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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장주기 도파로 격자(long-period waveguide grating, LPWG)
는 집적 광학 필터로써 상당히 큰 주기를 갖는 격자에 의해,
코어 모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클래딩 모드로 결합되

는 특성에 바탕하고 있다 이 결합에 의해 필터의 투과 스펙.
트럼 상에 공진 밴드가 형성된다 다양한 도파로 구조를 갖.
는 들이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왔다LPWG .[1-5] 대
부분의 에 사용된 격자들은 코어 표면에 영구적으로LPWG
요철로 새겨지거나 자외선 조사로 형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영구히 형성된 격자를 이용하는 들의 투과 스펙트럼LPWG
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어렵다.
임시적으로 유도되는 격자를 이용한 로써 하나의 열LPWG ,

광학 장주기 격자(thermo-optical long-period grating, TOLPG)
를 이용한 폴리머 도파로 노치 필터가 제안되고 검증(notch)
되었다.[6,7] 이 노치 필터는 표면에 주기적인 히터들을 가지

고 있는데 이것들이 임시적으로 열광학 굴절률 변화 즉, ,
를 유도한다 가 공진 밴드를 생성하고 생성TOLPG . TOLPG ,

된 공진 밴드의 감쇄량을 조절한다 하나의 를 이용. TOLPG
한 노치 필터와 더불어 두 개의 들을 이용한 노치, TOLPG
필터 또한 연구되었다.[8] 서로 다른 들을 유기하기 위TOLPG
하여 각기 다른 주기를 갖는 히터 배열들을 사용하였다 이, .
히터 배열들은 절연 층을 사이에 두고 수직 방향으로 쌓아져

서 형성 되었다 두 히터 배열들에 인가되는 각각의 파워를.
조정함으로써 필터의 투과 스펙트럼의 모양을 동적으로 조,
절하였다.
이런 를 이용한 노치 필터들을 실제 시스템에 사용TOLPG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노치 필터에 의해 소비되는 즉 히터, ,

배열에 인가되는 파워가 중요한 인자이다 하지만 지난 연구.
에서는 파워 소모 문제가 자세히 다뤄지지는 않았다 파워.
소모는 히터 배열이 가지는 여러 인자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런 인자들이 파워 소모에 어떤 영향을. ,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 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절에서는 를 이용한 노치 필터의 파워 소. 2 TOLPG
모를 해석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절에서는 해석 방법을 사. 3
용하여 파워 소모가 히터 배열의 인자들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절에서 결론을 내. 4
린다.

II. TOLPG를 이용한 노치 필터의 해석 방법

를 이용한 노치 필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그림TOLPG 1(a)
에 나타내었다 노치 필터의 구조는 과거에 발표 되었던 것.
들의 구조와 동일하다.[6,7] 이 노치 필터에서 채널을 통해 도,
파되는 코어 모드가 두 버퍼 층들에 의해 싸여진 클래딩을

통해 도파되는 클래딩 모드로 결합된다 본 논문에서 이론적.
으로 해석할 노치 필터의 d2, d3 그리고, d4의 값은 각각 6, 6,

이고 채널의 폭은 이다 그림 에 히터 배열12 m , 6 m . 1(b)μ μ
과 관련된 인자들을 나타내었다 히터 배열은 길고 좁은 히.
터들과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넓은 패드들로 구성된다 본질.
적으로 이 히터들과 패드들은 금 박막으로 형성되는 전극이,
다 이 그림에서 는 배열의 주기를. , ,Λ lH와 wH는 각각 히터의

길이와 폭을 그리고, wP는 패드의 폭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
막의 두께는 t이다 히터 배열을 통해 전류. I가 흐르면 히터,
배열은 파워 P를 소모하게 된다 히터 배열에서 소모되는 파.
워는 열로 변환되고 결과적으로 열광학 효과를 통해 주기적,
인 굴절률 변화를 생성하게 된다 전기적으로 히터 배열의. ,
총 저항은 lH, wH, wP 그리고, t에 따라 결정 된다 광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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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코어 모드가 클래딩 모드로 결합되는 효율이 적절한 값,
이 되도록 하는 전류 값이 이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lH가
감소하고, wH, wP 그리고, t가 증가함에 따라 히터 배열의 저

항은 감소한다 하지만 절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 , 3 ,
한 결합 효율을 주는 전류의 값은 lH가 감소하고, wH와 t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히터 배열에서 소모되. ,
는 파워는 히터 배열 인자들의 복잡한 함수이다.
지난 연구에서는 차원 근사를 사용하여 노치 필터를 채, 2

널 대신에 유효한 코어 층을 가지는 다층 박막 도파로로 근

사하고참고문헌 그림 근사 된 다층 박막 도파로( [6, 1(b)]),
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차원 근사에 따라 히터 배열에. 2 ,
의해 유도되는 온도 변화의 분포가 y축 방향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온도 변화 분포에 대한 표현 식을 얻기 위하여. ,
차원 열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참고문헌2 ( [6, Appendix B]).
이때 열 방정식에서는 히터에 의해 생긴 열이, x축과 z축 방

향으로 전달되는 것만을 고려하였다 구해진 정규화된 온도.
변화 분포에 대한 표현 식은 다음과 같다.

0 , ,
1

( , ) ( ) ( ) ( ).XZ l x l z l
l

T x z D c h x h z zδ
∞

Λ
=

Δ = ⊗∑ (1)

이 식에서 cl, hx,l(x 그리고), hz,l(z 는 참고문헌 식 에) [6, (7)]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기호는 을 나타내고. convolution ,⊗ D0
= [∑ ∞ clhx,l(d1)hz,l(0)]-1이며, δΛ(z) =∑∞∞ δ (z + m 이다)Λ
참고문헌 식( [6, (8)]). 이 온도 변화 분포의 표현 식을 이용

하여 코어 모드와 클래딩 모드 사이의 결합 계수(coupling
에 대한 표현 식을 구했었다coefficient) .

하지만 히터 배열의 재료로 사용되는 금의 열 전도율이 매

우 크기 때문에 히터에서 발생되는 줄 열이 히터를, (joule)

따라 패드까지 전도된다 이때 넓은 면적을 가지는 패드가. ,
일종의 냉각기로 작용하여 전도된 열이 패드를 통해 방출된

다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 분포는. , y축 방향으로 균일할 수

없다 따라서 히터 배열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
기 위해서는, y축 방향으로의 불균일한 온도 변화 분포를 고

려해야 하고 차원 근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치, 2 .
해석방법만이히터배열에의해유도되는온도변화분포 ΔT
(x, y, z 를 정확히 줄 수 있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이런) .
수치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ΔT(x, y,
z) = ΔTXZ(x, z)ΔTY(y 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 , ΔTY(y 는 히터)
길이 방향으로의 온도 변화 분포이다. ΔTY(y 에 대한 표현)
식을 찾기 위해서 그림 에 나타낸 히터 배열의 단위 구, 1(b)
조를 그림 에 나타낸 구조로 근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사2 . ,
한 히터 단위 구조에서 y = ±(lH 지점의 온도 변화는/2+ /2)Λ
으로 그 지점의 온도가 주변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냉0 .
각기로 작용하는 수백 길이의 패드가 히터 중심으로부터mμ
전도되어진 열을 충분히 제거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타당하,
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에 나오는 설명을 바. [9, Appendix]
탕으로 다음과 같은, ΔTY(y 의 표현 식을 찾을 수 있다) .

{ 12 2
1 1 1 2

2 2
3 2 4 2 1 2

2 cosh( ) /( ),
( ) .

exp( ) exp( ) /( ),
H

Y

C y S a y l
T y

C y C y S a otherwise
λ λ

λ λ λ
+ ≤

Δ =
+ − + (2)

이 식에서 a = wp/wH이고, C, C3, C4, S1, λ1 그리고, λ2에 대

한 표현 식은 참고문헌 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들은 히터[9] .
배열에 흐르는 전류와 히터 배열 인자들의 함수이다.

를 이용한 노치 필터의 특성상 히터 배열에 인가된TOLPG ,
파워가 Pmax라는 일정 값까지 증가하면 노치 필터의 투과,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공진 밴드의 감쇄량은 증가한다 파워.
가 Pmax보다 크게 되면 동방향 결합의 특성에 의하여 감쇄,
량이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 해석을 통하여. , Pmax와 Pmax
가 소모될 때 흐르는 전류 Imax가 히터 배열의 인자들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한다 이를 위하여 코어 모드와 클. ,
래딩 모드 사이의 결합 계수 K(z 를 구해야 한다 결합 계수) .
의 표현 식과 식 과 식 로부터 다음의 표현 식을 얻을(1) (2)
수 있다.

0 *
00 10

,
1

( ) 2 ( , ) ( , ) ( ) ( , ) ( , )4
( ) ( ),

TO XZ Y

l l z l
l

K z C n x y T x z T y E x y E x y dxdy

K c h z z

ωε

δ
∞

Λ
=

= Δ Δ ⋅

= ⊗

∫∫

∑

r r

(3a)

0 0 *
, 00 102 ( , ) ( ) ( ) ( , ) ( , ) .4l TO x l Y

DK C n x y h x T y E x y E x y dxdyωε
= Δ ⋅∫∫

r r
(3b)

그림 를 이용한 노치 필터의 개략적인 구조1. (a) TOLPG . di는 필

터를 구성하는 각 층의 두께를 나타낸다 히터 배열. (b)
과 히터 배열의 인자들. 그림 근사한 히터 배열의 단위 구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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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CTO는 도파로 재료의 열광학 계수이고, n(x, y 는)
가 없는 노치 필터의 굴절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리고TOLPG .

00 ( , )E x y
r

와 10 ( , )E x y
r

는 각각 코어 모드와 클래딩 모드의 정

규화된 전지장의 횡 방향 성분을 나타낸다 상용(transverse) .
모드해석도구인 을사용하여TempSelene , 00 ( , )E x y

r
와 10 ( , )E x y

r

를 수치적으로 구하였고 얻어진 전기장의 분포를 그림, 3(a)
와 에 각각 나타내었다 결합 계수(b) . K(z 를 구하기 위해 필)
요한 식 의 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적분 영역을, (3)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

00 10E E⋅
r r

을 계산하고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3(c) . 3(c) , y > 20
m,μ x > 혹은0 m,μ x < 이면- 24 m ,μ *

00 10E E⋅
r r

이 이것의 최

대값의 보다도 작게 된다 따라서 식 의 적분을0.1% . (3b) -24
m <μ x 이고< 0 mμ y < lH 인 영역에서 수치적으로 계산/2
하였다 이때. , lH의 값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미지40 m .μ
수인 Imax는 다음의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 )
0

1 ( )exp 2 / .2K z i z dz N
ππΛ − Λ =

Λ Λ∫ (4)

이방정식에서 N은 의총주기수이다 이방정식의해TOLPG .
로 구해진 Imax을 다음 식에 대입하여 Pmax를 계산할 수 있다.

/ 2 / 2 / 22
max max 0 / 2

( ) ( )2 .H H

H

l l

l
H P

y yP NI dy dyw t w t
ρ ρ+Λ⎡ ⎤= +⎢ ⎥⎣ ⎦∫ ∫ (5)

이 식에서 ρ(y 는) y지점에서 금의 온도에 의존하는 비저항이

다 이 비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0( ) 1 ( ) .Yy T yρ ρ β= + Δ (6)

여기서 ρ0는 주변 대기 온도에서의 비저항이고, β는 비저항

의 온도 계수이다 이론적 해석을 위해 사용된. ρ0와 β의 값

은 각각 2.2×10-8 와m 3.4×10Ω･ -3
이었다 이 값들은 일반적으.

로 금이 가지는 값들이다 식 을 식 에 대입하고 식. (6) (5) , (2)
를 이용하여, Pmax를 계산할 수 있다.

III. 파워 소모에 대한 이론적 해석 결과

앞 절에서 설명된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 wP에 대하

여 lH 변화에 따른 Imax와 Pmax의 변화들을 계산하였다 이 계.
산을 할 때, wH와 t를 각각 와 로 고정하였다16 m 100 nm .μ
그림 에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4(a) . lH가 증가함에 따라,
Imax는 감소하지만, Pmax는 증가한다 또한. , wP가 감소함에 따

그림 계산된 코어 모드와 클래딩 모드의 횡 방향 전기장 분포3. :
(a) 00 ( , )E x y

r
, (b) 10 ( , )E x y

r
그리고, (c) *

00 10( , ) ( , )E x y E x y⋅
r r

.

그림 여러4. (a) wP에 대하여 계산한 lH 변화에 따른 Imax와 Pmax
의 변화: wP 실선 파선 그리고= 300 m( ), 100 m( ), 50 mμ μ μ
파선점선 에서 사용된 같은 값의( - ). (b) (a) wP에 대하여

계산한 lH 변화에 따른 ΔTmax의 변화 이 계산에서 히터. ,
배열을 흐르는 전류 I는 로 고정되었다28.9 mA . (c) 50 mμ
로 고정된 lH에 대하여 계산한 wP 변화에 따른 Pmax의 변

화 이 모든 계산에서. , wH와 t의 값은 각각 와16 m 100μ
로 고정되었다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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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max는 증가한다. lH의 증가에 의한 히터 배열의 전체 저

항의 증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Imax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Pmax는 증가한다 보다 작은. 300 mμ wP에 해당하는 곡선에는,
최소값 점이 존재한다 이 최소값 점에 해당하는. lH 값 근처

에서 패드들에 의한 저항 성분이 히터들에 의한 저항 성분,
에 비교될 만해진다 이런. lH의 값은 대략적으로 lH = wH･Λ
/wP의 관계식으로 주어진다. lH의 감소에 따른 Imax의 증가에

대한 이유는 그림 에서 설명된다 이 그림은 히터 배열을4(b) .
흐르는 전류 I가 에 고정되었을 때 최대 온도 변화28.9 mA
ΔTmax(= ΔTY(0) = 2C + S1/λ12 와) lH의 관계를 보여준다. lH가
감소하거나 wP가 증가함에 따라 패드들에 의한 냉각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ΔTmax가 감소한다 따라서 똑같은 최대 온.
도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작은 값의, lH에 해당하는 Imax
는 큰 값의 lH에 해당하는 Imax보다 커야만 한다. wP와 관련

해서는 큰 값의, wP에 해당하는 Imax는 작은 값의 wP에 해당

하는 Imax보다 커야만 한다 하지만. wP의 감소에 따른 Imax의
감소와 비교해서 패드의 저항 증가가 보다 지배적이고 결, ,
과적으로 그림 에서 보이는 것처럼 같은 값의4(a) , lH에 대해

서 wP가 감소할수록 Pmax가 증가한다. Pmax와 wP의 관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의 결과는 에 고정된4(c) . 50 mμ
lH에 대하여 계산된 것이다. Pmax가 wP에 거의 반비례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wH와 t가 Imax와 Pmax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

션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 lH와 wP를 각각 와50 m 300μ
로 고정하고 계산하였다 그림m .μ 는5(a) t = 일 때100 nm wH

에 따른 Imax와 Pmax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은5(b) wH 일 때= 16 mμ t에 따른 Imax와 Pmax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wH 혹은 t가 증가하면 히터들의 저항이 감소한,
다 하지만 적절한 결합 효율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줄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Imax는 증가해야만 한다 실제로. ΔTY(y)
에 대한 표현 식으로부터, ΔTmax가 거의 I2/(wH･t)2의 함수임

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 ΔTmax가 유발시키려 할 때,
이 항이 상수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Imax는 근사

적으로 wH 혹은 t에 비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히터들의 저. ,
항이 wH 혹은 t에 역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Pmax 또한 근사적

으로 wH 혹은 t에 비례한다.

IV. 결 론

요약하면 를 유발하는 히터 배열의 네 가지 인자, TOLPG
들 lH, wH, wP 그리고, t가 를 사용하는 노치 필터의TOLPG
파워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론적.
해석을 위해 히터에 의해 유발된 온도 변화 분포에 대한 표,
현 식을 근사적으로 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어 모드와 클.
래딩 모드의 결합으로 생기는 공진 밴드의 감쇄량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류 Imax와 이 전류에 해당하는 파워

Pmax를 구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런 해석 방법을 사용하.
여 이론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론적 해석을 통해 얻어진. ,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인자 값 선택의 기준들은

아래와 같다.
∙ lH는 wH /･Λ wP으로 주어지는 값 근처까지 줄여야 한다.
하지만 코어 모드와 클래딩 모드의 곱이 가지는 유효,
면적의 폭보다 lH가 작아지면 그런 작은 값의, lH에 따른

파워 소모를 해석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유효 면적의 폭은 였다. 40 m .μ
∙ 넓은 면적의 패드에 요구되는 충분한 공간이 칩 상에서

허락되는한, wP는증가되어야한다. wP의값으로 500 mμ
에서 사이의 값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1000 mμ
로 판단된다.

∙ wH와 t는 줄여야만 한다 하지만. , wH와 t가 줄어들수록,
히터 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지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완벽하지 못한 패턴들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
히터 배열을 통해 높은 전류가 흐를 시에 이러한 완벽,
하지 못한 패턴들이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다.

이 선택 기준들을 바탕으로 lH, wH, wP 그리고, t의 값을 결

정하고 결정된 값을 바탕으로 를 이용한 노치 필터, TOLPG
를 제작하여 실험적으로 파워 소모의 감소를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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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 Parameters of a Heater Array Inducing a Thermo-optic Long-period Grating on
its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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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oretically the power consumption of a notch filter using a thermo-optic long-period grating, which is induced
by a heater array consisting of periodic heaters and pads made of metal thin-film. Since the power consumed by the heater array
is converted to joule heat that generates the thermo-optic long-period g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tch filter are dynamically
controlled by adjusting it. The power necessary for appropriate coupling efficiency depends on the parameters of the heater array,
which are the width and length of a heater, pad width, and the thickness of the thin-film. We explain an approximate method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parameters on the consumed power. Using the analysis method, we simulate the change of the
power depending on the parameters. From the simulation, we suggest a few guidelines on the parameters required to reduce the
power.

OCIS codes: (130.3120) Integrated optics devices; (050.2770) Gratings; (160.6840) Thermo-opt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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