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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통신에서 사용되는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에 

입력되는 정보 신호의 비트율(bitrate) 즉, 변조 주파수는 수백 MHz 이상이다. 그런데, 입력 신호의 변

조 주파수가 1 kHz 근방으로 낮아지게 되면, EDFA 출력 신호의 광 펄스(optical pulse) 상승/하강부

(rising/falling edge)에서 급격히 이득이 감소/증가되는 포화 유도 이득 변조(saturation-induced gain 

modulation)가 발생하게 되어, 출력 광 펄스의 상승부와 하강부에서 overshoot가 발생하여 펄스 모양이 

변하게 된다(1). 본 논문에서는 입력 신호의 변조 주파수가 1 kHz일 경우 수십 μs 시간 폭의 overshoot 

영역을 갖는 EDFA 출력 광을 VO2 소자에 조하사여, 광 스위치를 사용하였던 기존 방식(2)에 비해 50배 

이상 향상된 게이팅(gating) 속도를 갖는 고속 광 게이팅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1. 고속 광 게이팅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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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고속 광 게이팅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셋업과 빛이 조사되는 VO2 소자의 단면 및 평

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셋업은 크게 광학 조사부와 소자 특성 측정부로 나뉜다. 광학 조사부에서 레이

저 다이오드(laser diode; LD)에서 출력된 1550 nm 파장의 적외선 광원은 U 브라켓에 설치된 광학 초

퍼(optical chopper; OC)로 입사된다. OC의 출력은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로 입력되며, EDFA 출력은 50:50 광섬유 결합기(coupler)에서 두 방향으로 분기된다. 

분기된 두 방향 성분 중 하나는 광섬유 집광기(focuser)로 진행하여 VO2 소자에 도달하며, 나머지는 광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스펙트럼 모니터링에 사용된다. 광섬유 집광기의 출력 빔은 최소 ~18 μm의 빔 크

기(spot diameter)를 가지며, 30°의 입사각으로 소자에 조사된다. 빔 크기는 집광기와 연결된 xyz 스테

이지를 통해 정밀하게 조절하였으며, 소자에 조사된 빔 크기는 300 μm이었다. VO2 소자는 VO2 박막에 

식각 및 전극증착 등의 반도체 공정을 진행시켜 제작되었으며, 전극은 Ni/Au가 사용되었다. 박막은 솔

젤(sol-gel)법으로 성장되었고, 박막의 두께는 ~100 nm이었다. 제작된 소자에서 전극간 거리는 5 μm

이고, 식각된 박막의 폭은 20 μm이었다. 소자 특성 측정에는 변수 분석기(parameter analyzer)와 마이

크로 조작기(micro-manipulator)가 사용되었다. 고속 광 게이팅 구현 실험에서는 변수 분석기 대신 1.5 

kΩ의 저항이 소자와 직렬로 연결되고, 소자와 저항 전체에 1.5 V의 고정 DC 전압이 인가되었다. 

       

                      (a)                                               (b)

그림 2. (a)조사되는 빛의 세기에 따른 VO2 소자의 전류-전압 특성 변화와

(b)조사되는 광 세기에 따른 광 게이팅 신호의 변화

그림 2(a)는 그림 1에서 OC를 제외한 실험 셋업(전류는 2 mA로 제한됨)에서 조사되는 빛의 세기에 

따른 VO2 소자의 전류-전압 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자의 임계 전압이 약 5 V에서 

시작해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점점 감소하고, 세기가 15.5 dBm을 넘어서면 소자의 전류 점프 특성이 

사라진다. 빛의 세기 15.5 dBm에 대한 튜닝 민감도(tuning sensitivity)는 ~98.6 V/W이었다. 그림 

2(b)는 상기 언급된 저항과 고정 전압이 연결된 실험 셋업에서 EDFA의 포화 유도 이득 변조를 이용하

여 고속 광 게이팅을 구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게이팅 시스템에서 기존의 기법에 비해 50

배 이상 향상된 40 μs의 시간 폭을 갖는 게이팅 신호를 반복률(repetition rate) 1 kHz로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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