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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전송량의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광

대역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DWDM)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이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DWDM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자가 erbium doped 

fiber amplifier(EDFA 인데 통상적으로 실리카 기반의 EDFA는 C-band인 1.53-1.56um의 대

역에서 이득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EDF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L-band 인 1.57um-1.60um 

대역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1]. 실리카 기반 EDFA의 제한된 증폭 대역폭을 극복하

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Tellurite 및 Bismuth 기반의 EDFA의 경우 60 nm 이상의 초

광대역 증폭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 [2, 3].특히 Bismuth 기반의 EDFA (Bi-EDF)의 경유 하나의 

증폭기로 C와 L-band의 이득을 줄 수 있고 고농도 어븀 이온이 첨가가 가능하여 짧은 길이로 

증폭기 구현이 가능하며 기존의 실리카 광섬유에 쉽게 융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

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 그러나 짧은 길이에 고농도 어븀 이온이 첨가될 경우  이

온간 상호작용에 기인한 concentration quenching 효과에 의해 이득이 감쇠되는 현상이 발생됨이 

알려져 있으며 [3]. 본 논문에서는 Bi-EDF의 경우에 있어서 concentration quenching 효과가 증

폭기 효율에 어느정도의 여향을 주는지를  수치해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Bi-EDF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되었다. 여기상태 와 기저상태 

를 가지는 two level system으로 가정하였고, 과 는 각각 와 상태의 이

온 population 으로서   


 ,   


으로 나타냈다.     에서  는 

 이온의 전체 개수이고, quenching 효과에 의해 함께 짝지어지는 paired ion의 개수를   




   으로 정의하면, 아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single 이온 개수는 


  

으로 표현된다. Paired ion cluster들은 같은 크기이고 이온 개수가 m=2인 것을 paired ion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k는 cluster들의 상대적인 퍼센트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homogeneous model과 inhomogeneous model의 결합인 combined model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온간 상호작용은 
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정들로부터 펌프광원과 ASE 광원의 

전파방정식은 (1)∼(3)로 표현되며, (1)∼(6)의 식으로부터 이온의 population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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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ymbol Unit Value

spontaneous emission rate  1/s 300

upconversion coefficient   2.2x 

Emission cross section  dB/m 168

absorption cross section  dB/m 134

Background loss  dB/m 0.7

Er density N   7.9x

Mode field diameter r um 6.2

Quenching effect k % 8

forward pump 
 mW 158

backward pump 
 mW 135

Plank constant h  6.62x 

fiber length m 2

표 1. Bismuth 기반 EDF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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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을 이용하여 상기 수식을 수치해석 기법으로 풀었으며, 본 논문에 사용된 계수는 다음의 표 1에 나타냈다.

  

그림 1 (a) backward pump power = 158mW, signal wavelength = 1590nm signal 

power = -3dBm. (b) bidirectional pump, input signal power -3dBm

구현된 시뮬레이터의 검증을 위해 그림 1(a과 

같이 backward pump를 이용하여 simulation결과

와 실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b)

는 bidirectional pump를 이용한 경우 Internal 

Gain 과 Noise Figure의 실험치과 계산치를 표시

해 준다. paired ion이 8%인 것을 가정할 경우 

실험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Quenching 효과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Internal Gain이 6dB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Bi-EDF의 이론적 모델

링을 통하여 Concentration Quenching 효과가 증폭기 이득면에 상당한 성능 저하를 일으켰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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