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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결합 링 공진기 기반 가변 광신호 지연기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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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결합 링 공진기 구조 기반의 가변 광신호 지연기를 고 굴절률 차이를 갖는 폴리머 물질을 이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다. 링들의 FSR은 100 GHz 로 설계하였고, 8 개의 링들이 결합된 구조를 사용하였다. 버스 도파로에 가까운 두 개의 

링들이 공진하는 경우 약 100 ps, 4 개의 링들이 공진하는 경우 180 ps 정도의 지연시간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이론적인 결과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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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variable optical signal delay line based on coupled ring resonators is designed and fabricated in high-index 
contrast polymer material. The free spectral ranges (FSR) of the rings are designed to be 100 GHz, and 8 coupled rings are used. 
When two rings near a bus waveguide are in resonance, the optical delay is measured to be about 100 ps. When four rings are 
in resonance, the measured delay is about 180 ps. Both are close to the theoretical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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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용량 고속 통신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광통신 시스템은 광섬유 한 가닥을 통하여 매 초당 테라 비

트 급의 통신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광전(optical-to-electrical) 또는 전광(electrical-to-optical) 변환

이 필요 없이 광 데이터 패킷의 교환이 가능한 광 패킷 스위

칭 기술을 이용한 전광(all-optical)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 통신 시스템 또는 

전광 연결 시스템에서는 광 데이터 버퍼, 광 스위치, 동기화 

모듈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가변 광신호 지연 

모듈을 구현하기 위한 “Slow Light”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

다.[1]

“Slow Light” 기술은 광학에서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Slow 
Light”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이 알려진 바 있다. 
원자 매질에서의 전자 공진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작은 

군속도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용량 광통신 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대역폭이 너무 좁고 저온에서 동작 시켜야 하

는 등 실용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당한 면이 여전히 존재한

다.[2-3] 수 km 정도의 유리 광섬유에서 유도 브릴루앙 산란 

(SBS :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현상과 연관된 포논 

(phonon) 천이를 이용하는 경우, 수 GHz의 대역폭과 0.3 비
트 정도의 지연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는 여

전히 비실용적이다.[4-5] 한편, 고온 세슘(Cs) 증기에서의 이중 

흡수 공진을 이용하여 수 GHz 정도의 비트 율을 가지는 광 

펄스 신호에서 수십 개의 비트들을 가변 지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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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variable optical delay line 
based on coupled ring resonators.

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6] 이 결과는 대역폭ㆍ지연시

간 곱 값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수 cm 
길이의 증기 셀의 길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광통신 부품들과

의 집적에 있어서의 호환성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실용화 면

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매질의 공진 특성을 이용한 지연기의 여러 가

지 문제점들, 즉 소자의 크기, 설계 유연성, 집적 가능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적인 결합 공진 소자

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7] 결합 공진기 감속 구조 (SWS : 
Slow-Wave Structure)는 공진기의 quality factor (또는 finnese) 
의 값이 허용하는 한에서 광파를 공진기 내부에 가두어 둠으

로써 지연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결합공진기 SWS 구조는 

Fabry-Perot 공진기
[8-9], 결합 링 공진기

[10-11], 또는 광 결정의 

결합 결함 모드
[12]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진기들을 이

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수십 개의 링 공진기들이 결합된 형

태의 CROW (Coupled Resonator Optical Waveguide) 구조가 

유리 도파로 또는 폴리머 도파로에서 구현된 바가 있다.[13-14] 
또한 100 개의 미소 링 공진기들이 결합 링 (Coupled Ring) 
구조 또는 전역 필터 (All Pass Filter) 구조로 구현된 고정 광 

지연기가 SOI (Silicon-on-insulator) 광 와이어 도파로 (Photonic 
wire waveguide)에서 구현된 바가 있고, 이 소자에서는 0.09 
mm2 의 면적에 20 Gbps 의 비트율에서 10 비트 이상의 광 

지연이 실현된 바 있다.[15]

전술한 SOI 기반의 광 와이어 도파로 지연기는 매우 작은 

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가변 지연 특성을 구비하지 않은 

반면에, 최근에는 8 개의 링이 결합된 형태의 SWS 구조를 

이용한 광 지연기를 SiON 도파로에서 구현하여 수백 ps 정
도의 가변 광 지연을 얻을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6] 본 

논문에서는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 차이가 매우 큰 폴리머 

도파 구조를 이용하여 가변 광 지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

다. 링 공진기의 반경이 250 μm 정도로 작게 설계할 수 있

었으며, 8 개의 링이 결합된 구조인 경우 광 지연기의 

footprint 는 2 mm2 이내로서 앞서 보고된 SiON 도파로의
[16] 

12.4 mm2
에 비하여 훨씬 소형으로 컴팩트하게 제작하였으

며, 가변 광 지연 모듈로서의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

다.

II. 전광 가변 지연기의 구조 및 동작원리

 
폴리머 도파로 기반의 전광 가변 지연기의 구조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이 광지연기는 8 개의 결합된 링들이 버스 

도파로에 결합된 형태의 전역 (all-pass) 필터 구조로 되어 있

다. 모든 링들은 동일한 주회 길이 ()를 가진다. 이 구조에

서 입력단으로 입사한 광신호는 동작 파장이 결합된 링 공진

기의 통과 대역 파장   내에 위치하는 경우

에 공진하며 결합 링 공진기들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다. 여
기서   은 링 공진기의 Free Spectral Range 이고, 은 

링 공진기 사이의 결합 비율이다. 신호 스펙트럼이 통과 대

역 B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는 입력 광신호 8 개의 링 공진기

로 이루어진 전광 가변 지연기로 겹합 및 공진되지 못하고 

그대로 출력 도파로로 나오게 되어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

게 된다. SWS (Slow Waveguide Structure) 내부에 광신호가 

입사하게 되면, 광 펄스는   cossin  
의 factor 만큼 지연된다. 여기서 는 링 도파로의 전파상수

이다. 전류를 가하지 않았을 때 8 개의 링들이 특정 공진파

장 ()에 맞추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 m 개의 링 

전극의 전류를 이 되도록 조절하여 공진 파장이 입력 광파

의 파장 으로 이동하도록 튜닝하고, 나머지 링에는 전류를 

인가하지 않음으로써 공진파장이 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그러면 광 신호는 m 개의 링을 통해서만 공진되면서 전파가 

되고 나머지 비 공진 링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m 
번째 링까지만 공진한 후 출력단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단
위 링 공진기를 통한 지연시간은 약     이므로, 이 

경우에 광 신호가 겪게 되는 지연 시간은 약     
정도가 된다. 공진 파장에서 공진하는 링들의 수는 링 도파

로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연 

시간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17]

III. 설계 및 제작 공정

전광 가변 지연기를 설계하기 위한 단위 도파로의 단면 구

조는 그림 2와 같은 매립형 구조로서 코어는 폭 1.5 ㎛와 높

이 1.6 ㎛의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딩이 코어를 

감싸는 구조이다. 이때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은 각 1.51과 

1.378로 8.7%의 높은 굴절률 차를 갖는 도파로로 설계되었

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광을 효과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굴절률 차는 굽음 손실(bending loss)
을 최소화하여 링의 반경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

은 크기의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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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sectional configuration of buried polymer waveguide.

FIG. 3. Bending loss as a function of ring radius.

FIG. 4. Optical signal delay as a function of wavelength. The 
calculations are performed for the number of rings in resonance 
set to be 2, 4, 8, respectively.

FIG. 5. Fabrication process of the polymer waveguide used for 
the realization of variable optical signal delay line.그림 3은 링의 반경에 따른 굽음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반경이 120 ㎛ 이상일 때 굽음 손실이 0.005 
dB/cm 이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보인 폴리머 도파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광 가

변 지연기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전달 행렬 방법

을 이용하였다. 즉, 공진하는 링의 개수 m = 2, 4, 8 인 경우

의 출력단에서 파장에 따른 투과 특성(진폭 및 위상)을 구한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지연 시간을 파장의 함

수로 구할 수 있다. 링의 반경은 250   이고, 모든 링의 주

회 길이는    로 하여, 모든 링들의 FSR은 100 
GHz 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버스와 링의 결합 비율은 

0.8 이고, 링과 링의 결합 비율은 차례대로 각각  = 0.34, 
0.19, 0.17, 0.17, 0.17, 0.19, 0.34 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결합 비율을 선택함으로써, 통과대역이 비교적 평탄하

게 되어 허용 대역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 경우의 지연시간

을 계산하여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투과 대역폭은 

0.07 nm 정도이고, 지연시간은 공진 링의 개수 m = 2, 4, 8 
인 경우 각각 80, 200, 400 ps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계산 과

정에서 군굴절률()은 1.447이며 각 링의 유효굴절률()
은 1.440798로 하였고, 두 링의 굴절률을 0.0003씩 변화시켜

서 공진 파장을 이동하여 공진 링의 개수를 조절하였다.
설계된 전광 가변 지연기는 그림 5에 나타낸 공정에 따라 

제작되었다. 코어와 클래딩은 저손실 폴리머 물질을 사용하

였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클래딩 폴리머를 스핀 코팅하여 

도포하였으며,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하여 패턴을 형성

한 후 코어의 높이만큼 클래딩을 건식 식각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코어 영역에 코어에 해당하는 폴리머를 스핀코팅 공

정으로 채운 후, 코어의 높이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다시 

건식 식각하였다. 그 후 클래딩 폴리머를 이용하여 상부 클

래딩을 형성 하였다. 각 도파로 제작 공정에서 사용되어진 

폴리머는 자외선 및 열 경화 방법을 통하여 경화 하였다. 또
한 소형 이중 링 공진기의 굴절률 변화를 주기위해 전극을 

증착시켰다.[18] 
제작된 전광 가변 지연기의 현미경 사진을 그

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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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p view of the fabricated polymer variable optical 
signal delay line.

(a)

(b)

FIG. 7. (a) Simulation and (b) measurement results for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at through port.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the measurement of optical signal 
delay.

IV. 측정 결과

그림 7(a)는 가변 광 지연 모듈의 파장에 따른 투과 특성을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고, 그림 7(b)는 제

작된 가변 광신호 지연기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측정

결과 FSR이 0.8 nm 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설계 기준 FSR이 100 GHz 가 되는 것과 일치

한다. 전광 가변 지연기의 소광비는 약 8 dB 정도로 측정되

었다. 광신호 지연기로 광을 입사하기 전에, 편광 조절기를 

조절하여 그림 7(b) 에 보인 스펙트럼에서 예상되는 FSR 사
이에 발생하는 공진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함으로써 TE 또는 

TM 편광만 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그림 8은 제작된 전광 가변 지연기를 이용하여 시간지연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PPG(Pulse Pattern Generator)에
서 생성된 3.2 Gbps의 NRZ (Non-Return-to-Zero) 신호를 리

튬나이오베이트(LiNbO3) 변조기를 구동하여, 파장 가변 레이

저에서 나오는 CW (Continuous Wave) 광을 변조하여 광 펄

스를 생성하였다. 이 광 펄스가 전광 가변 지연기를 통과한 

출력 광 펄스를 EDFA(Erbium Doped Fiber Amplifier)로 증

폭한 후, DCA(Digital Communication Analyze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전광 가변 지연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TEC(Thermo-Electric Cooling)를 사용하였다. 
그림 9는 제작된 전광 가변 지연기 내에 두 개의 링 공진기 

상부에 증착된 전극에 전류를 인가하여 굴절률을 변화시킴

으로써 두 개의 링을 공진 시켰을 때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펄스가 100 ps 지연되었다. 이 때 파장은 공진 파장

에서 약 0.1 nm 정도 어긋난 파장을 사용하였으며, 약 23 
mA의 전류를 인가하여 중심 파장이 0.1 nm 정도 이동하도

록 하여 펄스를 지연시켰다. 두 개의 링 공진기의 전극에 추

가로 23 mA의 전류를 인가하여 네 개의 링을 모두 공진시켰

을 때는 약 80 ps 정도 추가로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1.5 dB/cm 정도로 추산되는 폴리머 도파로 손실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될수록 펄스가 점차 감쇄되어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본 측정에서는 전극의 배치 설계의 미숙으로 인하여 

프로브를 4 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6 개 및 8 
개의 링을 모두 공진시키기 위한 전류 공급이 어려운 관계로 

4 개 링이 공진하는 경우까지의 측정 결과만 얻을 수 있었

다. 추후 제작에서는 전극 배치를 적절히 하여 마스크 설계

를 함으로써, 모든 링을 공진시키는 경우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 손실 도파 물질을 사용하여 공진기의 손

실을 줄임으로서 지연되는 광 펄스가 감쇄되는 정도를 완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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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results of optical signal delay characteristics.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굴절률 차이가 매우 큰 폴리머 도파 구조의 

결합 링 공진기들을 이용하여 가변 광신호 지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전송행렬 방법을 이용하여 전광 가변 지연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파구조는 코어 폭 1.5 μm와 높이 1.6 
μm인 매립형 구조이다. 코어의 굴절률은 1.51이고 클래딩의 

굴절률은 1.378로 8.7 %의 높은 굴절률 차로 인해 곡률 반경

이 120 μm 정도로 작아도 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설계에

서는 250 μm의 곡률 반경의 곡선도파로를 이용하여 링 공진

기를 구성하였다.
버스 도파로의 입출력 through 특성 측정결과 0.8 nm의 

FSR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이는 설계 값과 거의 동일하였

다.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폴리머 물질 기반에 제작된 
가변 광신호 지연기는 링 공진기 상부에 증착된 전극에 전류

를 인가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링 공진기 주변의 굴절률

을 조절함으로써 공진 파장을 조절하여 가변 지연 특성을 얻

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때 전광 가변 지연기에 TEC를 

장착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여 반복 측정 시 동일

파장에서 공진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측정 결과 전광 가변 지연기 내에 두 개의 링을 공진시켰

을 때 100 ps의 지연을 확인하였고, 네 개의 링을 공진시켰

을 때 180 ps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송행렬 방

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개선하는 경우, 수백 ps 의 가변 지연을 유

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광신호 지연기를 구현하여 차세대 광 

패킷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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