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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혹은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신호처리에 이용되는 고성능의 필터를 포토닉스 기술을 이용하

여 구현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대안 중 하나로써 관련 연구

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기존의 필터는 전자기 잡음에 취약한 특성, 주파수 가변의 어려움, 그

리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필터의 대역폭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포토닉 마이크로파 필터는 이

러한 단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성능 면에서 기존의 필터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간

단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터의 성능지수인 Q 값과 주파수 선택

도에서 기존 필터에 비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는 본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트랜스

버살 필터의 Q 값은 Free Spectral Range (FSR)을 투과 대역의 FWHM 으로 나눈 값에 거의 일치한

다. 주파수 선택도란 투과대역의 중심 주파수 가변성으로써 가변 가능한 중심 주파수의 분해능을 의미

한다. 트랜스버살 필터의 원리에 의하여 높은 Q 값을 가지는 필터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의 필터 탭이

필요한데, 포토닉 마이크로파 필터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수의 트랜스버살 필터 탭들은 다채널 광필

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광대역 광원의 스펙트럼을 분할하여 생성할 수 있다.
(2,3)

그러나 제한된 광원의 대

역폭이 채널 개수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광변조기의 마이크로파 전달함수 특성을 이

용하여 저차 공진모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37 의 높은 Q 값을 가지는 포토닉 마이크로파 트

랜스버살 필터를 구현하였다.
(4)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낮은 주파수 대역의 포토닉 마이크로파 필터

의 투과대역 가변성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속파

형의 비간섭성 초광대역 슈퍼콘티뉴엄 광원을
(5)

이용하여 광원의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마이크로

파 필터에 대하여 전산모사 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Fabry-Perot 필터에 의해 생성된 포토닉 트랜

스버살 필터의 필터탭과 광섬유 지연선로의 분산에 의하여 3 dB 선폭이 제한되어 Q 값의 증가가 제한

되는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분산조절 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파수 영역에서 FSR이 인 Fabry-Perot 필터는 물리적으로 파장-주파수의 관계에 의해

   만큼의 파장 채널 간격 변화가 발생한다. 여기서 c 는 빛의 속도이다. 광섬유 지연선로의

분산과 길이를 곱하여 주면 각 파장 채널은 트랜스버살 필터의 필터 탭으로써 시간 지연 간격을 가지게

된다. 트랜스버살 필터의 특성상 각각의 파장 필터 탭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도록 조절해야

하므로 번째 필터 탭과   번째 필터탭 사이의 시간차와 그 다음 필터탭 사이의 시간차가 동일하여야

한다. 광섬유 지연선로의 고차 분산항의 계수가 분산계수 D와 분산 기울기와 S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수식적 유도를 통하여 간단한 관계식을 정립할 수 있다.

373



그림 2. 탭 개수에 대한 Q 값의 변화

 ∆·∆  ∆ 


· ∆ ∆  
 · 단,   ∆

 ·

 

 



   



(1)

전술된 수식을 만족하는 분산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종의 분산 프로파일을 가지는 두 광섬

유의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앞은 D 와 S를 만족하도록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광섬

유의 길이 L1과 L2를 결정할 수 있다.

  



 










 


 

 




 





(2)

전산모사를 위해 다채널 광필터는 50GHz 의 FSR을 가지는 페브리-페롯의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였

으며 광원 대역폭에 따른 스펙트럼을 아래 그림1(a)에 나타내었다. 그림 1(b)에서는

SMF(D=17ps/nm/km,S=60fs/nm
2
/km)의 경우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1(c)에서는

적절한 분산 파라미터로 조절한 경우(D-16.94ps/nm/km,S=21.3fs/nm
2
/km)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트랜스버살 필터의 개수 증가에 따라 3 dB 투과 선폭의 차이가 크게 대비되어 보인다. 그림

2에서는 탭의 개수에 대한 Q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산을 조절한 경우에 Q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a) 페브리-페롯필터 스펙트럼 (b)SMF의 경우 (c)분산조절 광섬유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초광대역 슈퍼콘티뉴엄 광원과 같은 광대역 광

원과 다채널 광필터를 이용한 스펙트럼 분할 방식의 포토닉 트

랜스버살 필터를 설계하는 경우에 높은 Q 값을 가지기위한 기

본조건으로서 각 필터탭 사이의 시간지연간격을 균일하게 맞추

기 위한 이종 광섬유 사용방법을 전산모사기법을 활용하여 고

찰하였다. FP-간섭계와 같은 다채널 광필터의 파장 간격와 분

산 및 분산 기울기를 이종 광섬유의 길이를 조절하여 투과대역

의 왜곡을 억제하여 트랜스버살 필터의 Q 값이 100 이상 증가

할 수 있음을 전산모사를 통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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