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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장 변환기 및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광소자

요약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를 사용하는 파장 변환기에 있어서, 삽입 손실 및 파장 변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비선형 고분

자 도파로를 갖는 파장 가변형 파장 변환기 및 이를 이용한 광소자를 개시한다. 개시된 본 발명은, 입력되는 광의 파장

을 변환시키는 파장 변환기로서, 기판, 기판상에 형성되는 제 1 전극, 상기 제 1 전극 상부에 형성되는 하부 클래딩층,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형성되며 광을 입력받아 실질적으로 광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으로 

형성되는 도파로, 상기 코어층 상부에 형성되는 상부 클레딩층, 및 상기 상부 클래딩층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도파로

의 굴절율을 조절하여 파장 변환을 제어하는 제 2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도파로는 실질적으로 광이 입력되는 코어층

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는 리브를 갖고, 리브에는 위상 정합(QPM) 격자가 형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의사 위상 정합(QPM), 리브형 도파로,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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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파장 변환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Ⅱ-Ⅱ선을 따라 절단하여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은 고분자 도파로의 QPM 격자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4a 및 도 4b는 고분자 도파로의 도파 특성을 나타낸 도파 모드 사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2차 조화파 생성의 QPM 위상 정합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를 갖는 광소자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파장 변화기를 이용한 분산 보상 광소자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실리콘 웨이퍼 20 : 제 1 전극

30 : 하부 클래딩층 40 :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

41 : 리브 50 : 상부 클래딩층

60 : 제 2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 변환기,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광소자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호광 및 펌프광의

삽입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장 변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분자 광도파로를 갖는 파장 변환기,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광소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소자 제작 기술은 크게 광통신 기술, 광소자 기술, 광 파장변환 기술 및 2차 비선형성을 이용한 광 파장 

변환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광 파장 변환기술로는 차 주파수(DFG : difference frequency) 방법 및 합 주파수와 차 주파수 발생이 연속적

으로 일어나는 캐스캐이드(Cascade)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2차 비선형성을 이용한 광파장 변환 기술은 대개 광파장 변환기의 도파로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광파

장 변환기는 도파로 특히, 코어(core)층의 재료, 위상 정합 방법 및 제작 방법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된다. 여기서, 광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의 재료로는 산화물 단결정(LiNbO3, LiTaO3), 화합물 반도체층(AlGaAs, InGaAsP, InGaP)과 

같은 선형 재료 또는 비선형 고분자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현재에는 비선형 특성이 우수한 비선형 고분자막으로 광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비선형 고분자막으로 도파로를 형성하는 경우, 대게 모드 분산(Modal 

Dispersion) 방식 및 의사 위상 정합(QPM:quasi-phase matched) 방식으로 위상 정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비선형 재료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산화물 단결정 및 화합물 반도체층보다 비선형 계수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상 정합 효율(QPM 효율)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Journal of Applied physics 1998년 1월호 633 내지 659 페이지에 소개된 티. 와따나

베(T.Watanbe)씨의 논문 'Vertically stacked coupler and serially grafted waveguide: hybrid waveguide structu

res formed using an electro-optics polymer'에 의하면, 비선형 고분자로 제작되는 SHG(second harmonic gener

ation) 소자에서, 도파로를 QPM 방식으로 형성하는 경우, 변환 효율이 0.5%/W㎠ 미만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갖는다

는 것이 개시되었다. 또한, Applied physics Letter 1996년 12월호 4139 내지 4141페이지에 소개된 엠. 제이거(M.J

ager)씨의 논문 'Modal dispersion phase matching over 7mm length in overdamped polymeric channel wavegu

ides'에 의하면, 비선형 고분자로 제작되는 광소자에서, 도파로를 모드 분산 방식으로 형성하는 경우, 규격화된 변환 

효율이 14%/W㎠ 정도로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개시되었다.

아울러, 상기 채널형 비선형 고분자로 된 도파로를 갖는 파장 변환기의 경우,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의 코어층 두께가 

약 4㎛ 이하로 구성되는 반면, 도파로에 광을 공급하는 단일 모드 광섬유 코어의 직경(두께)은 약 8㎛이다. 이에따라, 

채널형 도파로의 코어층 두께와 광섬유 코어의 직경이 큰 차이를 가지므로, 단일 모드(일정 직경) 광섬유에서 채널형 

고분자 도파로에 신호광 및 펌프광이 입력될 경우, 매우 큰 삽입 손실이 발생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펌프광과 신호광이 동시에 단일 모드로 전파될 때, 두 광 사이의 전기장 중첩도(field overlap)가 높

아지게 되어, 효율적으로 파장 변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를 갖는 파장 변환기에 신호광

과 펌프광이 동시에 단일 모드로 전달되려면,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의 두께가 약 1㎛대의 박막이여야 한다. 이때, 비

선형 고분자 코어층의 두께가 1㎛ 대로 감소하게되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삽입 손실이 더 커지게 되어, 효율

적인 파장 변환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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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를 사용하면서도 위상 정합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파장 변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비선형 고분자를 도파로코아로 사용하면서도, 삽입 손실을 감소

시키고, 파장 변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파장 변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파장 변환기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파장 변환기를 갖는 광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과 더불어 그의 다른 목적 및 신규한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 재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명료해질 것이

다.

본원에서 개시된 발명중, 대표적 특징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견지에 따른 파장 변환기는, 먼저,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제 1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상부에 형성되는 하부 클래딩층과,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형성되며 광을 입력받아 실질적으로 광의 파장

을 변화시키는 비선형 고분자로 구성된 코어층과, 상기 코어층 상부에 형성되는 상부 클레딩층, 및 상기 상부 클래딩

층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코어층의 굴절율을 조절하여 파장 변환을 제어하는 제 2 전극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코

어층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도록 돌출된 리브를 포함하며, 위상 정합 격자가 형성된다.

상기 도파로의 양측 단부에 광 섬유가 더 설치되며, 상기 광섬유는 상기 도파로쪽으로 향할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테

이퍼 형상을 갖는다.

상기 위상 정합 격자는 교번적으로 배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 2 전극은 열전극으로서, 코어층에 열을 공급하여 코어층의 굴절율을 변화시키므로써, 위상 정합의 중심 파장

을 가변시키는 히터일 수 있다.

상기 상부 및 하부 클래딩층은 선형 고분자층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견지에 따른 파장 변환기의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제 1 전극

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제 1 전극 상부에 하부 클래딩층을 형성하고,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위상 정합 격자를 

갖 으며, 일정 높이만큼 돌출된 리브를 구비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을 형성한다. 그후에, 코어층 상부에 상부 클래딩

층을 형성하여, 도파로를 완성한다. 그후, 상기 상부 클래딩층 상부에 제 2 전극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은 다음의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먼저,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비선형 고분

자층을 형성하고,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 상부에 일정 간격을 가지고 이격되는 폴링용 전극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폴링용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하여,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에 폴링을 부여한다. 그후, 상기 폴링

용 전극을 제거하고, 비선형 고분자층을 소정 부분 식각하여, 중앙에 상대적으로 돌출된 리브를 갖는 비선형 코어층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먼저,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비선형 고분자

층을 형성하고,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을 전체적으로 폴링시킨다. 그후, 폴링된 비선형 고분자층이 일정 간격마다 노출

되도록 마스크를 형성하고나서, 상기 노출된 리브 영역을 광표백시킨다음, 상기 마스크를 제거한다. 그후, 상기 비선

형 고분자층을 소정 부분 식각하여, 중앙에 상대적으로 돌출된 리브를 갖는 비선형 코어층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광표백은 상기 노출된 리브 영역과 UV 및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리브의 폴링을 제거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른 광소자는, 펌프광 및 신호광을 초기화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은 펌프광 및 신호광의 파장을 변환시키는 파장 변환기, 및 상기 파장 변환된 광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출

력 수단을 포함한다. 이때, 상기 파장 변환기는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로 구성되며, 광이 입력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는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리브는 교대로 반복 배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입력 수단은, 펌프광을 조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펌프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펌프광의 잡광을 제거하는 필터와, 상기 펌프광과 입력되는 신호광을 커플링하는 광 커플

러를 포함한다. 상기 파장 변환기의 입출력단에는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를 향하여 그 직경이 감소되도록 테이퍼 형상

으로 된 광섬유가 각각 구비된다.

상기 출력부는 파장 변환기에 의하여 증폭된 펌프광, 신호광 및 파장 변환된 신호광중 선택적으로 파장 변환된 신호

광만을 출력하는 필터이다.

상기 출력부는 파장 변환기에 의하여 증폭된 펌프광, 신호광 및 파장 변환된 신호광 중 선택적으로 파장 변환기에 의

하여 증폭된 신호광만을 출력하는 필터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소자는, 분산된 신호광을 초기화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 입

력받은 분산된 신호광의 파장을 변환시키는 파장 변환기, 및 상기 파장 변환된 분산된 신호광을 보상하는 출력 수단을

포함한다. 이때, 상기 파장 변환기는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로 구성되며, 광이 입력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

께를 갖는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리브는 교대로 반복 배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입력 수단은 분산된 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 기로부터 증폭된 광의 잡광을 제거하는 

필터와, 상기 필터를 통과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의 세기를 균일화하는 광감쇄기를 포함한다.

상기 파장 변환기의 입출력단에는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를 향하여 그 직경이 감소되도록 테이퍼 형상으로 된 광섬유

가 각각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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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 수단은 파장 변환된 광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필터와, 파장 변환된 광의 분산을 보상하는 단일 모드 광

섬유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

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

되어져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

되어진 것이며, 도면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반도

체 기판의 '상'에 있다라고 기재되는 경우에, 어떤 층은 상기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

고, 또는, 그 사이에 제 3의 층이 개재되어질 수 있다.

(실시예 1)

첨부한 도면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를 갖는 광소자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을 Ⅱ-Ⅱ선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 상부에 제 1 전극(20) 및 고분자 하부 클래딩층(polymeric lower 

cladding:30)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반도체 기판(10)은 약 3인치 직경을 갖는 실리콘 웨이퍼가 이용될 수 

있고, 제 1 전극(20)은 약 50 Å 두께의 크롬(Cr)층과 약 1000Å 두께의 금(Au)의 적층 금속막을 1.0×10 -6 torr의 

고진공하에서 열증착(evaporation)하여 형성할 수 있다. 제 1 전극(20)을 구성하는 상기 크롬층은 금층과 반도체 기

판간(10)의 접착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재된다. 그후, 제 1 전극(20) 상부에 선형 고분자층 예를들어, NA061(Norla

nd社 생산)층을 7.0Krpm으로 30초 동안 회전 도포한다. 상기 선형 고분자층을 약 5분 동안 UV 경화 및 약 100℃의 

온도를 유지하는 질소 분위기 오븐(oven)에서 약 1시간 동안 경화하여, 약 4.4㎛ 두께의 고분자 하부 클래딩층(30)을

형성한다.

다음, 고분자 하부 클래딩층(30) 상부에 소정 두께(H)의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비선형 고분자층(40)으로 예

를들어, 폴리에터리미드(polyetherimide back-bone)의 다스 사이드 체인(DASS side chain, 50:50 자량의 비) 비선

형 고분자층을 0.65 Krpm으로 30초 동안 회전 도포한 후, 약 160℃의 온도를 유지하는 질소 분위기 오븐에서 약 3시

간 동안 열처리하여, 약 3.0㎛ 두께를 갖도록 형성할 수 있다.

다음, 소정 두께(H)로 증착된 비선형 고분자층 상부에 폴링용 전극(도시되지 않음)을 증착한다. 예를들어, 상기 폴링

용 전극은 1000Å 두께의 금(Au)으로 형성 될 수 있다. 이때, 폴링용 전극은 비선형 고분자층이 일정 간격마다 노출

되도록 형성된다. 이어서, 비선형 고분자층에 약 160℃의 온도를 가하고(이때, 유리 기판의 전이 온도는 163℃이다), 

제 1 전극(20)과 폴링용 전극(도시되지 않음) 사이에 약 100V/㎛의 전기장을 5분간 인가하여, 폴링용 전극으로 덮혀

진 비선형 고분자층을 폴링시킨다. 폴링용 전극 하부의 비선형 고분자층은 모두 폴링되어, 2차 비선형성을 갖게되고, 

폴링용 전극으로부터 노출된 비선형 고분자층은 폴링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에 교번(交番)

적으로 폴링 영역(42) 및 비폴링 영역(45)이 형성되어, 위상 정합 격자가 형성된다. 이때, 본 실시예의 위상 정합 격자

는 의사 위상 정합 격자(QPM)으로서, 폴링 영역(42)과 비폴링 영역(45)이 반복 배열되어 얻어진다. 그후에, 폴링용 

전극을 공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 QPM 격자의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을 소

정 폭(W)을 갖도록 소정 두께(T) 만큼 식각하여, QPM 격자가 형성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 중앙에 상대적으로 

돌출된 리브(41)를 형성한다. 이에따라,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이 완성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상 격자를 갖는 리브형 코어층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 두께(H)

로 형성된 비선형 고분자층 상부에 폴링용 전극(도시되지 않음)을 증착한다. 이때, 폴링용 전극은 비선형 고분자층 전

면에 걸쳐 노출되는 부위없이 형성된다. 이어서, 비선형 고분자층에 약 160℃의 온도를 가하고(이때, 유리 기판의 전

이 온도는 163℃이다), 제 1 전극(20)과 폴링용 전극(도시되지 않음) 사이에 약 100V/㎛의 전기장을 5분간 인가하여,

폴링용 전극 하 부의 비선형 고분자층을 폴링시킨 다음, 비선형 고분자층이 일정 간격마다 노출되도록, 폴링용 전극을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이때, 폴링용 전극을 모두 제거하고,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이 일정 간격마다 노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마스크 패턴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후, 노출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에 UV 또는 가시광선을 조사한다. U

V 또는 가시광선이 조사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은 광표백되어, 폴링이 제거된다. 이에따라, 비선형 고분자 코어

층(40)에 폴링 영역(42) 및 비폴링 영역(45)이 교번적으로 형성된다. 이때, 비선형 고분자의 색소가 광표백되어 폴링

이 제거되면, 비폴링 영역(45)에서는 파장 변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후, 잔류하는 폴링용 전극 또는 마스크 패턴

을 제거한다. 다음,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을 소정 부분을 소정 두께(T)만큼 식각하여, 중앙에 리브(41)를 형성한

다. 이에따라,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이 완성된다.

도면의 'W'는 리브(41)의 선폭을 나타내고, 'H'는 리브(41) 및 고분자 코어층(40)의 총 높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도 3은 고분자 도파로의 QPM 격자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3의 (a)는 20㎛의 주기를 갖고, (b)는 20.5

㎛ 주기를 갖고, (c)는 21㎛ 주기를 갖으며, (d)는 21.5㎛ 주기를 갖고, (e)는 22㎛ 주기를 갖는 QPM 격자를 나타낸다

. 여기서, 상기 주기는 폴링용 전극(혹은 마스크 패턴)에 의하여 노출되는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의 선폭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폴링에 의하여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의 두께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QPM 격자에 의해 생성되

는 신호광 및 펌프광의 분산(scattering) 손실은 약 1.0 dB/㎝ 매우 작게된다.

그 다음,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상에 선형 고분자층 예를들어, NA061(Norland社 생산)층을 5.0Krpm으로

30초 동안 회전 도포한다. 상기 선형 고분자층을 약 5분 동안 UV 경화 및 약 100℃의 온도를 유지하는 질소 분위기 

오븐에서 약 1시간 동안 큐어링하여, 약 6.0㎛ 두께의 고분자 상부 클래딩층(50)이 형성된다. 이에따라, 하부 클레딩

층(30), 코어층(40) 및 상부 클래딩층(50)으로 구성되는 리브형 고분자 도파로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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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부 클래딩층(50) 상부에 상기 제 1 전극(20)과 함께 파장변환기의 중심 파장 가변을 위한 제 2 전극(60)을 형

성하여, 파장 변환기(100)가 완성된다. 이때, 제 2 전극(60)은 예를들어 3㎛ 두께의 금(Au)으로 형성할 수 있다. 아울

러, 제 2 전극(60)은 예를들어 전기 도금법으로 형성될 수 있고, 리브(41)영역에 효과적으로 열이 전달되어 굴절률의 

변화가 용의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리브(41) 상부에 소정의 선폭, 예를들면 30 ㎛ 을 가지도록 형성된다. 또한, 제 2 

전극(60)은 코어층(40)에 용이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금속 히터(metal heater)의 기능을 가진다.

이때,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은 펌프광과 신호광이 동시에 단일 도파 모드로 전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1

수학식 2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식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를들어, 리브(41)의 선폭(W)을 약 5.8 내지 6.2㎛로 형성하고, 고분자

코어층의 총 높이(H)를 약 2.5 내지 3.5㎛ 정도로 형성하고, 리브(41)의 높이(T)를 약 0.4 내지 0.6㎛로 형성하였다.

또한, 고분자 도파로(40)의 입출력단 각각에 본 발명에 따른 광섬유(70)가 위치한다. 본 실시예의 광섬유(70)는 고분

자 도파로쪽으로 향할수록 점진적으로 반경이 작아지는 테이퍼(tapered) 형상을 갖는다. 여기서, 고분자 도파로와 인

접하는 광섬유 코어의 직경을 내측 직경(r)이라고 하고, 고분자 도파로와 소정 거리 이격된 광섬유 코어의 직경을 외

측 직경(R)이라 하며, 본 실시예의 광섬유(70)는 서로 다른 내측 코어 직경(r)과 외측 코어 직경(R)을 갖는다. 예를들

어, 본 실시예에서는 1.55㎛ 대역의 중심 파장을 갖는 신호광을 사용하는 경우, 외측 직경(R)은 8㎛로 하고, 내측 직

경(r)은 2㎛ 에서 8㎛ 영역의 직경 값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광소자는 다음과 같이 동작된다.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100)에 신호광과 펌프광이 입력되면, QPM 격자를 갖는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 특히, 

리브를 갖는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의 비선형적 광응답 특성에 의하여 새로운 파장을 갖는 광으로 변환된다.

이때, 제 1 및 제 2 전극(20,60)에 전압을 인가하여, 파장 변환기의 중심 파 장을 용이하게 가변시킬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제 1 및 제 2 전극(20,60)에 전기장이 인가되면, 제 2 전극(60)으로부터 고분자 상부 클래딩층(50) 및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어,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이 굴절

율이 변화된다. 이에따라, 열에 의하여(굴절율의 변화에 의하여) 코어층(40)의 위상 정합 조건이 변화되어, 중심 파장

이 가변된다.

이때, 파장 변환이 효율적으로 발생되려면, 즉, QPM 위상 정합이 이루어지려면, 신호광의 파장(λ s )과 펌프광의 파

장(λ p ) 및 파장 변환된 광의 파장(λ i )이 다음의 식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3

여기서, β 0 는 도파 상수이고, Δβ는 각 도파 모드들간의 위상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l c 는 가간섭성의 

길이(coherence length)를 나타낸다.

상기 식에 의하면, 위상 불일치(Δβ)가 '0' 일 때, 파장 변환은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상기 수학식 3을 만족

하였을때, 위상 정합이 된 것이다. 이때, 고분자 도파로(코어층) 내의 격자의 주기는 2l c 에 대응되는 물리량이다. 이

에따라, 펌프광 및 신호광의 파장에 대하여, 격자는 서로 다른 격자 주기값을 취하여, 위상 정합 조건을 만족한다. 예

를들어, 본 발명의 신호광의 중심 파장이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광통신에 사용되는 다중 파장에 

대응되도록 중심 파장이 1.55㎛인 경우, 이에 대응되는 도파로(코어층)의 격자 주기는 10 내지 35㎛ 정도가 된다. 이

때, 사용되는 비선형 고분자의 분산에 따라 도파로(코어층)의 격자 주기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비선형 고분자 도파

로는 약 10 내지 35㎛의 격자 주기에서 위상 정합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호광의 중심 파장이 고정되면, 위상 정합이 가능한 신호광의 대역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DM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파장 채널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본 실시예의 파장 변환기는 제 2 전극(60)에 의하여 

코어층(40)의 위상 정합 조건이 변화되므로써, 신호광의 중심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한편,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40)에 폴링 영역(42) 및 비폴링 영역(45)을 교번적으로 형성함에 따라, 파장 변환

된 광이 계단 형태로 그 세기가 증대된다. 즉, 폴링 영역(42)에서는 가간섭적으로 파장 변환된 광의 세기가 증가되고, 

비폴링 영역(45)에서는 각 신호들이 세기가 변화되지 않고, 다시 폴링 영역(42)에서는 파장 변환된 광의 세기가 한층 

더 증가되므로, 도파로(40)의 거리에 따라 파장 변환된 광의 세기가 점진적으로 증대된다. 또한, 파장 변환된 광의 세

기 증가와 동시에, 신호광의 세기도 폴링 영역(42)에서 파라메트릭(parametric)한 증폭 과정에 의하여 세기가 증대된

다. 이때, 새로운 파장 변환된 광의 생성 및 신호광의 세기의 증폭에 대응되는 에너지는 펌프광으로부터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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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4a 및 도 4b는 고분자 도파로의 도파 특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도 4a 및 도 4b에 의하면, 펌프광(도 4a) 및 

생성된 2차 조화파(도 4b)가 동시에 단일 모드로 전파됨을 알 수 있다. 상기 도면에서, 고분자 도파로의 2차 조화파 

발생 특 성은 5ps의 펄스 폭, 20MHz의 반복율을 가지는 화이버 레이저(fiber laser)를 펌프 광원으로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2차 조화파 생성의 QPM 위상 정합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도 5는 QPM 위상 정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펌프광의 파장을 가변하면서 QPM 위상 정합 커브를 측정한 것이다. 이때, 2차 조화파 발생

의 위상 정합 반치폭(FWHM)은 1.5nm 이고, 1㎝의 도파로 길이에 대한 유효 상호 길이는 7.5mm이다. 또한, 본 발명

자들은 상기한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를 실험한 결과, 1.0㎛ 만큼 QPM 격자의 주기를 증가시켰을때, 위상 정합의 중

심 파장은 9.8nm 정도의 장파장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장을 가변시키는 제 2 전극(60)에 전압을 인가

하여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의 온도를 1℃ 변화시키면, 위상 정합된 펌프광의 중심 파장이 2.0nm로 가변됨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에 의하여, 리브형 고분자 도파로의 온도를 열전극(제 2 전극) 이용하여 가변함으로써, 다양한 파

장으로 변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장 변환기(100)의 고분자 도파로의 길이가 1cm이고 파장 변환기(100) 입출력단에 단일 모드 광섬유(직경이 

8㎛)를 설치하는 경우, 펌프광에 대한 총삽입 손실은 9dB 정도로 다소 높았다. 즉, 상기 총 삽입 손실은 리브형 고분

자 도파로의 도파 손실 2dB, QPM 격자에 의한 산란 손실 1dB, 및 각각의 입출력 광섬유(70)와 고분자 도파로간의 접

속점에서 발생되는 커플링 손실 각각 3dB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 실시예와 같이 테이퍼 형태의 광섬유(R= 8㎛, r=4

㎛)를 사용하는 경우, 입출력 광섬유(70)와 고분자 도파로간의 접속접에서 발생되는 커플링 손 실이 각각 1 dB로 감

소하게 되어 총 삽입손실을 5 dB로 줄일 수 있었다. 이에따라, 본 발명과 같이 테이퍼 형태의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 광의 삽입 손실 특성이 향상된다.

이와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로 코어층으로 형성하고, 도파로의 입출력단에 배치되는 광섬유

를 테이퍼 형상으로 형성하므로써, 신호광 및 펌프광의 삽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파장 변환 효율을 증대시킨다.

덧붙여, 상기 고분자 도파로의 코어에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을 주기적으로 반복 배열시킴에 따라, QPM 위상 정

합을 이룰 수 있다.

(실시예 2)

도 6은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를 갖는 광소자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광소자는 입력부(150), 파장 변환기(100) 및 출력부(200)를 갖는다.

입력부(150)는 광원(110), 광증폭기(120), 가변 필터(130) 및 광 커플러(140)를 포함한다. 광원(110)은 펌프광을 제

공하고, DFG 모드의 경우 780nm 파장의 가변 파장 레이져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캐스케이드 모드의 경우 1.55㎛ 파

장의 가변 파장 레이져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광증폭기(120)는 입력되는 펌프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다. 가변 필터(130)는 가변적으로 파장을 투과시키는 필터로서, 광증폭기(120)에서 증폭된 펌프광내의 잡광(spontan

eous emission noise)을 제거한다. 광커플러(140)는 상기 펌프광 및 이미 입력되고 있는 신호광을 커플링한다. 이때,

펌프광은 광섬유(145)에 의하여 전달되며, 이때, 입력부(150) 내의 펌프광을 전달하는 광섬유(145)는 단일 모드 즉, 

단일 직경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1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리브형 고분자로 된 도파로를 갖고, 도파로의 입출력단에는 테이퍼 

형태로 된 광섬유(70)가 연결된다. 이에따라, 광커플러(140)에 의하여 커플링된 펌프광과 신호광은 테이퍼 형태의 광

섬유(70)를 통하여 파장 변환기(100)에 전달된다. 이러한 파장 변환기(100)는 펌프광 및 신호광을 입력받아, 파장을 

변환시킨다.

출력부(200)는 가변 필터로서, 광을 선택적으로 통과 또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실시예에서의 출력부(200)는 

입력되는 펌프광 및 신호광을 차단시키고, 파장 변환된 광신호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광소자는 펌프광 및 신호광이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100)를 통과하면서 삽입 손실이 개선되고, 

낮은 펌프광(100mW이하)의 세기에 대하여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광소자는 출력부(200)의 특성을 일부 변화시켜, 광 증폭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상술한 광소자의 출

력부(200)는 파장 변환된 광신호를 출력하도록 가변 필터를 조절하였으나, 신호광만 출력하도록 가변 필터를 조절하

면, 증폭된 신호광만을 출력할 수 있어, 신호광 증폭 소자로 사용가능하다.

(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의 파장 변화기를 이용한 분산 보상 광소자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분산 보상 광소자는 입력부(250), 파장 변환기(100), 분산 보상부(280) 및 파장 복귀부(290을 포함

한다.

입력부(250)는 광증폭기(252), 가변 필터(254) 및 광감쇄기(256:optical equalizer)를 포함한다. 광증폭기(252)는 광

섬유(251)에 의하여 발생된 분산된 신호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킨다. 가변 필터(254)는 분산된 신호광내의 잡음을 

제거하고, 광 감쇄기(256)는 서로 다른 파장의 각 신호광의 세기를 균일하게 한다.

파장 변환기(1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된 신호광의 파장을 삽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변환시킨다. 이때, 파장 변

환기(100)에 의하여 변환된 신호광(λi)의 스펙트럼 분포는 원래의 신호광 파장(λs)과 펌프광 파장(λp) 혹은 펌프광

의 파장의 2배를 중심으로 스펙트랄 인버젼(spectral inversion) 상태로 분포된다.

분산 보상부(280)는 가변 필터(282) 및 광섬유(284)를 포함한다. 가변 필터(282)는 파장 변환된 신호광(λi)만을 선

택적으로 출력하고, 광섬유(284)는 파장 변환된 신호광의 분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이때, 광섬유(284)는 단일 모

드일 일 수 있다.

파장 복귀부(290)는 광증폭기(292), 광감쇄기(294), 파장 변환기(100a) 및 광 감쇄기(296)를 포함한다. 파장 복귀부(

290)의 광증폭기(292) 및 광감쇄기(294)는 입력부의 광증폭기 및 광감쇄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파장 변환기(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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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 파장 변환기(100)에 의하여 가변된 파장을 원래의 파장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파장 변환기(10

0a)는 본 실시예의 리브형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를 갖는다. 가변 필터(296)는 상술한 바와 같이 파장 변환기(100a)에

의하여 출력되는 신호광내의 잡음을 제거한다. 이때, 파장 변환기(100,100a)의 입출력단에는 각각 테이퍼 형상의 광

섬유가 연결되어 있어, 삽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분산광을 보상시키는 광소자는 파장 변환기(100)에 의하여 1차적으로 파장을 변화시킨다음, 광섬

유(284)에 의하여 분산을 보상하고, 다시 파장 변환기(100a)에 의하여 원래의 파장으로 복귀된다. 이와같이, 분산광

을 보상시키는 광소자에도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가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파장 변환기는 리브형 고분자 도파로를 포함하고, 그의 입출력단에 테

이퍼 형태의 광섬유가 설치된다. 이에따라, 유효 비선형 계수가 큰 물질로 코어층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이 입

력되는 도파로의 코어층 부분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입출력부의 주변의 광섬유의 직경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테

이프 형상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신호광 및 펌프광의 삽입 손실을 개선하는 한편, 파장 변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제 1 전극;

상기 제 1 전극 상부에 형성되는 하부 클래딩층;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형성되며 광을 입력받아 실질적으로 광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비선형 고분자로 구성된 코

어층;

상기 코어층 상부에 형성되는 상부 클레딩층; 및

상기 상부 클래딩층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코어층의 굴절율을 조절하여 파장 변환을 제어하는 제 2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코어층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도록 돌출된 리브를 포함하며, 위상 정합 격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파로의 양측 단부에 광 섬유가 더 설치되며,

상기 광섬유는 상기 도파로쪽으로 향할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테이퍼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정합 격자는 교번적으로 배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극은 열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극은 코어층에 열을 공급하여 코어층의 굴절율을 변화시키므로써, 위상 정합의 중심 파장을 가변시킬 수

있는 히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클래딩층은 선형 고분자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

, 

T: 리브의 두께(높이), H : 리브를 포함하는 코어층의 총두께, W : 리브의 선폭

청구항 8.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제 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전극 상부에 하부 클래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위상 정합 격자를 갖으며, 일정 높이만큼 돌출된 리브를 구비한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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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어층 상부에 상부 클래딩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 클래딩층 상부에 제 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비선형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 상부에 일정 간격을 가지고 이격되는 폴링용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폴링용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하여,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에 폴링을 부여하는 단계;

상기 폴링용 전극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을 소정 부분 식각하여, 중앙에 상대적으로 돌출된 리브를 갖는 비선형 코어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고분자 코어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하부 클래딩층 상부에 비선형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을 전체적으로 폴링시키는 단계;

상기 폴링된 비선형 고분자층이 일정 간격마다 노출되도록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노출된 리브 영역을 광표백시키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비선형 고분자층을 소정 부분 식각하여, 중앙에 상대적으로 돌출된 리브를 갖는 비선형 코어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광표백시키는 단계는,

상기 노출된 리브 영역과 UV 및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리브의 폴링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기의 제

조방법.

청구항 12.
펌프광 및 신호광을 초기화하는 입력 수단;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은 펌프광 및 신호광의 파장을 변환시키는 파장 변환기; 및

상기 파장 변환된 광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파장 변환기는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로 구성되며, 광이 입력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는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리브는 교대로 반복 배 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수단은,

펌프광을 조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펌프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펌프광의 잡광을 제거하는 필터와,

상기 펌프광과 입력되는 신호광을 커플링하는 광 커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소자.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변환기의 입출력단에는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를 향하여 그 직경이 감소되도록 테이퍼 형상으로 된 광섬유

가 각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파장 변환기에 의하여 증폭된 펌프광, 신호광 및 파장 변환된 신호광중 선택적으로 파장 변환된 신

호광만을 출력하는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파장 변환기에 의하여 증폭된 펌프광, 신호광 및 파장 변환된 신호광 중 선택적으로 파장 변환기에 

의하여 증폭된 신호광만을 출력하는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7.
분산된 신호광을 초기화하는 입력 수단;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은 분산된 신호광의 파장을 변환시키는 파장 변환기; 및

상기 파장 변환된 분산된 신호광을 보상하는 출력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파장 변환기는 비선형 고분자 도파로로 구성되며, 광이 입력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는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리브는 교대로 반복 배열된 폴링 영역 및 비폴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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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수단은 분산된 광을 일정 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광의 잡광을 제거하는 필터와,

상기 필터를 통과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의 세기를 균일화하는 광감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소자.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변환기의 입출력단에는 파장 변환기의 도파로를 향하여 그 직경이 감소되도록 테이퍼 형상으로 된 광섬유

가 각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파장 변환된 광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필터와, 파장 변환된 광의 분산을 보상하는 단일 모드 광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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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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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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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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