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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펙트럼 분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광수신기의 수신감도의 해석을 위해 시스템에서 필터의 실제적

인 스펙트럼 폭의 효과가 수신기의 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전송기법으로 일반적인

디지털전송기법인 OOK와 FSK를 이용하였고, 해석방법으로는 가우시안 근사법과 κ-자승법으로 이용하

였다.  결과로써, 필터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수신기의 감도가 줄어들었고, 필터로 인한 시스템의 페널

티는 필터의 차수의 N이 3보다 큰 경우에는 1dB이하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필터의 차수

N이 3이상이 되면 시스템의 페널티가 1dB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스펙트럼이 분할된 WDM시스템의 성능해석은 수

신부에 광전치증폭기를 포함시켜 수신된 신호 비트

에 대한 에러한계 즉, 비트에러율(BER : Bit Error

Rate)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광전력을 비트당 포함

되는 광자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통하여 수신기의 감

도를 해석한다. 그리고 이 때 사용하는 해석방법은

가우시안 근사법이나 보다 정확한 해석법으로 κ-자

승법을 이용하여 스펙트럼분할 시스템의 수신기 감

도를 해석하였다. [1]-[4]

1.1. 광수신기의 잡음해석

스펙트럼 분할된 신호가 분산이 0인 이상적인 광

섬유 링크를 통해 통과된 후, 전치증폭되고 수신기

에서 자연증폭방출기 또는 WDM 선택 필터을 통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신호채널은 두 개의 광필터의

직렬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고, 필터가 동일하게 동

작한다고 가정하면 광검출기에서 광 전력스펙트럼은

랜덤 프로세스의 출력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입력

스펙트럼 밀도와 채널의 전송함수의 크기의 자승으

로 주어지므로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1)

식 (1)에서 는 광전치증폭기의 전력이득의 양을

나타내므로 광검출기에서의 평균전력은 식 (2)와 같

이 주어진다.

  


 
∞

∞

  
(2)

여기서,


 : 1이 전송되는 동안 신호 전력

일반적인 Butterworth 전송함수를 이용하여 식 (2)

를 풀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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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신호전력에 관한 필터차수의 효과이

며, 식 (4)와 같다.[5]-[7]

      

 









(4)

최종적으로 윗 식을 이용하여 식 (5)를 얻을 수 있

다.


   (5)

전치증폭기의 출력에서 단일 편광 ASE 잡음의 전

력스펙트럼밀도는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6)

여기서, 는 전치증폭기의 잡음 동작을 나타내는

자연방출파라메터이다. 광검출기에서의 잡음전력스

펙트럼은 식 (7)과 같고, 모든 편광을 포함하는 전체

잡음전력은 식 (8)와 같이 주어진다.

        
(7)

  


 
∞

∞

  
(8)

여기서, 
는 하나의 편광에서의 잡음전력이다.

식 (8)는 Butterworth의 통과대역을 통해 잡음이 통

과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잡음전력은 식 (9)와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

∞




∞ 

 









 

 

(9)

여기서, 는 차 필터의 효과로서 식 (10)과 같

다.[8]

  











(10)

그러므로 윗 식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식 (11)을

얻을 수 있다.


   (11)

2. Simulation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고려한 스펙트럼 분할 시스

템용 광수신기의 개략로를 나타내었다.

Electrical
Filterl1

Signal In

BPF

Decision

photo detector
(square-law)

이러한 스펙트럼분할 시스템용 수신기에서 비구형

스펙트럼효과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

용한 N차 Butterworth 필터의 다양한 규격화 주파

수응답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N차 Butterworth 필터의 규격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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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터의 차수가 증가할수

록 구형스펙트럼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필터의 차수에 대한 FSK와 OOK의 수신

기 감도를 보이고 있다. OOK의 첨두 수신 감도가

나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우시안근사와 κ-

자승분포근사를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필터의 차수

가 줄어들면 수신기의 감도가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OOK에서

는 신호가 ‘1’인 경우에만 신호의 변동이 발생하지만

FSK의 경우에는 ‘1’과 ‘0’ 모두에 신호의 변동 즉,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터의 차수가

증가하면 광전류의 평균치는 증가하고 분산은 감소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OOK와 FSK전송의 Butterworth필터의 차수에 대한 
수신기감도

그림 4에 스펙트럼분할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필

터의 이상적인 통과대역의 형태인 구형파스펙트럼에

대한 필터의 페널티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시스템의 페널티는  이 2이상인 경

우에 대략 1dB이하로 줄어든다.

그림 4. OOK와 FSK전송의 스펙트럼에 관한 페널티

3. 결 론

스펙트럼분할 시스템의 성능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시스템의 수신기 감도인데 본 논문에서는 시스

템에 스펙트럼효과가 수신기의 감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평가하였다. 스펙트럼분할 시스템은 날카로

운 컷오프(cut-off)특성을 갖는 필터를 필요로 하지

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필터의 구성은 불가능하므

로 필터의 차수를 증가시켜 원하는 특성을 얻는 방

법에 대해 고찰하여 필터의 차수  이 3이상이 되

는 경우 시스템의 페널티가 1dB이하로 감소되어 시

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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