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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able Optical Delay Line Based on Polymer Single-Ring Add/Drop Filters 

and Delay Wave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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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nable optical delay line is designed,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The tunable delay line consists of four polymer-ring 

add/drop filters with delay waveguides between adjacent ones. The polymer waveguide is a buried structure, designed to be square 

with core width and height of 1.8 μm. The refractive indices of the core and cladding polymer are 1.48 and 1.37 respectively. 

The large index difference and small cross section of the waveguide enable us to realize a compact device using a small radius 

of curvature. Four pairs of electrodes are evaporated above the add/drop filters to provide heating currents for thermal tuning. 

In measurements we can identify variable time delays of 110, 225, and 330 p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dela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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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가능한 광 신호 지연기를 설계, 제작 및 특성 측정을 하였다. 광 신호 지연기는  네 개의 폴리머 링 공진기 add/drop 필터

들과 그 사이에 배치된 지연 도파로들로 구성되었다. 폴리머 도파로는 한변의 길이가 1.8 μm 인 정사각형 매립 구조이고,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율은 각각 1.48과 1.37이다. 이와 같은 도파 구조로 인하여 매우 작은 반경의 곡선도파로를 활용함으로써, 콤팩트한 

소자를 실현할 수 있다. 각각의 add/drop 필터의 링 공진기 상에 전극을 형성하여 열 광학 효과에 의한 튜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측정 결과, 각각의 add/drop 필터를 튜닝함으로써 지연 도파로의 수에 비례하는 지연 시간인 110 ps, 225 ps, and 330 ps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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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의 양은 매년 30∼

60%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 성

장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 센

터의 고도화 및 이동통신시스템의 5G 로의 이행과 맞물려 

Tbit/s 이상의 전송 속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1-3]

.

대용량 트래픽 전달을 위해서는 전송 속도의 향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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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and operation principle of tunable 

optical signal delay line composed of ring resonator add/drop 

filters and delay waveguides.

하고 여기에 적용 가능한 전광 네트워크(All-optical Network)

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광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광섬유를 통하여 진행하여 온 광 신호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교환기에서 광 송수신기 모듈을 사용하여 광 신호에서 전기 

신호 (Optical-to-Electrical)로 변환된 후, 라우팅 과정을 거친 

후 다시 광 신호 (Electrical-to-Optical) 로 변환시켜 전송되도

록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이러한 모듈의 반복적인 사용은 비

용 상승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신호처리과정으로 인한 전송 

시간 증가와 같은 단점들을 가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전기신호를 광 신호로 혹은 광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시키는 광 송수신기 모듈의 사용 없이, 초고속 광 신호를 광 

패킷 스위칭 기술로 직접 분배하는 것이 전광 네트워크이다
[3]

. 전광 네트워크에서는 광 버퍼, 광 스위치, 광 동기화 모듈

들을 필요로 한다. 광 버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인 

광 신호 지연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4,5]

. 가변 광 신호 지연 

기술은 레이더 시스템에서 초고속 신호처리를 위해서도 필

수적이다
[6]

. 

광 신호 지연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론 및 실험

들이 보고되어 왔다. 먼저, 원자 매질에서의 전자 공진 현상

에 의하여 발생하는 작은 군속도를 통한 광 신호 지연을 얻

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용량 광통신 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대역폭이 너무 좁고 저온에서 동작 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실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8,9]

. 또한, 고온 세슘 

(Cs) 증기에서 이중 흡수 공진을 이용하여 수 GHz의 비트 

율을 가지는 광 펄스 신호에서 수십 개의 비트들을 가변 지

연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수 cm 증기 

셀의 길이로 인한 소자의 대형화와 기존의 광통신 장비들과

의 호환성 문제로 현재의 광통신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10]

.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과 같은 매질의 공

진 특성을 이용한 지연기의 소자의 크기, 설계 유연성, 집적 

가능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합 공진기 감

속 구조 (SWS : Slow-Wave Structure)를 이용한 광신호 지연

기가 제시된 바 있다. 결합 공진기 감속 구조는 quality factor 

(또는 finesse) 값의 범위 안에서 광파를 공진기 내부에 구속

시킴으로써 지연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11]

. 결합공진기 

SWS는 Fabry-Perot 공진기
[12,13]

, 결합 링 공진기
[14]

 등과 같

은 다양한 형태의 공진기들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결

합공진기 SWS는 공진하는 공진기의 숫자를 조절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튜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결합 공

진기들의 제작에 있어서 균일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많

은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 비율 값들이 설계치 대비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지연 시간과의 편차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기

는 하지만, add/drop 필터와 지연도파로를 조합하여 광신호 지

연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광 신호 지연기는 당초 

설계한 광신호 지연 시간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 차이가 매우 큰 폴

리머 도파 구조를 이용하여 단일 링 add/drop 필터
[13-15]

 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가변 광 신호 지연기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굴절률 차이가 큰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300 µm 이

하의 작은 곡률 반경이 가능함으로써, 콤팩트한 소자를 설계

할 수 있게 된다. 측정을 통하여 지연 도파로의 수에 비례하

는 지연시간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I. 단일 링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의 구조 및 동작원리

본 논문에서 설계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의 개략적인 

구조를 그림 1에 보였다. 단일 링 공진기로 구성된 add/drop 

필터 네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add/drop 필터 사이에

는 100 ps 시간 지연이 발생하도록 1.9 cm 길이의 지연 도파

로가 삽입되어 있다. 링 공진기 상부와 지연 도파로에는 전

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전극이 증착되어 있으며, 증착된 전

극에 전류를 주입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굴절률이 낮아지게 

되고, 링 공진기의 공진 파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위 버

스 도파로에 입사되는 광파는 링 도파로에 결합되어 링 도파

로에서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고, 공진 파장인 경우 아래 버스 

도파로에 결합되어 drop 포트로 진행하게 된다. 링 공진기의 

출력은 버스 도파로와 링 도파로 사이의 결합비율에 의해 정

해진다. 모든 마이크로 링 공진기들은 버스 도파로와 동일한 

결합 비율을 가지며 곡률 반경이 동일하다. 

그림 1에 나타낸 단일 링 공진기의 Drop 및 Through 특성

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송 행렬법
[13,14]

을 사용하였다. 링 공진

기의 유효반경은 338 µm, 버스 도파로와 링 공진기 사이의 

결합비율은 0.4이며 폴리머 도파로의 군 굴절률 ng는 1.435055, 

유효 굴절률 neff는 1.426504 이다. 위의 군 굴절률과 유효 굴

절률 값들은 다음 장에서 고려한 단위도파로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계산되는 값이다. 도파로의 손실은 1.5 dB/cm 이고 중

심 파장은 1550 nm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파라미

터 값으로 계산된 Through 특성과 Drop 특성을 그림 2와 그

림 3에 나타내었다. FSR (Free Spectral Range) 은 약 0.78 

nm, Drop 포트 출력에서의 삽입손실은 약 3.5 dB, 소광비는 

약 45 dB, 3 dB 대역폭은 0.06 nm 정도로 계산되었다.

각각의 add/drop 필터 전극에 전류를 주입함으로써 나타나

는 시간 지연 튜닝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상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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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rough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ed add/drop filter.

Fig. 3. Drop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ed add/drop filter.

Fig. 4. Cross-section of optical waveguide for ring resonator add/drop 

filter.

Fig. 5. Calculated mode profile and measured near filed pattern.

도파로에 입사한 광파의 파장이 비공진 파장인 경우 광파는 

링 공진기와 결합되지 못하고 Through 포트로 그대로 출력

된다. 맨 왼쪽의 링 공진기에 전류를 적절히 주입하여 공진 

파장과 입사하는 광파의 파장이 일치하게 되면, 공진기에서 

신호가 지연 도파로를 전혀 거치지 않고 drop된다. 한편, 왼

쪽에서 두 번째 공진기의 공진 파장을 튜닝하여 입사 광파의 

파장과 일치시키는 경우는 광신호가 지연도파로 한 개를 거

친 후 drop된다.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add/drop 필터의 

공진 파장을 입사 파장에 일치시키는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의 지연 도파로를 거쳐서 광 신호가 drop됨으로써, 지연 

시간을 100 ps의 두 배수 또는 세 배수로 조절할 수 있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광 신호 지연기의 지연 시간은 지연

도파로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에 대한 

제약 요소는 활용 가능한 웨이퍼의 면적, 도파로 손실, 곡선

도파로의 곡률 반경 등이다.

III. 광 신호 지연기의 설계 및 제작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의 도파로 단면 구조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코어는 

폴리머 물질인 ZPU-12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 

µm의 정사각형 형태이며, 이러한 코어를 감싸고 있는 클래

딩 물질은 LFR
[16,17]

 로서 매립형 도파 구조이다. 이때 코어

의 굴절률은 1.48이고 클래딩의 굴절률은 1.37로서,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광 구속 효과

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설계한 광 도파로 구조의 모드를 3차

원 BPM (BPM : Beam Propagation Method) 을 사용하여 계

산한 결과와 제작된 소자에 입력에 광파를 입력하여 Through 

포트에서 확인한 모드의 근접장 패턴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모드가 잘 구속되어 도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잘 구속된 모드 특성으로 인하여 링 반경에 따른 굽음 손

실(Bending loss)을 최소화함으로써, 링 공진기를 기반으로 

하는 소자들의 크기를 수 mm 크기로 제작 할 수 있다. 그림 

6은 링 도파로의 반경에 따른 굽음 손실을 계산한 결과이다. 

반경 150 µm 이상에서는 굽음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링 공진기 굽음 손실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하여 링 공진기의 반경을 300 µm로 제작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add/drop 필터의 파라미터에서 반경이 300 

µm의 링과 버스 도파로 사이의 결합 비율 0.4를 얻기 위해 

방향성 결합기의 링 영역에 일정 길이의 직선 도파로가 삽입

되어야 한다. 그림 7에 방향성 결합기의 BPM 시뮬레이션 결

과를 나타내었다. 버스 도파로와 링 공진기 사이의 간격

(Gap)은 2 µm로 고정시키고 링 도파로 내에 있는 직선 도파

로(Coupler length)의 길이를 변화시켜 주면서 시뮬레이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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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ending loss as a function of bending radius.

Fig. 7. BPM simulation of designed directional coupler.

Fig. 8. Fabricated tunable optical signal delay line.

였다. 그 결과 삽입 직선도파로의 길이가 120.8 µm일 때, 0.4

의 결합 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직선 도파로를 포함한 

링 공진기 주회 길이는 2126.6 µm이며 링 공진기 유효 반경

은 338 µm 이다. 지연도파로의 길이를 19 mm가 되도록 설계

하여 100 ps만큼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하였다. 지연 도파로

에 사용되는 반원의 반경은 add/drop 필터의 곡률 반경과 동

일한 조건(300 µm)을 사용하여 굽음 손실을 작게 하였다.

설계된 가변 광 신호 지연기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Si 웨이퍼 위에 클래딩 물질인 폴리머 

LFR을 스핀 코팅한 후, 섭씨 200도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를 해준다. 그 다음 이 영역에 패턴을 만들어 주기 위

해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 코팅을 하고 자외선을 조사 해

준 다음 현상 공정을 통하여 설계한 패턴을 만들어 준다. 제

작된 클래딩 영역에 건식식각 공정을 통해 설계한 코어의 높

이인 1.8 µm 만큼 클래딩을 제거 한 후, 이 영역에 코어 물

질인 폴리머 ZPU-12 물질을 스핀 코팅 공정으로 도포하여 

준다. 그러고 나서 클래딩 제작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외선 경화 및 열처리를 통해 코어 층을 만들어 준다. 그 위

에 클래딩 폴리머를 저속으로 스핀 코팅하여 5.1 µm 두께의 

상부 클래딩으로 덮어 준다. 이때에도 처음 공정과 마찬 가

지로 자외선 경화와 열처리를 수행해 준다. 그리고 add/drop 

필터의 링 공진기와 지연 도파로에 있는 위상 조절기에 열 

광학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자 상부에 전극 패턴을 만든 후, 

Cr(100 Å)과 Au(1000 Å)을 증착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소자는 측정을 위해 일정한 크기로 다이싱 

(Dicing) 하고, 도파로 입출력 단면을 연마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 과정을 통해 제작된 가변 광 신호 지연기의 현미경 사

진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가변 광 신호 지연기는 

총 9 mm의 길이와 7 mm의 폭을 가진다. 

IV. 광 신호 지연기의 측정결과

링 공진기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

능 광 신호 지연기의 측정 셋업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PPG (Pulse Pattern Generator)에서 생성된 3.2 Gbps의 펄스 

신호를 Lithium Niobate (LiNbO3) 변조기에 인가하고, 파장 

가변 레이저(Tunable laser source)에서 나오는 CW (Continuous 

Wave) 광을 Lithium Niobate (LiNbO3) 변조기에 입력함으로

써 광 펄스를 생성한다. 생성된 광 펄스는 편광 조절기 

(Polarization Controller)를 통해서 TM 또는 TE 편광만이 광 

신호 지연기를 통과하게 된다. 광 신호 지연기를 지난 광 펄

스를 EDFA (Erbium Doped Fiber Amplifier)로 증폭한 후 최

종적으로 DCA (Digital Communication Analyzer) 를 통해 

결과를 측정하였다. 외부 온도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

자의 밑면에 TEC (Thermo-Electric Cooler) 를 배치하여 일

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측정 시 TEC의 온도를 20℃로 고

정시켜 사용하였다. 

광 신호 지연기의 입력 포트에 파장가변 레이저에서 나오

는 CW 광을 입사시켜 Drop 포트의 파장에 따른 특성을 측

정한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측정과정에서 편광조절

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TE, TM 편광 중에서 하나의 편광의 

광파만이 광 신호 지연기로 입사하도록 하였다. 편광조절기

가 잘 조절되지 않았을 때는, TE, TM 편광이 섞여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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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setup to observe time delay characteristics.

Fig. 10. Drop characteristics versus wavelength.

Fig. 11. Measured drop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fter appropriate tuning currents.

Fig. 12. Measured time delay characteristics.

문에 도파로의 편광의존성에 따라서, drop 피크들이 다양한 

파장들에서 나타나게 된다. 편광조절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특정 파장들에서의 drop 피크들이 억제되는데, 이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 결과, 2절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와 동일한 0.78 nm의 FSR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 dB 대역폭은 약 0.1 nm로 그림 3에 보인 계산 결과

인 0.06 nm에 비하여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방향성 결합

기의 결합 비율이 설계 값에 비하여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소광비는 약 10 dB 정도로 계산 값인 45 dB에 

비하여 무척 낮게 측정되었다. 이 또한 방향성 결합기의 결

합 비율이 설계 값인 0.4 보다 크게 제작되고, 4개의 

add/drop 필터로부터 drop된 특성들이 합해져서 나타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측정된 Drop 특성을 보면 한 FSR당 3개의 

peak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변 광 신호 

지연기의 add/drop 필터 중 첫 번째 필터와 두 번째 필터, 그

리고 세 번째 필터에서 각각 공진되어 drop되는 광파로 추정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add/drop 필터와 세 번째 

add/drop 필터 상부의 전극에 전류를 주입하여 필터의 굴절

률을 변화시켜 drop 특성을 측정한 결과, 오른쪽의 공진 peak

가 점점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였고, 첫 번째 add/drop 필터는 

약 15 mA, 세 번째 add/drop 필터는 13 mA의 전류를 주입

하였을 때 그림 11과 같이 오른쪽의 공진 peak가 왼쪽의 공

진 peak와 거의 합쳐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일한 공

진 파장을 나타내도록 설계하였지만, 제작 공정상의 불균일

한 특성 (도포된 폴리머의 두께 및 굴절률의 불균일 가능성 

및 도파로 폭의 공정 에러 가능성) 으로 인하여, 각 add/drop 필

터의 공진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튜닝 가능한 광 신호 지연기의 파장에 따른 Drop 특성을 

바탕으로 시간 지연 특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2

에 나타내었다. 입력 광 신호를 비공진 파장대역인 1549.33 

µm로 설정하여 add/drop 필터의 공진기들을 비 공진 상태로 

만들었다. 왼쪽에서 첫 번째 add/drop 필터의 링 공진기 상부 

전극에 전류를 적절히 주입하여 공진하게 한 후 drop되는 광

펄스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다음에는 왼쪽에서 두 번째 

add/drop 필터의 전극에 전류를 적절히 주입하여 공진하게 

만들어 한 개의 지연 도파로를 지나 drop되는 광 펄스를 측

정하였으며, 약 110 ps의 시간 지연이 측정되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 add/drop 필터에 적절한 전류를 주입하여 공진시켰

을 때는 두 개의 지연 도파로를 거친 광펄스 특성이 나타났

으며, 약 225 ps의 시간 지연이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른

쪽 add/drop 필터에 적절한 전류를 주입하여 공진시켰을 때

는 세 개의 지연 도파로를 거친 광펄스 특성이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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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3. Measured eye patterns for four different delay conditions. 

(a) No Delay Line, (b) 1 Delay Line, (c) 2 Delay Line, (d) 3 

delay Line.

약 330 ps의 시간 지연이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광파가 거쳐가는 지연 도파로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약 110 

ps 씩 시간 지연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연 

도파로서의 100 ps 지연 시간 외에, add/drop 필터에서의 지

연시간이 약 10 ps 정도 추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연 상태에서의 아이패턴을 측정하여 그림 13

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아이패턴을 보면 지연 도파로가 하나

씩 늘어감에 따라 아이패턴의 눈 열림의 크기가 점차 줄어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연 도파로를 지나면서 도파로 

손실이 발생하여 신호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이가 확연하게 크기 때문에 수 Gbps 정도의 

디지털 광신호 전송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변 광 지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전송 행렬법과 3차원 BPM을 이용하여 

버스 도파로와 링 공진기 사이의 결합 비율과 링 공진기의 

반경을 계산 및 분석하였으며, 굴절률 차이가 큰 폴리머 물

질을 사용하여 링 반경을 300 µm로 작게 함으로서 링 공진

기 add/drop 필터 및 지연 도파로의 크기를 소형화 시켰다. 

또한 폴리머 물질은 온도에 민감한 열 광학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add/drop 필터 상부에 전극을 증착시켜 주입되는 전

류를 조절하여 각 add/drop 필터의 공진 주파수를 조절함으

로써 가변적으로 시간 지연을 조절하였다. 

제작된 가변 광 신호 지연기의 Drop 특성을 측정한 결과 

0.78 nm의 FSR을 가지며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동일하고, 3 

dB 대역폭과 소광비 특성은 설계 예상값에 비하여 편차가 

있었는 데, 이는 제작 공정에서 소자 내의 방향성 결합기들

의 결합 비율이 설계값에 비하여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측정 시, 소자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자의 패키지 과정에서 부착한 TEC의 온도를 20℃

로 고정시켜 주었다. 가변 광 신호 지연기의 시간 지연을 측

정한 결과, 맨 왼쪽에 있는 add/drop 필터부터 차례로 공진시

킴에 따라서, 광파가 거쳐가는 지연 도파로의 수에 비례하는 

지연시간, 즉 110 ps, 225 ps, 330 ps의 시간 지연이 차례로 

측정되어 설계 시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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