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조화파 발생을 통해 녹색광 생성을 위한 주기의6.7㎛
광소자 제작특성분석PPLN

Fabrication Characteristics of PPLN device with domain
period of 6.7 for SHG at 53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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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상정합은 비선형결정 내의 분산으로 생긴 입력파와 상호작용하는 파의 위상속도 차를 결정의

자발분극 방향을 주기적으로 반전시180° 킨 구조를 이용해 보상해주는 방법이다. 특히 LiNbO3 결정은 강유

전체 물질로서 준위상정합방식에서는 가장 높은 비선형 계수(d33 를 이용할 수 있기 때=34 pm/V) 문에 이

것을 주기적으로 분극반전시킨 PPLN(Periodically Poled LiNbO3 을 이용한 파장변환 연구가 활발하다) .(1),(2)
하지만 에 의해 생성파의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분극반전 주기가 작아져야 한다, material dispersion .

을 통해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을 얻기 위해서는 의 분극반전 주기가 필요하다 따라서PPLN 2~15 .㎛

짧은 주기를 가진 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다PPLN domain engineering .(3)
본 연구에서는 를 통해second harmonic generation (SHG) 녹색광 발생을 위한(532 nm) 두께가 0.5
인mm congruent LiNbO3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상온에서 전기장 방식과 실시간 분극반(CLN) . poling

전 진행과정을 관측하여 준위상정합 주기가 대의 광소자를 만들었다 그동안 여년 이상의 준6.7 . 10㎛

위상정합 소자제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 도불구하고 를 이용한 대역의 짧은 주, CLN 6.5 ㎛

기의 광소자 제작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분극반전을 위해 요구되는 항.
전기장이 강유전체의 절연파괴 전압과 매우 근사한 높은 값을 갖기 때문이고 또한 지름이(21 kV/mm) ,

인치 정도의 웨이퍼 내에 결정의 조성이 균일하지 못하는 점이 제작사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3-4 CLN
고 있다 이는 약 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 성장되면서 유발되는 다양한 결정내의 결함과. 1250 °C CLN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2),(4) 따라서 웨이퍼의 위치나 제작사별로 폴링전압이 달라지는 문제는 소자제작과
정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실시간.

을 도입하여 폴링과정 중에 요구되는 전압과 전류 및 폴링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visualization system
여 준위상정합 소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실시간 관측을 토대로 양질의 준위상정합 소자 제작을 위해 기.
존에 방식에서는 이용되지 않은 새로운 을 제시하였다poling voltage waveform .

을 거쳐 가 면에 딱딱하게 굳어 패턴화된 시편을 양면에 을 두고Hard baking photoresist +z CLN o-ring
로 조립하였다 그리고 액체전극으로서 포화용액을 주입하였다 시편jig . LiCl . 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림 과1

같은 system에서 이 되면서 자발분극방향의 차이로 인poling 해 입사된 백색광이 분극반전 경계에서 굴절률

차이를 느껴 배줌 현미경과연결된 컴퓨터의7 visualization 을program 통해 그 경계를 볼 수가 있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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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D 형성과정을실시간으로관찰하기위한omain visualization 그림 2. V 을 통해실시간관isualization system
좌 시편을넣고조립한 의모습 우system ( ), CLN jig ( ).(5) 측한 형성및진행모습domain .

시편에 폴링전압을 걸어주면 패턴면 중 가 입혀지지 않은 된 영역으로 핵들이 형성된다photoresist open .
특히 영역의 부분에서 강하게 가 걸리고 들이 방향과 두께방향인 방향으로 진행open edge field domain y z

하면서 주기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domain .
는 그림 의 을 통해 패턴면에서2 1 visualization system

형성 및 진행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이미지domain
들이며 이 축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domain y
있다 이때 가 절연체의 역할을 하지 못할. photoresist
경우 축으로 진행하는 들을 막지 못해x domain domain
끼리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merging .(6) 이러
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domain merging

전압 을 반복적으로 인가하였다 처음poling waveform .
전압을 마이너스로 주면서 전압의incubation rising

을 줄이고 시간을 짧게 반복적으로 줌으로써time poling
밑으로 이 진행할 수 없게 했photoresist domain 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용 주기의, SHG 6.7 ㎛ 을만들기위해도입한 과PPLN waveform visualization 은system
앞으로 연구 및 가 일정한 광소자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poling dynamics duty ratio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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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를 하기 위해6.7 poling CLN㎛ 에 인가되는

poling voltage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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