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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표면 플라즈몬 은 유전체와 금속박막(Surface Plasmons, SP)
의 경계면을 따라 전파하는 모드 전하 밀도 진동이다TM- .[1]

그리고 와 결합하여 금속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전자기파, SP
를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Surface Plasmon Polaritons, SPP)
이라고 한다 모드가 갖는 파수벡터는 주변 유전체 물질. SPP
이 전달하는 전자기파의 파수벡터보다 크기 때문에 는SPP
금속박막 근방에 속박된 전자기 파동이고 도파로는 금, SPP
속과 유전체 경계면을 코어로 갖는 차원 평면 광도파로로2
해석할 수 있다 모드는 진폭이 금속 표면에서 매우 강. SPP
하게 증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오 및 환경 센서

등의 응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의,
미세한 변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광소자도 연구되고 있다.[2-4]

유전체금속 경계면을 따라 전파하는 모드의 전기장- SPP
은 유전체뿐만 아니라 금속 내에도 많은 양이 존재하게 되므

로 일반적으로 모드의 전파손실은 매우 커서 가시광선, SPP
영역에서는 수십 로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m . ,μ
금속의 구조를 매우 얇은 박막 형태로 만들어서 금속 박막의

양단 표면에서 진행하는 들 간의 중첩에 의한 결합모드SPP
를 이용하면 전파거리를 이론적으로 무한히 증가시킬, SPP
수 있다.[4] 이러한 결합모드는 중첩되는 두 필드의 자기SPP
장 분포에 따라서 대칭 모드와 비대칭 모드로 구분된다.[4] 특

히 대칭 모드는 대부분의 모드 에너지를 금속 박막의 내부,
가 아닌 주변의 유전체에 싣고 전파시키므로 금속의 흡수때

문에 생기는 손실이 적어 전파손실을 까지도 줄일~ dB/cm

수 있다 이러한 대칭 모드를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 (Long
이라 한다Range Surface plasmon Polariton, LRSPP) .[5-9] 금속

박막을 유한한 폭을 갖는 금속 선 모양으로 만든 채LRSPP
널 도파로는 집적형 광센서와 초고집적 광전회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10-12]

은 금속 박막의 두 경계면에 접해있는 두 유전체의LRSPP
유전율 차이가 ~ 10-4 이하로 거의 동일할 때에만 존재한다.
또한 전파손실은 금속 박막의 두께를 수십 이하, LRSPP nm
로 줄일수록 감소하며 이하로 금속 박막의 두께를, 10 nm
줄이면 급격히 한다 그러나 이하의 균일한 박막을. , 10 nm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증착 초기에 금속 원자.
들은 기판에 균일하게 쌓이기 보다는 서로 뭉쳐 나노 클러스

터를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 금속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의 한계는 이중 금속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상

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12] 이중 금속 구조의 경우 도파로 코

어에 해당하는 두 금속 박막 사이의 유전체의 굴절률이 동일

할 필요가 없이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의 전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전파거리는 두 금속 박막 사이의 간격 또는 코어,
유전체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13] 또한 도파로 소자 안의 이중 금속은 소자의 광학적 응,
답을 제어하기 위해 인가될 전압 및 전류를 전달하는 전극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중 금속 구조는.
두 개의 금속선을 제작해야 하며 금속선들 간에 수직 정렬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4]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이중 금속 도파로 모형은 아,
래 금속층의 면적을 무한하게 해줌으로 인해 윗 층 금속 도

파로의 위치 자유도를 증가시켜 금속 층 간의 수직 정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 응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능,
을 갖는 도파로 소자를 구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SPP

이중 금속장거리표면 플라즈몬도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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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 금속 도파로를 제작하여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 모드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고 다양한 구,
조의 이중 금속 도파로를 제작하여 본 구조의 실제 소자 응

용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II. 이중금속- LRSPP 도파로 특성

2.1 이중금속- LRSP 도파로 구조

그림 은 금속 선을 이용한 도파로 개략도이다 그1 LRSPP .
림 는 단일 금속선으로 된 도파로로서 두께 가1(a) SPP , (t)

정도이며 폭 은 수 정도인 금속 선이 유전체~10 nm (w) mμ
에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단일 금속 도파로에서는. LRSPP
모드의 진행 거리를 증가시키고 클래딩의 민감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금속 박막의 두께를 줄여야 한다.[10,11] 박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표면 플라즈몬의 전파거리는 지수함수적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파장에서 금 박막의. 1550 nm (Au)
경우 가 빛의 침투 깊이보다 큰 수백 로 증가하면, t nm LRSPP
전파거리는 수백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가m . , tμ 이20 nm
하로 얇아지면 전파거리는 수 정도가 되며cm , 10 nm 이하로

더욱 감소하면 수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다m .[13] 그러나

금속 박막을 이하로 균일하게 만들기는 어렵10 nm 다는 한

계를갖는다.[11,14] 또한 단일금속 도파로는금, LRSPP 속 박막

을 덮고있는 위아래 유전체의 유전율 차이가- ~ 10-4 이하로

거의 동일할 때에만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15] 즉 동일한,
유전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작시 매우 세밀한 주의를 요

한다.
이러한 단일 금속 도파로의 기술적 한계는 이중 금LRSPP

속선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는 동일한 두 금속선이 일정한 간격 을 두고 개의 유1(b) (D) 3

전체층 사이에적층되어있는 이중금속선 도파로구LRSPP
조도이다 단일 모드가 두 금속선에 걸쳐 전파되며. LRSPP ,
중간의 두께를 갖는 유전체 층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대칭D
적인 모드모양을 하고있다 이중 금속선 도파로는 두. LRSPP
금속 선을 내포하고 있는 개 유전체 층의 유전율이3 ~ 10-4

이상이 되어도 모드가 형성된다 즉 그림 의 단LRSPP . , 1(a)

일 금속선에 비해 다양한 유전체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전파거리도 금속박막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한, LRSPP
상태에서 또는 코어 유전체의 유전율을 조절함으로써 임D
의로 증가시킬 수 있다.[4,12] 또한 모드를 전달하는, LRSPP
두 금속선을 전압 및 전류를 전달하는 전극으로 활용하여 중

간 유전체 층의 물성을 변조할 수 있으므로 능동 도, LRSPP
파로 소자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금속선 구. ,
조는 모드의 진행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금속LRSPP
선들 간에 정확한 수직 정렬을 필요로 한다.
그림 는 위에서 설명한 이중 금속선 구조를 약간 변형1(c)

한 구조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도파로, LRSPP
구조이다 유한한 폭을 갖는 금속선 아래에 무한한 폭을 갖.
는 동일한 두께의 금속판 이 놓여 있는 구조이다(metal slab) .
그림 의 이중 금속선 구조와는 달리 하나의 유한한 폭을1(b)
갖는 금속선 도파로와 금속 평면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작 공

정이 보다 간단하면서도 이중 금속선이 갖는 도파로LRSPP
의 장점은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일 금속 평면 위.
에 형성되는 금속선의 구조 만을 곡선 분기등 임의의S- , Y-
형태로 변형하여도 되므로 도파로 회로를 구성하는, LRSPP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두 금속선 사이. ,
에 있는 유전체의 물성을 변조하기 위해 전압을 인가하는 경

우 아래의 굼속평면이 접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적,
잡음이 적어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2.2 이중금속- LRSPP 도파로의 분산 특성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림 의 금속선금속평면2 1(c) -
으로 된 도파로 구조의 단면도이다 유전율이LRSPP . ε2 이

고 두께가 인 무한 폭을 갖는 금속박막 위에 폭이 인 동t W
일한 두께의 금속선이 거리 를 두고 배치해 있다 두 금속D .
층은 코어 유전체(core) (ε1 와 클래딩 유전체) (cladding) (ε3 로)
둘러쌓여 있다 모드의 전파거리 및 도파 모드의 전. LRSPP
파상수는 t, W, ε1, ε3 그리고 의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 D . ,
입사빔의파장 에대해= 1550 nm , W = 5 m, t = 20 nm,λ μ
ε2 = -118+i11.58, ε3 = 1.472로 고정하였으며, ε1와 의 변D 화

에대한 모드의특성을LRSPP FEM(Finite element metho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는 코어 유전체의 굴절률3(a) 을 까지 증1.0~1.5

가시키면서 모드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값 즉, LRSPP D , ,

(a) (b) (c)

그림 도파로 구조도 단일 금속선 구조 선폭1. LRSPP . (a) . W: , t:
금속선 두께 이중 금속선 구조 금속선 간의 간. (b) . D:
격 금속선 금속평면으로 된 이중 금속 도파로 구조. (c) - . 그림 금속선금속평면으로 된 도파로 구조의 단면도2. - LRS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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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유전체 층의 임계두께(cutoff thickness, Dc 를 계산한 결)
과이다 코어 유전체의 굴절률이 커질수록. Dc는 점점 증가하

며 클래딩 유전체의 굴절률인 에 다가감에 따라 급격히, 1.47
발산한다 한 예로. ,  = 일 때1.45 Dc 로서= 895 nm , D >
Dc가 되면 모드의 유효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인LRSPP

보다 작아져 더 이상 속박된 도파모드가 존재하지 않는1.47
다 이와 같은 모드의 의존성이 그림 에 도시. LRSPP D 3(b)
되어 있다.  = 로 고정하고 를1.45 , D 0 nm ~ Dc(= 895

까지 증가시키면서 모드의 유효굴절률을 계산해nm) LRSPP
보면 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D D = Dc일 때 클래딩의

굴절률 와 같아지며1.47 , D > Dc가 되면 더 이상 모LRSPP
드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변화에 따. 3(c) D
른 LRSP 모드의 전파 손실실선으로 표기된 의 경우이P ( (2) )
다 가 에 근접하면 전파 손실은 그림 의 삽입그림. D 0 nm 3(c)
인 경우처럼 두 금속간의 간격이 없는 경우인(1) ~7.0 dB/mm

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에 가. D Dc로 근접하게 되면 그림

의 삽입그림 과 같이 단일 금속선만 있는 경우와 동일3(c) (3)
한 경우인 에 수렴한다~0.8 dB/mm .

D < Dc인 경우에 대해, D = 560 nm, 680 nm, 780 nm, 880
인 가지 코어 유전체의 두께에 대해 으로 계산한nm 4 FEM

모드의 분포가 그림LRSPP 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 표4 . (
기된 직선의 길이는 임 모드 직경은 대략 내외5 m .) 10 mμ μ
로 광통신용 광섬유의 단일모드와 유사한 크기를 갖는다.

모드 크기는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지며LRSPP D ,
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모드가D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III. 이중금속- LRSPP 도파로 제작 및 측정

3.1 이중금속 도파로 제작-

그림 에 도시된 금속선금속평면으로 된 도파로2 - LRSPP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실리콘 기판위에.

그림 4. 에 따른 이중 금속 도파로의 모드 분포 삽입된D - LRSPP .
직선의 길이는 임5 m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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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어 굴절률(a) ( 에 따른 모드의 임계두께) LRSPP

(cutoff thickness, Dc),  = 인 경우 에 따른1.45 , D LRSPP
모드의 유효굴절률과 전파손실 삽입그림 은(b) (c) . (1) D

는 은 인 경우를= 0 nm, (2) 0 nm < D < Dc, (3) D > Dc
나타내는 도파로 단면 그림이며 점선은 각각 과, (1) (3)
인 경우의 전파손실임.



76 한국광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19 1 , 2008 2

클래딩 유전체(ε3 박막을 스핀코팅하여 정도로 충분) 15 mμ
히 두껍게 형성 하여 모드가 실리콘 기판에 의해 영LRSPP
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10] 그 위에 두께로 금20 nm

박막을 열증착 하였다 금 박막 위(Au) (thermal evaporation) .
에 코어 유전체(ε1 는 다양한 두께 로 스핀코팅 하였다 코) D .
어 유전층의 는 그림 에서와 같은 부터 까D 4 560 nm 880 nm
지의 가지 경우와4 D > Dc인 경우에 해당하는 를1360 nm
제작하였다 금속선은 와 열증착에 의해. lift-off W = 5 m, tμ

로 형성하고 그 위에 다시 클래딩 유전체= 20 nm , (ε3 박막)
을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형성하였다15 m .μ
실험에서 사용된 유전체는 열광학 폴리머- (Thermal-optic

polymer, 로서 광통신 파장대에서 손실 및 복굴절률이TOP) ,
작고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좋은 과ZPU 12-470 ZPU12-

이다450(Fluorinated acryate photopolymer, Chemoptics Inc.) .
은 질소 분위기에서 자외선 경화가TOP 이루어지며 실리콘,

등의 기판에 스핀 코팅으로 원하는 두께의 박막으로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 실온에서 각 물질의 굴절률은. TOP 1.47(ZPU
과 을 가지며 굴절률 정확도는12-470) 1.45(ZPU 12-450) , ~10-4

정도이다 그리고 온도가 만큼 증가함에 따라 굴절률. , 10 K
은 씩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본 실험에서는 실리콘 기0.0017 .
판 위에 를 스핀 코팅하여 박막을 형성하였으며 스핀TOP ,
코팅 된 는 질소 환경에서 분 동안 자외선으로 경화시TOP 8
켰다 박막의 안정화를 위해 가열판 위에 질소환. TOP 150℃
경을 만들어 주어 분 동안 열 경화하였으며 이중 금속 도30 ,
파로 구조를 완성한 후에는 각 유전층의 물질들 간에TOP
열 안정성을 고르게 하기위해 로 시간 동안 추가로, 190 1℃
열 경화시켜 주었다.

3.2 이중금속 도파로의- LRSPP 모드 측정

제작된 이중금속 도파로의 광학적 특성을 광통신- LRSPP
파장 대역 에서 측정하였다 광원으로는 선폭이(~1550 nm) .

이고 최대 출력이 이며 영1.0 pm 2 mW , 1520 nm ~ 1640 nm
역의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tunable laser diode; 81640A,

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출력단에 편광 조절기를 사용Agilent) .
하여 편광 모드를 유지 하였으며 금속 도파로와 입력TM ,
단일모드 광섬유 간의 정렬을 위해 축 정렬이 가능한 정렬5-

광학계와 배의 배율을 가지는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였다600 .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중 금속 도파로에CCD
서 여기되는 모드를 관찰하였다LRSPP .
이중 금속 도파로와 단일 모드 섬유 간의 광신호 입출력

특성을 단면 결합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end-fire coupling) ,
카메라로 측정한 모드 사진이 그림LRSPP 에 제시되어 있5
다 이중 금속 도파로의 총 길이는 이고 광원의 파워는. 6 mm

로 고정하였다 그림 는 수직단면을 갖는 단일모500 W . 5(a)μ
드 광섬유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림 는 광섬유의 단면을, 5(b)
렌즈처럼 곡면으로 만든 경우이다 그림 의 경우는 수직. 5(a)
단면을 갖는 광섬유의 모드와 모드 간의 불일치에LRSPP
의해 클래딩 유전체로 가이딩 되는 모드들이 발생함을 보여,
주는데 클래딩 유전체 굴절률이 코어 유전체의 굴절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클래딩 부분으로 들어온 빛들이 전

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림 와 같이 렌즈형. 5(b)
광섬유를 사용하여 두 모드간의 크기 정합을 보다 정확하게

확보함으로써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제, 5(b)
거할 수 있었다.
그림 은 에 따른 모드 사진이다 그림 의6 D LRSPP . 4 FEM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 에서 로 증가D 560 nm 880 nm 할

수록 모드 크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D = 1360 nm
인 경우에는 모드가 없다LRSPP .
계산치와 측정치 간의 보다 정량적인 비교가 그림 에7(a)

도시되어 있다 계산실선과 실험실선에서 얻은 에. FEM ( ) ( ) D

 

20  20    m  m  20 mμ

 

20 20   mm20 mμ
(a) (b)

그림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하여 측정한 모드 사진5. LRSPP .
수직단면을 갖는 광섬유로 여기 시킨 경우(a)
렌즈형 단면을 갖는 광섬유를 사용하여 여기 시킨(b)
경우

(a) D = 560 nm (b) D = 680 nm

(c) D = 780 nm (d) D = 880 nm

(e) D = 1360 nm.

그림 증가에 따른 이중 금속 도파로의 모드 사진6. D - LRS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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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모드의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LRSPP (X-axis) (Y-axis)
의 크기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서 그림 와 는 일 때 계산치실선 및 측, 7(b) (c) D = 680 nm ( )
정치점선에 해당하는 축 방향 모드 분포도와 축 방향( ) X- Y-
모드 분포도로서 각각 및 정도로 수직 축, ~10 m 6.2 m Y-μ μ
방향 크기가 약간 작다 모드의 크기는 광의 세기가. 1/e2으로

감소하는 길이로 정의하였다.[3,10] 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방D
향 모드의 크기는 에서 로 점진적으로 커지는 반9 m 12 mμ μ
면에 수직방향 모드의 크기는 에서 로 수평 방향6 m 11 mμ μ
모드의 크기에 비해 급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것은 금속선.
의 폭 에 비해 두께 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직 방(5 m) (20 nm) ,μ
향보다 수평 방향으로 속박이 더 크기 때문이다. D = 880 nm
일 때 수직 방향 모드 와 수평 방향 모드, (10.5 m) (11.6 m)μ μ
의 크기가 가장 비슷하며 그 크기도 단일 광섬유 모드 크기

와유사함을확인하였다 따라서 코어유전체의두께가. , 880 nm
일 때 단일 광섬유 모드 크기에 가장 근접한 모드를, LRSPP
발생시킴으로 도파로와 광섬유간의 결합 손실이 가장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굽어진 이중금속 도파로에서의- LRSPP 모드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중금속 도파로 구조는 아래 금속- ,
층의 면적을 무한하게 해줌으로 인해 윗층 금속선 도파로의

위치 자유도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금속선

모양을 갖는 도파로 소자를 구현하기에 용이하다는LRSPP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 8
과 같이 곡선과 분기를 갖는 이중금속 도파로S- Y- - LRSPP
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금속선의 와 그리고 제작과정. t W,
은 앞의 실험조건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금속선의 구조는 그,
림에 표기된 바와 같다.

곡선과 분기 구조에 여기된 모드의 측정사진S- Y- LRSPP
이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곡선 도파로에서 측정된 모드9 . S-
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좌측으로 치우치고9(a)
있는데 이는 모드가 좌측으로 꺽인 금속선을 지나면, LRSPP
서 밖으로 치우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
분기 금속선 도파로에서 관측된 모드는 그림 에 나타Y- 9(b)

난 것처럼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고 바깥쪽으로 분포되어 Y-
분기 양 끝단에서 관측되었다 직선 금속선 도파로에서 발생.
된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이 양 쪽으로 꺾인 두 개의 금속선

도파로를 만나면서 크기가 분할되고 모드도 금속선이 꺾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IV. 결 론

아래 층이 금속평면이고 위 층은 유한한 폭을 갖는 금속선

으로 이루어진 이중금속 도파로 구조를 제안하였다- LRSPP .

그림 곡선 이중 금속 도파로와 분기 이중 금속 도파로 구8. S- Y-
조 이고 금속선의 길이 및 분기 각도는 표. D = 680 nm ,
기된 바와 같다.

20㎛20㎛20㎛ 20㎛20㎛20㎛

(a) (b)

그림 곡선 및 분기 이중금속 도파로의 모9. (a) S- (b) Y- - LRSPP
드 측정사진.

(a)

(b) (c)

그림 7. 는 에 따른 모드의 수평 및 수직(a) D LRSPP (X-axis) (Y-
방향 크기 실선은 계산결과이며 점선은 실axis) . FEM ,

험 측정치를 연결한 것임 와 는 일 때. (b) (c) D = 680 nm
계산치실선 및 측정치 점선에 해당하는 축 방향 모( ) ( ) X-
드 분포도와 축 방향 모드 분포도임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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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유전체 층의 두께에 따른 직선형 도파로와 곡선형 도파

로 구조를 제작하여 모드가 여기될 수 있는 조건을LRSPP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계산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 FEM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어 유전체 층의 유전상수가 클래딩. ,
유전체와 크게 다르더라도 코어 유전체 층의 두께를 조절함,
으로서 모드의 전파상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LRSPP
특성을 확인하였다 즉 모드는 클래딩과 코어 유전. , LRSPP
체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코어 유전체의 임계두께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코어 유전체의 두께가 임계두께로 근접,
할수록모드크기는커지며모드의수직수평크기도유사해져-
임계 두께 근처에서의 전체적인 모드 크기는 단일 모드 광섬

유와 정합되어 결합 손실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곡선과 분기 구조의 이중금속 도파로에서 여기되는S- Y- -

모드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들을 이용하면LRSPP ,
간섭계등의 보다 복잡한 도파로 소자Mach-Zhender LRSPP

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 ,
된 이중금속 도파로는 모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LRSPP ,
삽입된 코어 유전체에 전압 및 전류를 인가하기에도 매우 적

합한 구조이므로 표면플라즈몬 능동소자 및 비선형 소자 구-
현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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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ange Surface-Plasmons Excited on Double-Layered Metal Wave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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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novel metal-waveguide structure for sustaining long-range surface-plasmon-polaritons (LRSPP). The LRSPP
waveguides are composed basically of two asymmetric metal layers: a very thin, finite-width metal strip on top of a metal slab
with a dielectric gap in between them. Mode cut-off of LRSPPs excited on the double-metal waveguides is characterized by
consistently investigating their dispersion relations and mode profiles. We also confirm experimentally the existence of low-loss,
well-confined LRSPP modes by measuring far-field outputs emerging from an edge of the asymmetric double-metal waveguides.
In the experiment, we have fabricated several types of SPP waveguide devices including straight lines, S-bend, and Y-branch
consisting of gold strips (20 nm-thick, 5 m-wide). Overall propagation loss of the proposed double-metal waveguides is quiteμ
comparable to that of single metal-strip waveguides, in addition the mode sizes can be tuned by increasing the core-insulator gap
between the metal layers to get a higher coupling efficiency with a single-mode fiber in telecom wavelength. The proposed LRSPP
waveguides may open up realization of SPP-waveguide sensors or nonlinear SPP-devices by replacing the core-insulator with a
bio-fluid or a nonlinear medium.

OCIS code : 240.6680, 230.7370, 3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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