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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섬유 테이퍼(optical fiber taper, OFT) 및 소산장(evane-

scent field)에 기반한 에너지 전달은 굴절률 및 모드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큰 다른 두 도파관 사이에서 효율적인 광 전달

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1]. 이러한 소산장을 이용한 

광 커플링(coupling)은 파장 크기 혹은 그 이하의 크기를 갖

는 도파관에서 대부분의 광 에너지가 도파관 외부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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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아디아바틱(adiabatic) 광섬유 테이퍼의 습식 식각 기반 제조 방법에 대해 보고하고 1550 nm 파장에서의 아디아

바틱 성질 및 테이퍼드 광섬유에서 HE11 모드의 전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조한 결과물은 아디아바틱 성질을 잘 만족하며 

far field 패턴 측정 결과로부터 테이퍼 전체에 걸쳐 고차 모드 커플링 없이 기본 HE11 모드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측정한 

far field 패턴의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검증하였고, 테이퍼드 광섬유는 다수의 광자 응용에 적용할 수 있으

며 특히 광섬유-칩 패기지에 적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작한 아디아바틱 광섬유 테이퍼를 모델링한 후 역방향 테이

퍼드 실리콘 도파관 사이의 광 전송률 시뮬레이션을 살펴보았을 때, 1 dB 초과 손실(실리콘 도파관 각도 1°)이 약 ~60 µm 길이라

는 여유있는 공간 치수 공차를 보이며, 0.4 dB 미만의 삽입 손실(실리콘 도파관 각도 4°)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아디아바틱 커플러가 O 밴드 및 C 밴드 대역을 넘어, 초 광대역 결합 효율 가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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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며, 특히 광섬유의 가장 기본 모드인 

HE11 모드와 직사각형 단면 유전체 도파관의 TE00 모드를 결

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테이퍼드 광섬유의 소산장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 이 외에도 OFT에서 생성하는 소산

장은 광 센싱[2-5], 광 유전학[6,7], 원자 측정[8-10], 비선형 광학
[11,12] 등 매우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FT는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에

서도 아디아바틱 성질을 보이는 OFT는 집적회로의 도파관

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에[1,13], 매우 첨예한 아디아

바틱 OFT 제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OFT를 제

작하기 위해서 가열 및 풀링(heating-and-pulling) 방법이 매

우 활발하게[14,15] 이용되지만, 첨예한 광섬유 테이퍼를 균일

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매우 첨예하면

서 동시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화학적 식각을 이용한 새로운 

OFT 제작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적 식각법은 기존의 가

열 및 풀링 방법에 비해 많이 성숙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작

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현성이 매우 좋아

서 대량생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OFT 제작 방법[16]을 설명한 후 아디아바

틱한 성질 검증을 위해 far field를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해 보았다. 제작한 OFT의 아디아바틱한 성질을 확

인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 구조물에 대입하여 집적 광소자에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는 실리콘 광 도파관과의 광 전달률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인 결과를 보이진 않지만, 

제작한 OFT의 집적 도파관에 고효율 광 전달의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II. 화학 식각을 이용한 OFT 제작

광통신 C-밴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MF-28 등과 같

은 상용화된 광섬유를 준비한다. 이때 광섬유는 코어와 클래

딩의 반경이 각각 약 4.15 µm와 62.5 µm이다. 클래딩 외부

는 폴리머 자켓으로 감싸여 있으며 이 폴리머 자켓이 제작 

방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준비한 광섬유 가닥을 49% 농도의 

불화수소산(HF) 용액에 담가준다. 이때 시간에 따른 광섬유 

식각 모식도는 그림 1(a)-1(d)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리

머 자켓을 투과하며 클래딩 영역이 제거된다. 이때, 코어 영

역이 식각되기 전까지 코어 영역은 유지되며(그림 1(b)) 그 

제작 결과물은 그림 1(b’)과 같다. 그림 1(c)와 같이 시간이 

흘러 약 70에서 75분 사이에서 광섬유 말단부가 콘 모양을 

이룰 때 식각을 멈춘다. 이때 전반적인 OFT의 형태가 그림 

1(c’)와 같이 매우 첨예하고 아디아바틱한 성질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식각 과정은 크린룸에서 진행되었으며 식각 환경은 온도 

~23°C 및 습도 50%에서 진행되었다. 식각 시간이 환경에 따

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실험 조건에서는 약 

70에서 75분 사이에서 아디아바틱 성질을 잘 보이는 OFT가 

형성되었다. 제작 시간이 그림 1(b)와 같이 부족한 경우, 불

충분한 광섬유 클래딩 및 코어 영역 제거로 인하여 원기둥 

형태를 보이며 그 결과는 그림 1(b’)과 같다.

식각 시간이(위 실험 조건에서) 약 70에서 75분 이상이 되

면 광섬유의 클래딩 영역은 물론, 코어 영역까지 모두 제거

된다. 이때 원기둥에서 콘 모양으로 변화하는데(그림 1(c))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 폴리머 자켓과 광섬유 사이

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현상이다[17]. 이로 인하여 광섬유 가운

데 영역보다 가장자리에서 더욱 강하게 식각 과정이 일어나

며 그림 1(c’)과 같이 매우 첨예한 모양을 보이게 되어 제작 

결과물이 소산장 생성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18].

하지만 이러한 식각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그림 

1(d)와 같이 광섬유 팁이 수면 위를 향하게 되고, 그 결과 폴

리머 자켓 내부의 수압이 점차 약해진다. 그 결과 가장자리 

영역의 식각 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점차 그 각이 둔해지게 

된다. 또한, 낮은 수압과 오랜 식각 시간으로 인해 그림 1(d’)

과 같이 OFT 표면 거친 정도가 좋지 않게 되며 아디아바틱 

성질이 점차 훼손됨과 동시에 산란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폴리머 자켓을 이용한 

SMF-28 식각의 최적 시간은 광섬유 단부의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며 수면에 도달하기 전 영역(그림 1(c))이다. 이 시간

은 본 크린룸 제작 환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70~75분이 적

절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아디아바틱 성질 및 재현성 검증

아디아바틱 성질의 기준은 길이 단위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식각한 코어 영역이 유지된 OFT의 경우, 테이퍼 단위 길이

를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19], zt≈ρ(z)/Ω(z) > 

zb(z), ρ(z)와 Ω(z)는 각각 OFT의 국소 부위의 반경과 테이퍼

Fig. 1. (a-d) OFT fabrication procedures. (b’-d’) Microscope 

images of fabricated OFTs with different etching conditions and 

its corresponding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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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각도라고 할 수 있고 zb(z)는 두 모드 사이의 beat length

이다. 커플링 길이는 가장 기본 모드인 HE11 모드와 이와 동

일한 방위각 번호를 갖는 그다음 고차 모드인 HE12 모드와

의 유효 굴절률 차이로 발생하는 길이이고, 위 기준이 만족

될 경우 해당 OFT는 아디아바틱한 성질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디아바틱 성질의 기준은 그림 2에 검은 점선

으로 표시하였으며 SMF-28이 지원하는 파장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C-밴드 영역 중 하나인 1550 nm 파장에 대해 계

산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국소 지점의 반경이며 y축은 국소 

지점의 각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OFT 제작 방법 결과물의 아디아바틱 

성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image processing)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통상적인 세 가닥(a, b, c)의 OFT 결과물 분석

을 하였다. 각 영역별로 반경-테이퍼링 각도를 분석하여 그

림 2와 같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이때 1550 nm 파

장에서 세 가닥 a, b, c의 OFT가 모두 아디아바틱한 성질을 

보인다. 즉, 해당 파장에서 기본 모드인 HE11 모드가 해당 

OFT에 인가될 경우 OFT 단부까지 진행하면서 다른 고차 모

드와의 커플링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본 모드의 

손실이 없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HE11 모드를 단부에 전달할 

수 있고, 소산장 생성을 통하여 집적 광회로 도파관에 빛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제작 결과물의 외형적 분석 외에, OFT

에서 방사되는 far field 검증법 또한 아디아바틱 성질 검증에

서 유효성을 갖는다[1]. 먼저, 아디아바틱 성질을 보이는 OFT

를 3차원 유한차분시간영역법(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이퍼링 각도 Ω가 2.5°일 때, 반경 10 µm 미만

에서 아디아바틱 성질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FDTD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2.5°의 리니어(linear) 테이퍼 구

조에 1550 nm 파장의 HE11 모드를 인가한 후 자유공간에서 

far field를 분석하면 파장에 따라 결과가 그림 3(a)과 같이 

HE11 모드가 유지되어 검출된다. 제작 결과물 중 샘플 a에 

대하여 1500 nm 파장을 가이딩한 후 CCD 타입의 빔 프로파

일러(beam profiler, Newport)를 이용하여 빔을 확인할 경우, 

그림 3(b)와 같이 그 모양이 가우시안(Gaussian) 형태로 관측

되며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 값이 0.99 이

상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far field 에너지가 HE11 모드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실험 결과에서도 제작한 OFT 결과물이 아디아바틱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c)와 같이 아디아바틱하지 않은 OFT에서는 

HE11 모드가 HE12 모드 등의 고차 모드로 커플링되어 노드

가 생성된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E11 모드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제작 결과물 중 아디아바틱하지 않은 OFT를 생성하

여 far field를 분석할 경우 그림 3(d)와 같이 실험 결과에서 

또한 고차 모드가 생성된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far 

field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OFT 제작법이 

유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디아바틱한 성질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IV. 실리콘 도파관과의 광 커플링

앞서 아디아바틱 OFT 제작 및 성질 검증을 한 후, 이를 이

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실리콘 도파관에 광 커플링을 시도한

다. 그림 4(a)의 [side view]에서 보는 것처럼 전각(2Ω)이 약 

1°인 OFT를 모사하고 높이 220 nm의 실리콘 도파관을 준비

한다.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silicon-on-insulator (SOI) 웨

Fig. 3. (a) Simulated far-field patterns with a wavelength of 1550 

nm from a typical adiabatic OFT. (b) A measured far-field 

pattern shows a Gaussian profile using 1550 nm light. (c) 

Simulated far-field patterns with a wavelength of 1550 nm from 

a nonadiabatic OFT. (d) A measured far-field pattern from a 

typical nonadiabatic OFT.

Fig. 2. Fiber taper half-angle (Ω) as a function of the local OTF’s 

radius ρ along the OFTs. The black dashed line indicates the 

adiabaticity criterion zt > zb at a wavelength of 1550 nm, and red 

symbols and lines represent the measurement results from typical 

fabricated O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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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 두께인 220 nm를 이용했으며, [bottom view]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 도파관의 폭 또한 500 nm로 모사하였다. 

두 유전체 도파관인 OFT와 실리콘 도파관 사이에서 겹치는 

길이(overlap)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며, 이때 실리콘 도파관

의 공정 오차를 고려하여 각도(angle)에 대한 분석 또한 동시

에 진행한다.

그림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overlap 길이가 약 20 µm 미

만에서 실리콘 angle에 상관없이 광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

며 약 60 µm의 overlap 길이보다 길 경우, 역시 광 전달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은 Lumerical사의 

MODE - mode expansion (EME solver)을 통해 진행했고 OFT

의 가장 기본 모드인 HE11 모드와 실리콘 도파관의 가장 기본 

모드인 TE00 모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산란계수(S-parameter) 

값을 이용하였다. 실리콘 도파관의 전각이 1°인 경우, 1 dB 

초과 손실(excess loss) 영역이 overlap 길이 약 60 µm 정도로 

기존에 다양한 커플러 방식(end-fire coupler 및 grating coupler 

등)에 비해 높은 허용 오차를 보인다[13]. 실리콘 도파관의 전

각이 더 첨예할수록 1 dB 초과 손실에 대한 허용 오차 길이

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며, 전각이 4°일 경우에도 손실은 

0.4 dB 미만으로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광대역 파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O-밴드와 C-밴드를 

넘어, 1300 nm부터 1800 nm까지 광 효율을 확인해 보았다. 

이 역시 OFT의 HE11 모드 및 실리콘 도파관의 TE00 모드를 

이용하였으며 EME solver의 산란계수를 활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실리콘 전각이 약 2°이고 

overlap 길이가 약 33 µm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c)

와 같이 O-밴드는 물론 C-밴드에서 모두 고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광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광대역 커플링 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OFT 

및 실리콘 도파관의 광 커플링이 파장의 정확한 위상(phase)

을 요구하는 커플링 방법이 아니기에 공간적 측면에서의 고

차원뿐 아니라 광대역 작동 파장 범위의 공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학적 식각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OFT 

제작법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물의 아디아바틱 성질 및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뿐 아니라 결과물의 영상 처

리, 시뮬레이션 및 측정을 통한 far field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제작한 OFT는 아디아바틱 성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동시에 복수의 다발을 제작하여도 모두 아디아바틱 조건에 

부합하기에 대량 생산에 큰 장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HE11 모드가 매우 효과적으로 OFT의 단부까지 잘 

전달되고 소산파의 발생이 잘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광 센

싱, 바이오 조작, 집적광학 패키징 등 다양한 응용에 큰 기여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시한 OFT

의 광학적 성질을 검증한 이후 응용의 한 예로 HE11 모드의 

실리콘 도파관의 TE00 모드로의 결합이 매우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공간적 허용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함과 동시

에 추후 광통신의 핵심인 파장 분할 다중화에 기여할 수 있

는 광대역 커플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제시하는 OFT와 

실리콘 도파관 사이의 커플링 방식이 제작비 절감 가능성 및 

기능적으로의 우수한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OFT는 집적 광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빌

딩블록(building block)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들은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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