이 RSOA의 구동 전류와 

바이어스 전류 (bias current)는 하향 광신호와 같이, +5 dBm 
출력 세기를 가지고 1.25 Gbit/s NRZ (non-return-to-zero) 로 

변조되도록 조정되었다. 이같이 형성된 상향 광신호는 SMF
에 입사되기 전에 -2 dBm 세기를 가졌고 SMF 내에서는 하

향 신호와 같은 광학적인 변화를 겪었다. 광 서큐레이터 후

에 AWG에 의해 역다중화된 신호는 OLT 내에서 -17 dBm의 

세기로 각각의 PD에 의해 수신되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양
방향 모두에서 광신호의 발생에서 수신사이의 광출력 범위 

(power budget)는 22 dB 였다. 각 링크 위치에서 광세기 등

을 포함해서 상술된 숫자들은 하드웨어 실험 경험을 바탕으

로 가능한 실제 시스템에 가깝게 선택되었다. 이 시뮬레이션 

작업에서 각 전송 비트당 16 계산 점들이 선택되었고 WDM 
파장 선폭 범위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시간 간격 (time window)
으로 최소한 256 비트들이 동시에 처리되었다.

광역선폭 광원으로 사용된 2단 증폭 EDFA의 증폭자발방

출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의 스펙트럼이 그

림 2에 주어져 있다. 이 출력을 위해서 두 개의 EDFA의 출

력 스펙트럼의 파장 특성을 잘 선택하였고 이 출력 값과 이

득 평탄화 필터를 함께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2의 내부

에 삽입된 그림처럼 C-대역에서 균일한 출력 값을 갖는 광역

선폭 광원을 얻을 수 있었다.

전송 시스템을 위해 디자인된 RSOA의 이득과 출력세기 

스펙트럼이 그림 3에 주어져 있으며, 여기서 좌측 그래프는 

이득이며 우측은 출력세기로 구분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시

뮬레이션 결과가 자체 보유한 RSOA 소자를 이용한 하드웨

어 실험결과와 비교되어 있는데 비교 결과는 두 실험이 일치

하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OLT에서 RSOA에 입력되는 광

신호의 세기가 0 dBm 이고 ONU에서 RSOA에 입력되는 광

세기가 -17 dBm 이므로 이 입력 값 근처에서의 출력 특성이 

중요한데 그림 3의 결과는 이 입력 영역에서 하드웨어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계산에서, 그룹 유효굴

절율은 3.7, 내부손실 계수는 3000/m, 진행 방향에서 선형적 

이득 모텔을 선택하였고, 이득의 파장에 따른 의존성은 무시

하였으며 chirp 모델링을 위해서 Henry의 linewidth enhancement 
factor가 3.0으로 선택되었다.

비가간섭성 광역선폭 광원을 이용한 스펙트럼 분할 기법에

서 각 WDM 채널들이 광 필터를 통과할 때, 채널들의 성능

이 필터의 투과 선폭 모양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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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output spectra of three filters with 1 GHz 
resolution when an ASE broadband source was used as input to 
the filters.

FIG. 5. BER curve measurement to examine the optical filtering 
effect of AWGs using Gaussian, trapezoidal, and rectangular 
transfer functions.

FIG. 6. Optical spectra before (first) and after (second) RSOA in 
OLT, and optical spectrum after RSOA in ONU (third).

광 필터로서 AWG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AWG는 필터로

서뿐만 아니라, 역다중화기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WDM-PON 링크에서 AWG의 필터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가우스형 (Gaussian), 사다리형 

(trapezoidal), 그리고 직사각형 (rectangular)의 세가지 종류의 

변환 함수들이 적용되어 비교되었다. 그림 4는 입력신호로 

ASE 광역선폭 신호가 사용되었을 때 세가지 종류의 필터들

의 광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1 GHz 분해능으로 계산되었

으며 필터들의 손실은 최저손실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기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각 필터들의 통과대역폭은 가우스형의 

3dB폭이 50GHz, 직사각형은 50GHz, 그리고 사다리형은 윗

변이 40GHz와 아랫변이 60GHz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세가지 다른 필터 형태를 가진 AWG들의 시스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AWG가 장착된 시스템에서 측정된 

BER 곡선들이 그림 5에 정리되어 있다. 이 때 사용된 채널

의 파장은 1547.715 nm 였다. 가우스형이 적용되었을 때 

BER 결과가 가장 나빠서 -17 dBm 의 수신 세기 조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10-9 에러 선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값보다 

더 큰 수신 세기에서는 에러가 더 개선되지 못하고 포화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직사각형은 가장 좋은 특성을 보여주어

서 10-9 에러 값이 -21 dBm 의 낮은 수신 세기에서 이루어졌

다. 사다리형은 직사각형보다 약간 좋지 않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10-9 에러 값을 위해서 직사각형 경우보다 0.7 
dB 높은 수신 세기를 보였다. 필터 구조에 따른 이 같은 신

호 성능의 차이는 필터가 상대적 세기잡음 (RIN)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3], RSOA에서 나온 신

호가 직사각형의 경우 RIN 악화가 거의 없는 반면 가우스형

의 경우는 1.7dB 이상의 RIN 악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ROSA
를 기반으로 한 스펙트럼 분할 기법을 이용한 WDM-PON 
시스템에서 사다리형 AWG가 가우스형보다 상당히 좋은 신

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비록 직사각형 AWG가 성능

은 제일 좋지만 큰 차이는 없고 현실적으로 제작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다리형 AWG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 양방향 신호 전송을 위해서는 OLT로 부터 

보내진 하향신호를 ONU에서 RSOA를 이용하여 재변조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재변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최적화가 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는 첫번째 방법은 재변조

된 신호의 광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림 6은 세가지 

광 스펙트럼이 비교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OLT에서 ROSA에 

입사되기 전의 스펙트럼으로 이는 사다리형 AWG를 지나서 

측정되었다. 두 번째는 이 RSOA를 지난 후 출력 스펙트럼

이다. 장파장 쪽으로 세기가 쏠려있는 모양이 실험 논문들에

서 제시된 결과와 잘 일치한다
[14]. 이 출력이 광섬유를 거쳐 

하향하면서 ONU에서 또 다른 ROSA를 거쳐서 만든 출력 

결과가 세 번째 스펙트럼이다. 이 스펙트럼에서 장파장으로 

광 세기 쏠림이 더욱 보강되는 것과 단파장에서 변조 신호의 

발생으로 인한 transient chirp 현상으로 정상까지의 파장 거

리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변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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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Eye diagrams of an upstream signal according to ER of 
a downstream signal among 4 dB ((a)), 5.5 dB ((b)), and 8 dB ((c)).

FIG. 8. BER curves of downstream (triangle) and upstream 
(circle) signals using trapezoid-filtering AWGs and optimum ER.

잘 실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가지 참고할 것은 이 같이 

변형된 스펙트럼의 광이 양방향의 링크 상에서 존재하는 파

장 고정된 광학 필터와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변조에 의한 스펙트럼 변화와 광학 필터 사이

의 상관관계는 RSOA를 사용하는 구조에서 또 다른 연구 주

제가 되고 있다.
하향 신호의 재변조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만들어진 재변조 신호가 적절히 조정되었느냐는 것이다. 최
적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럿 있지만 신호 성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향 신호에서 “0” 과 “1” 사
이의 세기 비인 ER (extinction ratio) 이다. 하향 신호의 ER
이 너무 크면 하향 신호의 성능은 좋아지겠지만 이 신호가 

ONU 속의 RSOA에 입력되면 RSOA의 이득을 충분히 포화

시키지 못해서 재변조된 상향 신호의 성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하향 신호의 ER이 너무 작으면 신호 재변조를 

위해서는 좋지만 하향 신호의 성능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먼저 재변조된 신호의 ER을 조사

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7에 주어져 있다. 그림에서 ⓐ, ⓑ, 

ⓒ는 하향 신호의 ER이 4 dB, 5.5 dB, 그리고 8 dB 인 경우

에 얻어진 재변조된 상향 신호의 eye diagram 이다. ER 값이 

작은 경우 “1” 레벨이 갈라져 보이지 않지만 ER 값이 큰 경

우 “1” 레벨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재변조 과정이 잘 작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상된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 같이 ER 값을 4 ~ 8 dB 사이에서 0.5 dB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재변조된 신호의 성능을 조사하였을 

때, 5 ~ 6 dB 사이의 값이 하향 신호와 상향 신호의 균형을 

위해서 적절함을 확인하였고 이 값 중 5.5 dB을 이용하여 상

향신호에 대한 BER 곡선을 측정하였다. 
본 WDM-PON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는 또 다

른 하나는 반사에 의한 신호 왜곡이다. 현재의 시스템이 양

방향 전송인데 하향과 상향이 같은 파장을 사용하므로 신호 

대역 내의 잡음이 중요하며 이는 파장 필터를 통해 제거하기 

어렵다. 이 신호 대역 내의 잡음에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미 그림 8의 실험에서 포함되어 측

정되었다. 하지만 전송 시스템에서 커넥터 등에 의한 반사들 

또한 설치 과정에 발생 가능하므로 이 같은 광부품 사이 연

결부에서의 반사들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20 km SMF 에 입구에 역반사되는 

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9는 

하향 신호의 역반사에 의한 신호왜곡 정도를 보여준다. 하향 

신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논문의 링크 구조에서 광섬유의 

ONU 쪽에서는 입력광이 출력광 보다 2dB 크지만 OLT 쪽
에서는 입력광은 출력광 보다 8 dB가 커서 반사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반사가 -50 dB에서부터 -20 
dB 이상까지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파워 패널티 (power 
penalty)로 주어졌다. 약 -35dB 까지는 역반사의 증가에도 패

널티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Rayleigh 산란에 의한 역반사

가 약 ~ 34 dB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역반사가 값이 더 이상 증가했을 때는 Rayleigh 산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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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wer penalty in ONU according to reflected power 
variation at SMF entrance.

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Rayleigh 산란보다 약 7 dB 
정도 반사율이 증가하면 패널티는 1dB이상 증가하고, 약 10 
dB 증가하면 그림에서 더 이상의 측정 점이 없는 것은 10-9 
에러 값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WDM-
PON 시스템의 설치 시에 각 부품들 사이의 연결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반사를 Rayleigh 산란 정도 가까이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한다.

III. 결    론

스펙트럼 분할 방법과 RSOA 증폭 광역선폭 광원을 이용

한 양방향 WDM-PON 링크 시스템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

로 구현되고 분석되었다. 이 링크의 전체 세기 범위는 22 dB 
였고 하향신호는 상향신호를 위해 RSOA에 의해 재변조 되

었다. RSOA의 특성과 링크의 광세기 분포 등은 하드웨어 

실험치와 비교하여 실험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가우스형, 
사다리형, 직사각형의 세가지 다른 필터링 특성의 AWG를 

적용하여 광신호의 비선형 현상들까지 고려된 전송 성능들

이 비교되었다. 직사각형으로 갈수록 신호 성능은 우수했으

며 구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다리형 AWG가 선택되었다. 
OLT와 ONU 내에 있는 RSOA의 광출력 결과와 상향 신호

의 아이 다이아그램의 분석을 통해 하향신호의 재변조 기술

의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재변조 방식에서 양방향 

신호 성능의 균형을 위해 하향신호의 ER값이 5.5 dB 로 최

적화 되었고, 이 조건에서 얻은 양방향 신호들의 BER 특성

은 10-9 에러 값을 위해 수신 세기가 -20 dBm 이하로 측정되

었다. 또한 Rayleigh 산란과 함께 커넥터에 의한 반사를 고

려하였고 이 반사가 Rayleigh 산란보다 10 dB이상 증가하면 

10-9 에러 신호 성능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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