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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vel unified criterion to optimize power coupling at 
optical directional couplers with discontinuous 
input/output interfaces is first defined and evaluated 
numerically. The numerical results reveal that maximum 
power transfer between guiding slabs without 
discontinuous interfaces is dominated by conventional 
phase-matching condition while the guiding structures 
with discontinuous interfaces has maximum power 
transfer at an equi-partition condition, which describes 
the power distribution condition between two rigorous 
modes propagating through optical couplers. 
 

I. 서론 
오늘날 초고속 광통신을 위한 집적광학 (integrated 
optics)분야에서 광 소자들을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여 소형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소형화에 따른 서로 다른 전송구조들 사이의 
결합문제이다. 즉, 전송구조가 다른 여러 단의 
소자들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할 때 그 소자들 
사이의 불연속 접합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사특성이 소형화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점인 
것이다. 
지금까지 그림 1 에서 보듯이 두 슬랩 

(slabs)으로 구성된 광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1-3]. 비록 이들 해석법들이 
정확한 수치 해석적 결과들을 제공하지만, 광 
방향성 결합기가 다른 광 전송소자들과 하나의 

칩으로 집적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입/출력 
경계면의 불연속성 (discontinuity) 특성에 기인한 
반사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결합특성을 
결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모드 전송선로 
해석법 (MTLT)을 이용하여 입/출력 경계면의 
불연속성을 고려한 새로운 결합효율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여 손실/이득 
(Loss/Gain)을 포함하는 물질로 구성된 광 방향성 
결합기의 최대 전력 전송을 위한 통합기준을 
분석하였다. 

 
II. 최대 전력전송 조건 

그림 1 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고려한 결합기는 
전송 채널중의 하나는 이득을 갖는 GaAs 물질로, 
다른 전송 층 (layers)들은 AlxGa1-xAs 물질로 
구성하였으며, 그 굴절률은 Sellmeir 공식[4]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광 방향성 결합기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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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연속 입/출력 경계면을 갖는 광 

방향성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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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중의 하나는 결합기를 통하여 전파하는 
중첩모드의 그 전파상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전파상수로부터 광 결합기의 최적전력결합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앞서 출판된 
논문들에서 제시한 그 조건들은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결합모드이론에서 분리된 슬랩을 통하여 
전파하는 모드들 (그림 2(a)에서 1gβ 과 2gβ )에 

의하여 정의되는 위상정합조건 (Phase-Matching 

Condition). 
2. 중첩모드이론에서 광 결합기의 결합영역을 
전파하는 정확한 기/우 모드들 (그림 2(a)에서 

evβ 과 odβ ) 사이에서 발생하는 최소간격조건 

(Minimum-Gap Condition). 
3. 모드전송선로이론에서 입력 경계면을 통하여 
광 결합기에 입사된 전력이 기/우 모드들의 
전송전력 (그림 2(b)에서 evP 와 odP )으로 

분배되는 특성에 기인한 등가분배조건 (Equi-

Partition Condition). 

그림 1 에 도시된 광 방향성 결합기에서 위에 
분류된 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2 에 그 
분산곡선과 중첩모드들의 전력분배율 (Power 
Distribution Ratio)을 정의하고 고려하였다.  
그림 1(a)에서 보듯이, TE0 모드가 입력단을 
통하여 결합기에 입사된 경우 두께 1g gct t+ 와 

2gt 의 분리된 상/하위슬랩을 통하여 각각 

전파하는 모드들의 전파상수 1gβ 과 2gβ 가 서로 
일치하는 위상정합조건이 0.8802ph mλ µ= 에서 

나타났으며, 광 결합기의 결합영역을 전파하는 
정확한 기/우 모드들의 전파상수 evβ 과 odβ 이 
가장 유사한, 즉 ev odβ β− 이 최소값을 갖는, 

최소간격조건이 0.8227min mλ µ= 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고려하는 기/우 
모드들의 전송전력 evP 와 odP 가 서로 일치하는 

등가분배조건이 그림 1(b)에서 보듯이 
0.8638pdr mλ µ= 에서 나타났다. 또한, 삽입도에서 

보듯이, 0z = 인 입력단에서 발생하여 광 
결합기를 통하여 전파하는 전송모드 (Guide 
Mode)는 등가분배조건에서 가장 좋은 분포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위상정합조건과 최소간격 
조건에서 전송모드들의 일부 전송전력이 두께 

1g gct t+ 의 상위슬랩에 잔류함을 보였다. 

 
III. 전파 모드의 최적 결합효율 

2 장에서 언급한 3 가지 조건들에 대한 광 방향성 
결합기의 전력전송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모드전송선로이론에 기초한 결합효율을 
정의하고 전파거리에 따른 변화를 수치해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 방향성 결합기를 통하여 

0z = 인 입력단에서 입사하는 입력 전력에 대한 
임의의 거리 cz L= 인 출력단을 통하여 방출되는 

출력 전력의 그 비율, 즉 결합효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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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0 모드에 대한 광 방향성 결합기의 

(a) 분산곡선과 (b) 전력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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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들이다. 
위의 식 (1)을 적용하여, 2 장에서 언급한 3 가지 
조건들 (즉, 위상정합조건, 최소간격조건, 
등가분배조건)에 대한 결합효율을 수치 
해석하였다. 그림 3(a)에서 보듯이, 입/출력 단에서 
전송 슬랩들 사이의 불연속특성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 정의되어 왔던 위상정합조건에서 광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효율은 결합길이 

71.74phL mµ= 에서 약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등가분배조건에서는 위상정합조건에서 
보다 1% 정도 효율이 저하된 약 98%를 
나타냈으며, 최소간격조건에서는 25% 정도가 
저하된 약 74%의 효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불연속 경계면의 반사특성을 고려한 광 
전력전송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위상정합조건 

phλ 이나 결합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송모드들 

사이의 최소간격조건 minλ 에서 발생하지 않고, 

전송모드들의 전력분배율이 서로 같은 새로운 
통합기준인 등가분배조건 pdrλ 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b)에서 보듯이, 광 신호가 입사되는 
입력영역의 슬랩 두께가 0.52int mµ= 인 경우 

광 결합기에서 상/하위 슬랩들 사이의 최대 
결합효율은 결합길이가 54.93pdrL mµ= 인 

등가분배조건에서 99% 이상의 효율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위상정합조건에서는 등가분배 
조건에서 보다 14% 정도가 저하된 약 85%의 
효율이 결합길이 71.74phL mµ= 에서 나타났다. 

또한, 최소간격조건에서는 현저한 효율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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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3(b)에 대한 불연속 입력 

경계면에서의 반사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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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0 모드에 대한 광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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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결국, 광 결합기를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여 
소형화할 때 발생하는 불연속 경계면은 지금까지 
정의되어 왔던 위상정합조건이나 최소간격 
조건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등가분배조건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b)에 대한 불연속 입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사전력을 2 장에서 언급한 
3 가지 조건하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4 에서 
보듯이, 광 방향성 결합기의 전파거리에 따른 
반사전력의 포락선 (envelope) 변화는 3 가지 조건 
모두 -40dB 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결합효율에 의존하여 변화하였다. 특히, 
결합효율이 가장 큰 최대 전력전송에서는 
반사전력의 포락선 변화가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연속 입/출력 경계면을 갖는 광 
방향성 결합기를 다른 소자와 결합하여 하나의 
칩으로 집적할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최적 결합효율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면, 
소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사특성은 무시하고 
설계하여도 전송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IV. 결론 

정확한 중첩모드와 입/출력 경계면에서의 모드 
반사계수를 고려한 모드 전송선로 해석법을 
이용하여 불연속 입/출력 경계면을 갖는 광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효율을 해석하였다. 가장 
좋은 결합특성을 나타내는 최적의 통합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광 결합기의 그 분산곡선과 

전력분배율을 고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 
전력전송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전파거리에 따른 반사계수의 감도 

변화에 기초하여 최대 전력전송을 위한 
결합길이가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결국, 정확한 모드 전송선로 해석법은 다른 
해석법으로 분석하기에 부족한 광학적 특성들의 
분석에 좋은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광 소자 소형화 설계에 뛰어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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