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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국내.외 기간 통신망은 격히 증가하는 고속 용량 트래픽을 효율 으로 멀리 송하기 해 증

폭기를 이용한 장분할다 화방식 (DWDM :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송 시스템  통신망

을 구축하고 있다. DWDM 송 시스템에서 고속, 용량  장거리 송을 하기 해서는 기존 3R  

계기 시스템에서 크게 요시 않았던  fiber의 비선형(non-linearity) 송제약 요소를 고려하여 통신망을 설

계하여야 한다. 통신망에서 장거리 송 시 신호펄스 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해 분산

(zero-dispersion)을 구 하여야 하지만, 분산으로 인하여 이버의 비선형 상이 나타나 신호 스펙트럼 왜

곡 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분산과 이버의 비선형 사이에 서로 상충 계를 해결하여야 고속 

용량 트랙픽을 장거리 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WDM 해   통신망에서 고속 용량 트래픽을 

장거리 송하기 한 기술을 알아보고, 분산과 이버의 비선형 사이에 상충문제를 해결 한 분산 리 

기법을 소개하고, 실제 한국-홍콩간 해  통신 구간에서 분산 맵 (dispersion map)을 설계 구 하 다.

ABSTRACT

Currently, Most of the Backhual and Submarine's networks are being installed using DWDM and EDFA to deal with 

dramatically increasing internet traffic. In a conventional type optical system, the so-called 3R repeater, fiber non- linearity was not 

significant factor bu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designing new DWDM network based on the EDFAs. To 

minimize the signal pulse distortion in long-haul optical network, Zero-dispersion fiber is indispensable but causes the fiber 

non-linearity. Therefore this conflicting problems should be managed to transmit a high-speed capacity traffic. In this paper, key 

technologies in DWDM submarine optic network were found out for a high capacity traffic and introduced the dispersion 

management way for solving the conflicting problems between Zero-dispersion and non-linearity. Lastly  designed a dispersion map 

in section between Korea and 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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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성 주의 통신망으로 서비스를 하던 통신 사업

자들은 Internet 트래픽의 폭발 인 증가에 따른 데이

터 용량수요를 충족하기 한 방안으로 장분할다

화방식 (DWDM :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

tiplexing)의 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족한 백본 

용량에 처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성하고 있다. 

DWDM 송장비는 하나의 섬유(Optical Fiber)로 

여러 채 의 트래픽을 다 화 하여 송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은 투자비용을 들여 통신망

의 용량을 빠른 시간 내에 증가 시킬 수 있어서 선호

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 추세는 DWDM  송망이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cN (Broadband Con-

vergence Network)의 기반 시설 망이 될 것으로 상

된다.

기존의 자  시분할다 화 방식(ETDM: Elec-

trical Time Division Multiplexing)의 용량한계를 

학 인 방식으로 다 화 하는 방식으로는 OT-

DM(Optical 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 과 

DWDM 방식이 있다. OTDM은 DWDM 시스템의 채

 수 증가에 따른 섬유의 비선형 상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기 소자의 한계로 

인하여 학  신호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

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DWDM  Network에서는 용량 트래픽을 

장거리 송하기 해서 동기식 송(SONET/SDH) 

Network의 Single 장 기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코어의 비선형성(non-linearity) 을 고려하여 망 설계

를 하여야 한다.

본 논문 II장 에서는 DWDM 송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하여 알아보고 각 요소별 성능향상과 용

량증가를 하여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소개 하 다.  

III장 에서는 섬유의 송제약 요소들을 알아보고 

이들이 DWDM시스템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

보았으며. 왜  분산 리 기법이 WDM 송 시스템에

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소개하 다.  IV장 에서는 국

제 해  통신 구간에서 분산 맵 (dispersion map)을 

실제 설계 하 다.  V장 에서는 결론을 기술하 다. 

Ⅱ. WDM 시스템

일반 인 WDM  송망은 신호 트래픽의 용

량 수용, 고속화  장거리 화를 목표로 발  되고 있

으며, 구성요소는 크게  MUX/DMUX, 섬유, 증

폭기(EDFA : Erbium Doped Fiber Amplifier)  

OADM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으로  WDM 시

스템에서 송용량을 증가시키기 해서 

MUX/DMUX의 채 간격을 좁히고 증폭기를 넓은 

역으로 이득 평탄화 (Gain equalization)를 시켜야 

한다. 송성능 향상을 한 요소로는 송. 수신기에서 

FEC  code를 이용한 감도향상, 증폭기  송신기에

서  잡음화 기술이 필요하다. 한, 이블에서는 

PMD(Polarization Mode Dispersion) 극복, 분산보상 

 비선형성 상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통하여 형

왜곡을 억제해야한다. 특별히 해  시스템에서는 

증폭기에서 고효율의 DC Power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림 1]에서 WDM 송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핵

심기술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림 1. WDM 송시스템 핵심 기술들

Fig 1. WDM optical transmission system, the core 
technology

주요 기술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Optical MUX/DMUX

  - 입력 장간 화  삽입 손실 최소화

  - 넓은 역폭 리   센터 장 리

  - 고감도의 PD  LD

  - FEC 사용감도 개선 기술

  - 채 분상 보상 설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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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ulti Wavelength

  - 다  장의 안정화  할당

  - 장의 변환

c. Optical Amplifier (OA)

  - C-band 이외 안정된 역의  증폭

  - 이득평탄화  리

  - 낮은 잡음

  - 고효율의 안정된 펌핑 장의 PD

d. ADM (Add/Drop Multiplexer)

  - 다채 의 ADM 과 R-OADM 기술

  - Power Equalization 

e. Optical Fiber

  - 색분산의 극복

  - 비선형성 (SBS, FWM, XPM, SPM) 극복

  - 낮은 PMD

  - OA구간 장거리 분산보상 설계  리

Ⅲ. 섬유의 송제약 요소들

2.1  섬유의 선형  비선형성 요소

섬유를 사용하여 신호를 송하고자 할 때 송

제약은 [그림 2]과 같이 선형성 제약요소와 비선형 제

약요소로 크게 구분된다. 선형성 제약 요소로는 손실

과 분산이 있으며 비선형성 제약요소로 Parametric에 

의한 요소들 (SPM, XPM, FWM)과 산란(Billouin, 

Raman)의한 송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림 2. 섬유 송제약 요소
Fig 2. Optical fiber transmission constraint element

손실은 실리카 섬유가 갖는 고유손실로서 km 당 

손실이 최 일수록 좋으며, 증폭기(EDFA) 설치 구간

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분산은 빛의 그룹속도에 

의한  장의 독립성에 기인하며, 1550 nm 장에서 

분산을 갖는 G.653 이버가 기본 으로 DWDM 

송망에서 사용 되나, 이버 비선형성을 발생시켜 채  

bit rate에 향을 주어 송성능의 제한을 일으킨다. 

PMD는 이버의 굴 율변동에 기인하며 펄스의 왜곡

을 일으킨다. FWM (four wave mixing)은 Microwave 

의 상호변조 상과 같은 것으로 신호펄스 이외의 고

조 가 발생되어 채 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SPM 

(self phase modulation)은 신호 빛의 강도가 변화하면, 

굴 율이 변화된다. 이때 신호 빛의 상 변화를 일으

키는 상이다. [표 1]에 섬유의 송제약 요소들이 

D WDM 시스템의 용량 증가요소와 성능향상에 미치

는 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 섬유의 송제약 요소와 DWDM 시스템
Table 1. Fiber optic elements of the transmission 

constraints and DWDM systems

2.2 분산 리의 필요성 

EDFA를 사용한 장거리 해  계 시스템에서는 

송되는  신호만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잡음도 

추가되어 증폭되므로 수신 터미 에서 SNR 감소를 

최소화하기 해  잡음 증폭기 사용  신호 벨 

최 화가 필요하다. 한 각 증폭기 구간에 사용된 

섬유에서 색 분산(Chromatic Dispersion)에 의한 신호

펄스 형왜곡이 되는데, 이 왜곡을 최소화하기 

해 1.5 ㎛ 장 역에서 분산 천이 fiber(  분산

이버) 사용이 필수 이다. 그러나 분산천이 섬유 사

용으로 인하여 각 계기 구간에 사용된 이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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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FWM(Four Wave Mixing [그림3])과 같은 

Fiber의 비선형(Non-linearity) 상이 발생되어 신호 

스펙트럼 이외의 신호가 발생되어  된다. 

즉 분산천이 fiber 사용을 해야 하는 것과 분산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Fiber의 비선형 상

을 극복해야 하는 상충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서 장거리 계 송망에서는 분산 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3. FWM 상
Fig 3. FWM phenomenon

2.3 분산 리 기법

송 이버의 비선형 성은  장거리  통신 시스템

의 주요 제약요소 의 하나인데, 이를 이기 한 

몇 가지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호 power에 의한 비선형 향을 이기 

한 방법으로 신호 power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SNR를 약화 시키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둘째로 SiO2 유리의 비선형 굴 율 때문에 송 

이버의 비선형이 생기므로 이 비선형 굴 율을 축소

하여 송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있으나, 섬유 재료 

고유 값이므로 불가능하다.

셋째로 송 이버의 유효코어범 (effective core 

area)를 확장하여 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으로 실제 용하 다.

기본 으로 DWDM 시스템에서 이버의 FWM을 

이기 해서 낮은 분산 값을 갖는 이버를 사용해

야한다. 한 된 분산을 이기 휘해서 일정 구간 

분산보상 이블(DCF)을 사용해야한다. 증폭기 구간

의 섬유 비선형을 이기 해서는 [그림 4]와 같이 

LCF(Large Effective Core Fiber)와 LDF(Low Dis-

persion slope Fiber)를 사용한다. 이들 이버의 설치

는 증폭기의 출력 단에 LCF, 입력 측에 LDF를 설치

한다. LDF와 LCF 이버의 차이 은 effective core 

area와 dispersion slope값을 다르게 한 섬유이다.

그림 4. 계기 구간 분산 리
Fig 4. Distributed Management relays between

Ⅳ. 장거리 구간 분산 설계 구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섬유의 특성은 [표 2]

와 같다. 2.3 에서 소개된 분산 리 기법에 의하여 

각각의 섬유가 기본 으로 사용 되었으며, 각 섬유

의 역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LCF와 Type A fiber

  - 장거리 구간에서의 비선형성 제거 목

b. NZDF (Non Zero Dispersion Fiber)

  - 색분산을 이기 해 사용된 섬유

c. HYD (Hybrid fiber)

  - LCF와 NZDF 섬유로 구성된 이블

d. DCF (Dispersion Compensation Fiber)

  - 색분산 보상용 이블

표 2. 섬유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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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들을 갖는 섬유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홍

콩간 장거리 해  이블 구간 (길이 3,080km)에서 

EDFA 증폭기 58개를 사용하여, 심주 수 1553.4 

nm 장 역의 분산을 설계하 다. 그 결과 [표 4]와 

[표 5]와 같은 분산 맵을 송. 수신 측에서 각각 얻을 

수 있었다. 결과에서 보듯이 심 장 역을 심으

로 장거리 구간에서 분산 근처 값을 유지하면서 

섬유의 비선형을 여 장거리 송을 가능토록 하

다. 한 비선형성을 이기 해 사용된 낮은 분산 

값을 갖는 optical fiber (NZDF)의 된 분산을 보

상하기 하여 매 6개 증폭기 마다 분산보상용 

이블(DCF)를 사용하 다.

표 3. 홍콩-한국간 분산 Map 설계
Table 3. Distributed MAP design between Hong Kon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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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홍콩간 분산 맵 설계
Table 4. Distributed MAP design between Hong Kon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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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리 기술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를 송신측에서 

분산 맵 그려 보면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심 주

수의 분산 맵과 채 분산 맵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심주 수 분산보상은 본 논문에서 소개된 

분산 리 기법으로 장거리 구간에서 폭기 구간에 

용되는 기술이다.

그림 5. 심 장과 Edge 장의 분산

Fig 5. Wavelength of the distribution of wavelengths 
and the Edge

한편 64 장의 DWDM 경우, edge 채 은 그림의 

1541.3nm (1번 채 )와 1560.2nm(64번 채 )같이 장거

리 구간을 송되는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분산이 발생되므로 채  분산보상을 DWDM 시스템 

송. 수신 측에서 각각 설계하여 실시한다. 분산보상이 

되지않은 송. 수신 측에서 채  분산 맵을 [그림6]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이를 pre-dispersion  post 

dispersion이라 부른다. [표 2]에 주어진 섬유의 특성

을 바탕으로 채 분산 값을 계산하여 채  별로 분산

보상용 섬유를 시스템 내부에 설계하여 설치한다.

그림 6. Pre-dispersion  Post-dispersion

Fig 6. Pre-dispersion and Post-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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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DWDM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거리 통신망을 구

축하기 해서는 분산 리를 실시해야 가능 하다. 국

내 통신망의 경우 G.652 이블이 부분 설치되어 

있고, 길이가 멀지 않아 DWDM 통신망 설계 시 해

구간 보다는 덜 복잡하게 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 설치된 섬유의 특성을 리하여, DWDM 망 구

축 시 시스템 내부에서 채  분산보상을 효율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한 이블 수리 시 분산 값의 변

화를 게 유지해야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게 하기 해서는 망 설계 시 분

산 마진 값을 두어야 분산으로 인한 제약을 피할 수 

있다. 해  통신 시스템에서와 같이 긴 장거리 구간에

서는 분산 리를 더 철 히 하여야 기 망 설계 시

의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DWDM 통

신망 구축 시 분산 리 기법을 이용하여 분산설계를 

사 에 구  해 으로써 효율 인 망 구성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산 값 근처를 유지하면서, 비

선형성을 억제하기 한 분산 리 기술을 소개하 고, 

실제 해  구간에서 분산 맵 을 설계하 다. 향후, 고

속 용량 DWDM 시스템 망 구성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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