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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집적광학 광 강도 변
조기는 자연분극을 갖고 소정의 방향으로 컷된 기판; 소정의 크기를 갖고 기판의 중앙 상부에 위치하며, 
기판을 관통하는 광도파로; 기판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기판의 자연분극 영역과 엇갈려서 교번되도록 형성
되며 자연분극과 반대방향의 분극을 갖는 다수 개의 분극반전 영역; 및 광도파로의 상부 및 광도파로의 
좌우측에 형성된 전극으로 이루어지고, 전극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면, 광도파로내에 위치한 분극반전 
영역의 굴절률과 자연분극 영역의 굴절률의 증감에 의해 광신호가 분극반전 영역에 편재하여 산란된다.

본 발명에 의한 광 강도 변조기는 전압인가에 의해 광도파로 진행방향을 직선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바꿈
으로써 이 때 발생하는 광산란 손실을 이용해 광변조를 얻어내는데 이 때 지그재그 형태의 광도파 경로를 
만들기위해 강유전체 분극반전 구조를 이용하므로써 구동전압을 1/2로 낮출 수 있으며, 전극구조가 단순
하므로 광대역 전극설계가 용이하다. 또한, 상술한 동작 원리는 높은 굴절율을 갖는 광도파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 강도 변조기의 광도파로를 고집속 상태로 할 수 있어 삽입손실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는 종래의 광 강도 변조기의 입체도이다.

제1(b)도는  제1(a)도의  광  강도  변조기에서  도파모드  천이에  의해  광파가  산란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제1(c)도는 제1(b)도의 AA′에서 제1(a)도의 광 강도 변조기를 절단했을 때의 굴절률 변화를 도시한 것이
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에 대한 입체도이다.

제3(a)도 내지 제3(e)도는 제2도의 광변조기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4(a)도는 제2도의 평면도이다.

제4(b)도는 제4(a)도의 선분 A0A1, B0B1, C0C1에서 제2도의 광변조기를 절단한 단면도이다.

제4(c)도는 제4(a)도의 선분 A0A1, B0B1, C0C1에서의 굴절률 및 도파모드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제4(d)도는 제2도의 광변조기에 전계를 인가할 때 광도파로에서 광파가 산란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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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강도 변조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전압인가에 의해 지그재그 
형태의 굴절율 불연속영역이 유도되는 광도파로를 갖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집적광학(Integrated Optics)이란 광도파로를 기반으로하는 여러가지 광소자를 한 기판내에 제작하는 기
술을 말한다. 집적광학을 이용하면 광소자간의 정렬이 매우 용이하고 좁은 영역에 많은 기능소자를 제작
할 수 있기때문에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광도파로 근처에 전극을 제작하여 광도파로 영역에만 
전계를 집중시키므로써 낮은 구동전압으로 광파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집적광학 기판재료로
는 리튬나오베이트(LiNbO3)와 리튬탄탈레이트(LiTaO3), 전기광학 폴리머(Polymer)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다.

광 강도 변조기(Optic Intensity modulator)는 광도파로를 따라 전파하는 광파의 강도를 전압으로 온/오
프시키는 소자이며 광통신 시스템부 및 광센싱 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 강도 변조기는 
두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그 한가지 방법은 위상변조를 이용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마하젠더 간
섭계형 변조기(Mach-Zehnder Interferrometric Modulator), 방향성 결합기형 스위치(Diretional Coupler 
Switch)등이  있다.  다른  방법은  굴절률  변화를  급격히  주어  변조하는  것으로  차단형  변조기(Cutoff 
Modulator)가 대표적이다.

이 중 광 강도 변조기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하여 저가의 광변조기 구현
에 적합하고, 광변조기의 특성곡선(characteristic curve)을 여러가지 응용에 적용하기 쉽도록 튜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 강도 변조기 구조를 이용하는 한 예로 직류 바이어스가 필요없는 선형 광변조기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류전압으로 광변조기의 동작점을 설정하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작점 표
류현상(DC-Drift Effect) 문제가 없다.

제1(a)도는 종래의 광 강도 변조기의 입체도로서, 제1(a)도에 따른 광 강도 변조기는 결정(crystal)을 Z
축방향으로 컷한 (이하 Z-컷이라 약함) LiNbO3 기판 또는 Z-컷 LiTaO3 기판(100)에 채널 광도파로(102)를 

열처리 양자교환방법(Annealed Proton Exchange)으로 제작하고 광도파로와 기판 위에 전계를 가할 수 있
도록 전극(104)을 형성한다. 이 때, 광도파로를 지나는 광파가 전극에 의해 저항손(ohmic loss)을 겪지않
도록 우선 광도파로위에 규소산화물(SiO2) 등과 같은 완충층(buffer layer, 106)을 형성한 후, 크롬(Cr)과 

금(Au)으로 이루어진 전극을 형성한다. 상술한 전극에 전압 Va를 가하여 광도파로에 +Z방향으로 전계를 인

가하면, 굴절률 변화량(Δn)은 다음식과 같이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n:굴절률

r33: 전기광학 계수

EZ: 인가된 전계의 Z방향 성분

수학식 1에 의하면, 전계가 +Z방향으로 인가되면 굴절률은 감소하며, -Z방향으로 인가되면 굴절률은 증가
한다. 그래서, 제1(a)도의 광변조기에 +Z방향의 전계가 인가되면 제1(c)도와 같이 광도파로의 굴절률이 
감소되고, 제1(b)도와 같이 광파가 변조 영역에 들어오면 모드모양 부정합에 의한 산란손실이 발생한다. 
제1(a)도와 제1(b)도의 참조번호 108은 변조영역을 표시한다. 제1(b)도와 제1(c)도의 참조번호는 제1(a)
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산란손실량은 광도파로 입력측의 도파모드 분포 f1과 변조영역의 도파모드 

분포 f2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광도파로 입력측의 도파모드 전력을 P1, 변조영역 도파모드 전력을 P2

라 하고, 광도파로의 단면적을 s라 할 때, 모드모양 천이(mode-shape transition)에 따른 산란 손실량은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공액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광 강도 변조기의 변조깊이(modulation dept
h)는 수학식 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최대 변조깊이를 위해서는 전압인가시 I21이 0이 되도록 변조

영역의 모드분포 f2가 기판의 전면에 걸쳐 퍼져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광도파로가 차단상태로 되어

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광도파로가 인가된 전압에 의해 쉽게 차단될 수 있도록 광도파
로의 초기 도파조건을 차단영역(Cutoff region) 근처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광도파로의 도파조건이 차단영역 근처에서 설정되면 광변조기의 삽입손실(insertion loss)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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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변조영역의 도파모드 분포가 광도파로의 입력측 모드분포와 유
사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높은 구동전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광도파로의 입력측 도파모드 분포와 
마찬가지로 변조영역의 도파모드 분포가 광도파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고 모드분포의 첨두점
(peak point)이 서로 일치하므로, 전압을 변조영역에 인가할 때 상술한 수학식 2의 중첩적분값을 효과적
으로 줄이기 어렵게되어, 요구되는 소멸비(약 20dB 이상)를 얻으려면 큰 전압을 인가해야 한다는 문제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창안된 것으로, 광도파로의 굴절률이 지그재그 형태로 변하도록
하고 도파모드가 좌우 비대칭이 되도록하여, 작은 삽입손실과 낮은 구동전압에서 효과적으로 광변조를 할 
수 있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는 자연 분극을 갖고 소정의 방향으로 
컷된 기판; 소정의 크기를 갖고 상기 기판의 중앙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기판을 관통하는 광도파로; 상
기 기판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기판의 자연분극 영역과 엇갈려서 교번되도록 형성되며 자연분극과 반대방
향의 분극을 갖는 다수 개의 분극반전 영역; 및 상기 광도파로의 상부 및 상기 광도파로의 좌우측에 형성
된 전극을 포함함이 바람직하고, 상기 전극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광도파로내에 위치한 상기 
분극반전 영역의 굴절률과 상기 자연분극 영역의 굴절률의 증감에 의해 광신호가 분극반전 영역에 편재하
여 산란됨을 특징으로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제작방법은 자연분극을 갖는 
전기광학 재질의 기판에 상기 기판의 길이방향의 이동 분선을 중심으로 상기 기판의 자연분극영역과 엇갈
려서 교번하는 분극반전 전극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형성된 분극반전 전극에 소정의 펄
스전압을 가하여 분극반전영역을 형성한 후 상기 분극반전 전극을 식각하는 제2단계; 광도파로를 형성하
기 위해 상기 제2단계의 결과물위에 광도파로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마스크한 다음 소정의 
양자원 용액에 소정의 시간동안 담가 상기 양자원 용액의 양자와 상기 기판에 존재하는 소정의 이온을 교
환시켜 양자교환영역을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의 결과물을 소정의 시간동안 열처리하여 광도파
로를 형성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4단계에서 형성된 광도파로 상부 및 상기 광도파로의 좌우측 기판상부
에 소정의 전극을 형성하는 제5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에 대한 입체도로서, 제2도에 따른 광변조기는 LiNbO3 
또는 LiTaO3 기판(200)위에 엇갈린 형태로 제작된 분극반전 영역(202)의 중심에 광도파로(204)가 형성되
어 있으며 광도파로에 전계를 인가할 수 있도록 전극(206)과 접지(208)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광도파로(204)위에는 규소산화물(SiO2)로 이루어진 완충층(buffer layer, 210)이 형성되어 있다.

제3(a)도 내지 제3(e)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변조기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제3(a)도 내지 제3(e)도의 광 강도 변조를 위한 기판은 LiNbO3 또는 LiTaO3 등의 단 결정 전기광학 재질이

며 자연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을 갖는다. 제3(a)도에 의하면 분극반전(Domain-Inversion) 전극
의 형성과정은 먼저, 상술한 재료의 Z-컷 기판(300) 윗면에 소정 간격마다 지그재그 형태로 크롬(Cr)과 
금(Au)을 연달아 증착하여 분극반전 전극(302)을 만들고, 기판의 밑면에는 크롬과 금을 연달아 증착하여 
접지전극(304)을  만든다.  그  다음  윗면의  모든  전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후  결정의  항전계(coercive 
field)이상의  양(positive)전압을  인가하여  분극반전영역을  형성한다.  전계  인가중  전자사태(electron 
breakdown)에 의하여 결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보통의 경우, 수∼수십 마이크로 초의 펄스폭을 
갖는 펄스전압(VP )을 인가한다. 분극반전 후 전압인가를 위한 전극을 화학적 식각방법으로 제거하면 제

3(b)도와 같은 모양이 된다. 제3(b)도의 참조번호 300은 기판을 나타내고 302는 상술한 공정에 의해 형성
된 분극반전영역을 나타낸다.

제3(c)도는 제3(b)도의 기판 위에 채널 광도파로가 형성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크롬 박막이 증
착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크롬박막(310) 증착은 분극반전이 서로 엇갈려 있는 부분이 광도파로의 중심
이 되도록 패터닝(patterning)된다. 증착 후 굴절률을 증가시켜 광도파로를 형성하기위해, 150∼260℃ 정
도의 벤젠산(Benzoic acid)과 같은 양자원(Proton source) 용액에 수분 내지 수시간 동안 제3(b)도의 결

과물을 담가 벤젠산 내의 양자(Photon, H
+
)와 광도파로가 될 부분의 리튬이 온(Li

+
)을 교환시킴으로써 양

자교환(Photon Exchange) 영역(312)을 형성한다.

제3(d)도는 양자교환 후의 열처리과정을 도시한 것으로, 제3(d)도에 따르면 약 350℃ 정도에서 수 분∼수 
시간동안 양자교환 영역(312)이 형성된 기판을 열처리(Annealing)하므로써, 형성된 광도파로(314)의 도파
손실을 줄이고 전기광학계수를 회복시킨다. 이 때, 광도파로의 집속도를 향상시키고 도파모드 모양을 조
절하기위해서 광도파로 위에 SiO2 박막(316)을 자기정렬(Self-align)방법으로 형성한 후 열처리한다. 열처

리시 표면에 밀집된 양자들이 내부로 확산하면서 표면 굴절률은 감소하고 광도파로의 깊이가 깊어진다.

제3(e)도는 열처리 후 광강도 변조를 위한 전극형성과정을 도시한 것으로, 제3(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을 형성하되, 열처리 후 SiO2 박막이 광도파로 위 전극의 완충층 역할을 하게되므로, SiO2 박막을 식

각하지 않고 바로 그 위에 구동전압을 인가할 전극(318)을 형성한다. 전극은 인가된 전계의 Z방향 성분이 
광도파로의 중심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도록 만들되, 전극의 도전성과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롬과 
금을 순차적으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한편, 제4(a)도 내지 제4(d)도를 참조하여 제2도의 광도파로에서 광파가 산란되는 원리를 설명하기로 한
다. 제4(a)도는 제2도를 위에서 내려다 본 것으로, 참조번호 202 및 204는 제2도의 그것과 같다. 제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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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4(a)도의 선분 A0A1, B0B1 및 C0C1 위치에서 제2도의 광변조기를 각각 절단하여 도시한 것으로, 
제4(b)도에서 보이는 광도파로내의 +Z축 방향 화살표는 결정의 자연분극의 방향을 나타내며, -Z축 방향의 
화살표는 분극반전 영역에서 결정의 반전된 분극방향을 나타낸다. 분극이 반전되면 전기광학 계수의 부호
도 바뀐다.

제4(c)도는 제4(b)도에 도시된 광도파로의 국소 정규 도파모드(Local Normal Mode)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제4(c)도의 FnA, FnB, 및 FnC는 각 단면에서 광도파로의 횡방향 굴절률 분포이며, FmA, FmB, 및 FmC는 각 

단면에서의 횡방향 도파모드 분포이다. 광도파로 입력측 A0A1에서의 도파모드 분포 FmA는 굴절률 분포 FnA

가 중심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다. 그러나 변조영역에서는 굴절률 분포가 좌우 비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도파모드 분포 역시 비대칭이 된다. 광도파로 B0B1에서는 인가된 전계에 의하여 광도파로의 좌측 
굴절률은 상술한 수학식 1에 의해 Δn만큼 증가하고 우측 굴절률은 Δn만큼 감소한다. 즉, 분극반전 구조
를 이용함으로써 좌측과 우측의 굴절률 차이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비대칭화에 필요한 전압
을 1/2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도파모드는 좌측으로 편향된다. 이와 반대로 광도파로 C0C1에서는 인가된 
전계에 의하여 광도파로의 좌측 굴절률은 Δn만큼 감소하고 우측 굴절률은 Δn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도
파모드는 우측으로 편향된다.

이렇게 B0B1에서 좌측으로 편재된 도파모드 FmA가 분극반전 영역이 반대로 된 C0C1에 들어가 우측으로 편

향(FmC)되면서 도파모드의 일부가 기판으로 산란되므로, 변조영역을 통과한 후에는 광강도가 현저히 작아

진다. 제4(d)도는 도파모드의 편재방향이 좌우측으로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도파모드가 산란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산란파정은 광도파로에 -Z방향의 전계가 가해진 경우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역상된(inverted)  디지털  전기신호를  광변조기에  가해서  광신호를  얻을  경우에도  별도의 인버터

(Inverter)가 필요없다.

본 발명은 결정의 Z-컷 기판을 이용한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의 실시예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별 어려움 없이 상기 실시예를 참조하여 Y 또는 X-컷 기판을 이용하여 형성된 광
도파로내의 변조영역에 동일하게 다수의 천이영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삽입손실이 적고 낮은 
구동전압에서 동작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를 구현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광 강도 변조기는 1) 광도파로를 중심으로 엇갈리게 교번되는 형태의 경로를 따라 형성되
어있는 강유전체 분극반전 구조와 인가전압에 의해 광도파모드를 편향시키므로 광도파로의 구동전압을 
1/2로 낮출 수 있으며, 2) 광도파모드를 좌우로 편향시키는 영역을 다단계로 구성하므로 소멸비를 크게할 
수 있다. 3) 전극구조가 단순하므로 광대역 전극설계가 용이하다. 4) 상술한 동작 원리는 높은 굴절율을 
갖는  광도파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  강도  변조기의  광도파로를  고집속  상태(well-guiding 
condition)로 할 수 있어 삽입손실을 줄일 수 있다. 5) 구조 및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6) 좌우대칭인 특
성곡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역상된 디지틸 전기 신호인 경우에도 별도의 인버터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7) 
LiNbO3 및 LiTaO3 기판을 광변조기에 사용하므로써 이미 잘 개발된 광도파로 제작공정 및 분극반전공정들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연분극 영역과 상기 자연분극 영역의 분극방향과 반대방향의 분극을 갖는 분극반전 영역이 길이방향 및 
폭 방향으로 엇갈려서 교번되어 위치하는 기판; 상기 기판에 형성된 광도파로; 상기 광도파로의 상부에 
형성된 제1전극 및 상기 광도파로의 좌우측의 기판 상부에 형성된 제2 및 제3전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하
고, 상기 제1 내지 제3전극에 인가하는 소정 전압에 의해 상기 광도파로내의 분극반전 영역의 굴절률과 
자연분극 영역의 굴절률이 변화되고, 변화된 굴절률에 의해 상기 광도파로를 통과하는 광파가 상기 분극
반전 영역에 편재하여 산란되면서 차단되는 집적광학 광강도 변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재질은 리튬나오베이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재질은 리튬탄탈레이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도파로의 상부와 상기 전극사이에 저항손을 막는 완충층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청구항 5 

자연분극을 갖는 전기광학 재질의 기판에 상기 기판의 길이방향 및 폭방향으로 상기 기판의 자연분극영역
과 엇갈려서 교번하는 분극반전 전극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형성된 분극반전 전극에 소
정의 펄스전압을 가하여 상기 자연분극영역의 분극과 반대방향을 갖는 분극반전영역을 형성한 후 상기 분
극반전전극을 식각하는 제2단계; 상기 제2단계의 결과물위에 광도파로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마스크한 다음 소정의 양자원 용액에 소정의 시간동안 담가 상기 양자원 용액의 양자와 상기 기판에 존재
하는 소정의 이온을 교환시켜 양자교환영역을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의 결과물을 소정의 시간동
안 열처리하여 광도파로를 형성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4단계에서 형성된 광도파로 상부 및 상기 광도파
로의 좌우측 기판상부에 소정의 전극을 형성하는 제5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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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의 마스크는 크롬박막을 증착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집적광학 광 강
도 변조기 제조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형성은 크롬과 금을 순차적으로 증착하여 형성함을 특징으로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제조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원 용액은 벤젠산임을 특징으로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제조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상기 제3단계에서 형성된 양자교환영역위에 소정의 산화막을 증착한 후 
수행함을 특징으로하는 집적광학 광 강도 변조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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