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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송수신 모듈의 저감 설계10Gbps Crosstalk

Electrical Crosstalk Reduction Design for 10Gbps Optical

Transceiv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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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전송용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이더넷10Gbps
과 같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광 송수신기는 이러한 고속 광통. 10Gbps
신 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이상의 주파수 응답특성과 광대역에서 이하의 반사손실이 요구된다, 10GHz -10dB .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임피던스 매칭 및 구동회로 등의 스위칭 소자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LD(Laser Diode)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송신기 서브모듈에서 저역통과필터를 구현하여 수신 모듈로 전달되는 노이즈Crosstalk
를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림 에 의해 송신 모듈에서 수신 모듈로의 노이즈 전달 경로1. Crosstalk

그림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광 송수신기 모듈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는 송신 모듈에서 수신 모듈로 전1 ,
달되는 에 의한 노이즈이다 일반적으로 수신기 모듈의 대역폭이 송신기 모듈보다 넓기 때문에 구Crosstalk . LD
동회로와 사이에서 발생한 고주파 성분이 에 의해 또는LD Crosstalk PD(Photo Diode) TIA(Trans-Impedance

에 전달되었을 경우 미약한 노이즈가 증폭되어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광 송수신Amplifier) .
모듈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와이어 본딩을 포함한 패키징과 전송선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

생 성분들로 인한 임피던스 부정합이 있다 특히 본딩 와이어로 인한 기생 인덕턴스는 반사손실의 주요한 원인.
으로 이로 인한 성능저하를 막기 위해서 본딩 와이어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더블 본딩 하거나 리본 와이어 또는,
플립칩 본딩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을 이용한FIM(Finite Integration Method) 3D EM Field

를 이용하여 본딩 와이어로 인한 반사손실을 줄이고Simulator , (2)
이상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10GHz ,

그림 와 같이 본딩 와이어의 기생 인덕턴스 성분과 그림 하단에 표시한 것과 같이 서브마운트와 피드라인에2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성분을 갖도록 설계한 전송선로 패턴을 이용하여 저역통과필터 특성을 갖는 송신모듈을

설계하였으며 그림에 표시한 형상파라미터들을 변경하며 계산된 반사손실과 차단 주파수 특성을 그림 에 나타, 2
내었다 또한 의 구동전류에서 의 주파수 응답을 갖는 의 초고주. 30mA 11.0Ghz DFB(Distributed Feed-Back)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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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등가회로를 이용해 설계된 저역통과필터 특성을 가진 모듈의 서브마운트에 를 실장 한 후 송신 모, DFB LD
듈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반사손실 특성을 각각 그림 에 나타내었다3 .

그림 저역통과필터 특성을 갖는 송신 모듈의 도해와 반사손실2.

그림 송신 모듈의 와 반사손실3. E-O Response

본 논문에서는 본딩 와이어 및 송신 모듈의 서브마운트와 피드라인의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저역통과필터

특성을 갖는 광 송신 모듈을 구현하여 광대역에서의 임피던스 매칭 및 수신 모듈에서의 노이즈를 저Crosstalk
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설계된 광 송신모듈은 의 차단 주파수를 갖는 저역통과필터 특성과. 11.5GHz

의 주파수 응답 특성 그리고 직류에서 까지의 광대역에서 이하의 반사손실 특성을 보였10.6GHz , 10GHz -10dB
다 본 논문에서 상술한 노이즈 저감 방법은 송수신 모듈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비대칭일 경우 특히. Crosstalk ,
수신 모듈의 전송속도가 송신 모듈보다 높을 경우 송신 모듈의 전송속도에 해당하는 차단주파수를 갖는 저역통

과필터 특성을 갖는 송신 모듈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광 송수신 모듈의 노이즈 저감 방법이 될Crosstalk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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