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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와 격자구조 도 로 결합기 설계를 한 결합 
모드 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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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upled Mode Theory for Design of Coupler Between Optical Fiber And 
Grating Assisted Wav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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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 장분할다 화 기술을  집  소자에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하여 섬유와 평면기  내  도 로 

사이의 장 선택   결합기 구조가 효율 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도랑 격자를 지

닌 실리콘 도 로와 단일 모드 섬유 간 결합을 고려하 다. 격자의 깊이에 따른 결합 효율의 경향성과 그 한

계 을 조사하 다. 이를 해 결합 모드 이론에 기반을 둔 모델링을 통하여 설계된 결합기 구조의 결합효율을 

측하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와 정량 으로 비교 분석 하 다.

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CWDM) technology in optical integrated devices, a design of a wavelength 

selective coupler structure between an optical fiber and an optical waveguide in a flat substrate is can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coupling 

between a silicon waveguide with an air trench and a single mode fiber. We investigated the tendency of coupling efficiency and its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grating depth. For this purpose, the coupling efficiency of coupler structure designed through modeling based on coupled mode theory is predicted and 

quantitatively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using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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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 장다 화 기술(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CWDM)은 단일 섬유에 한 통신 용

량을 넓히기 한 방안으로 통신 시스템에서 리 

활용 되고 있다. CWDM을 활용한 섬유를 기반으로 

하여 송로, 센서, 변조기 등의 응용 분야[1-2]를  

집 회로를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섬유와  집 회로의 도 모드 간 불일치

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효율 인 결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BUTT 결합기[3], 

Grating 결합기[4-5] 등에 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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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결합기는 CWDM에서 장을 분할하기 

한 디멀티 서 구조가 추가로 요구 된다[6]. 이에 

반해, 격자를 갖는 비 칭 도 로 구조를 활용할 경우 

장 선택  특성과 높은 결합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7]. 특히, 역방향성 

결합기의 경우 격자 길이의 변화가 공진 정합 조건에 

향을 미치지 않아 두 도 로의 격자길이에 한 공

정 허용치가 높다는 과 짧은 격자 주기로 인해 결

합 효율의 세부 조 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도랑 격자구조를 갖는 실리콘 

도 로와 연마된 섬유를 이용하여 장 선택  역

방향성 결합기를 설계하 다.   

격자를 갖는 비 칭 도 로 구조는 결합 모드 이론

(Coupled Mode Theory, CMT)을 이용하여 간단한 수

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는 결합 특성을 효율 으

로 분석하고 측하는 방법으로 활용 된다[8-9]. 제안

한 설계 구조가 짧은 길이에서 높은 결합 효율을 얻도

록 결합 계수를 키우는 방법으로 두 가지 에서 살

펴보았다. 첫 번째는 두 모드 간에 첩 분을 키우

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고 높은 굴 률 차이를 갖는 

격자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섬유와 실리콘 도 로의 

높은 비 칭성 때문에 모드의 첩 분을 높이는 것

은 효과 이지 않다. 따라서 높은 굴 률 차이와 깊은 

격자구조를 으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통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결

과 으로 CMT 모델에 고려되지 않은 산란 효과로 인

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논문

의 Ⅱ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의 설계과정에 해 알아

보고 Ⅲ장에서는 격자 깊이와 격자 길이에 따른 CMT 

결과와 FEM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산란효과를 정량

으로 비교한다. 마지막 Ⅳ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어있다.

Ⅱ. 설 계

2.1 결합 모드 이론

결합 모드 이론(CMT)은 도 로 내의 주기 인 격

자구조와 같은 부분 인 굴 률 변화가 있을 경우 도

 모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모드 결합

을 직 으로 이해하고 구조에 한 분석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림 1. 장 선택   결합기 구조 모식도.
Fig. 1 Schematics of wavelength selective optical 

coupler

그림 1은 설계 구조의 모식도를 보여 다. 격자가 

새겨진 실리콘 도 로와 한쪽 측면이 연마된 단일 모

드 섬유를 근 하게 배치한 결합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두 도 로의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 과정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 , 두 개의 도 로가 

 가까워지는 구간으로 도 모드 간에 상호 작용으

로 모드 천이가 발생하여 새로운 첩 모드를 형성하

게 된다. 큰 비 칭성을 갖는 두 도 모드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큰 상 차이를 갖기 때문에 새로운 첩 

모드는 각각의 도 모드와 매우 유사한 유효 굴 률

과 기장 분포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WG1, WG2 

도 로로 들어오는 도  모드의 유효 굴 률이 각각 

 ,  이고 두 도 로가 근 함으로써 만들어

진 새로운 첩 모드의 유효 굴 률  ,  이

라면  ≈ ,  ≈   특성을 갖는다

[10]. 두 도 로가 가까이 근 하여도 서로의 모드 간 

상호작용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기

인 격자구조가 있는 구간으로 두 첩 모드 간의 

상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격자조건을 만족할 경우 모

드 간 에 지 이동이 발생 한다. 이때 나타나는 결합 

효율을 결합 모드 방정식(coupled mode equation)



섬유와 격자구조 도 로 결합기 설계를 한 결합 모드 이론 분석

 563

(1)

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 ,  ±는 각 모드

의 크기성분을 나타내고 첨자 부호 ±는 진행 방향 

을 나타낸다.   값은 각 모드간의 결합 계수 성분으

로 다음

(2)

을 통해 계산 된다. 이때 ∆은 격자에서의 유 율 

차이를 나타내고 균일한 격자 충진율을 고려하 을 

때 ∆   
 로 나타난다.

결합 선택 장은 상 정합 조건

∆   ∆   
                 

에 따라 그림 2를 통해 격자 주기가 결정된다. 이때 

는 각 모드의 수를 나타내고 는 격자의 주기

를 나타낸다.  방정식을 ±  ±에 해 정

리하여 각 모드간의 결합 효율을 계산한다[11]. 본 논

문에는 역방향 결합된 결합효율을 격자 구조의 시작 

지 에서의 모드의 크기의 비로    을 

통하여 계산하 다.

그림 2. 상 정합 조건 
Fig. 2 Phase match condition

2.2 구조 설계 

결합 구조를 설계하기에 앞서 구조에 한 1차원 

가정을 하 다. 이러한 가정은 각종 변수들의 이해를 

높이기 한 CMT 분석에 하다. 

설계 구조는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쪽에

는 한쪽 면이 연마된 표  단일 모드 섬유로 두께

() 8.2μm를 갖으며 실리콘 도 로 역시 단일 모

드를 갖는 두께() 230nm를 선택하 다. 두 도

로 사이의 여유 간격()은 500nm 수 으로 가정하

다. 격자는 높은 굴 률 차이를 갖도록 공기 도랑을 

갖는 구조를 설정하 다. 격자 구조의 주기는 결합 선

택 장에서 상 정합 조건에 따라 

 


                            (4)

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격자 구조의 길이는 설계하고자 

하는 결합 효율과 결합계수를 고려하여

 arc                          (5)
으로 결합 길이를 선택한다[12]. 시뮬 이션에서는 격

자 깊이 변화에 따른 유효 굴 률 변화를 고려할 때  

주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격자 길이를 1mm까지 증가

시키며 결합 효율의 변화를 식 (5)의 결과와 비교한

다. 이때 결합 장은 1550nm 인근에서 나타나도록 

하 다.

Ⅲ. 결 과

유한요소법(FEM) 방식은 주 수 역에서의 맥스

웰 방정식을 풀이하는 표 인 수치 해석  방법으

로써 이용된다. 주어진 기하구조를 미소 역으로 분

할하여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해석을 진행하다. 

CMT 계산보다 좀 더 일반 이고 다 인 상을 

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계산 시간이 길고 

상에 한 직 인 분석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FEM 방식을 통한 시뮬 이션 결과와 CMT 계산 결

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CMT 모델링의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고 상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한다. 본 논

문에서는 리 알려진 범용 상용 툴인 COMSOL 

로그램을 통해 FEM 시뮬 이션을 하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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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모드 기장 분포. 
Fig. 3 Each mode electric field distribution

그림 3은 결합기 구조에서의 두 첩 모드의 기

장 분포를 보여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도

로의 비 칭성으로 인해 두 첩 모드는 결합되기  

각각의 도 로의 도  모드와 유사하게 각 도 로의 

코어 부분에 집 된 기장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세

부 으로 살펴보면 의 경우 섬유 도  모드

와 달리 기수 모드 결합으로 인해 기장의 부호가 

바 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림 4(a)은 격자의 깊이에 따른 결합 계수()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결합 계수는 식 (2)을 통해 두 모

드의 격자 구간에서 첩 분을 통해 계산된다. 그림3 

에서 선 박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는 격자 구

조 내에서 기장의 부호가 바 는 지 이 있기 때문

에 격자 깊이에 따른 결합계수가 증가와 감소가 번갈

아 나타난 형태를 보 다. CMT 계산인 란 실선과 

FEM 계산인 회색 실선을 비교한 결과 두 결합 계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실리콘 도

로 내의 공기 도랑 격자 구조가 갖는 큰 굴 률 차

이(∆)는 격자가 없을 때 도  모드의 유효 굴 률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격자 역

에서 

 × ×                  (6)

평균 굴 률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FF는 

실리콘과 공기 도랑의 비(충진률)를 나타내고 

는 각각 실리콘과 공기의 굴 률을 나타낸다. 평균 굴

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주황 실선과 FEM 결과인 

회색 실선은 170nm 깊이 까지는 매우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170nm 이후 깊이에 해서는 

여 히 큰 오차를 보 다. 이는 무 깊은 깊이에 

해서는 격자로 인한 산란 효과로 인해 결합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a)격자 깊이에 따른 결합 계수, (b) 실리콘 
도 로의 수 변화와 격자 주기의 변화

Fig. 4 (a) Coupling coefficient, (b) Wavenumber of Si 
waveguide and grating period as a function of  the 

grating depth.

격자 역의 평균 굴 률 용은 실리콘 도 모드

의 유효 굴 률을 크게 변화시켜 상 정합 조건도 변

화 된다. 따라서 선택 장을 한 격자의 주기 조건

도 변화 된다. 그림 3(b)에서는 동작 장을 1550nm로 

고정하 을 때 격자의 깊이에 따른 실리콘 도 모드의 

유효 굴 률 변화와 주기의 변화를 나타나낸다. 식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 도 로의 유효 굴 률이 

 감소함에 따라 격자의 주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균 굴 률()을 넣어 계산한 CMT 결과

와 FEM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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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격자 깊이 (a) 20nm와 (b) 50nm에 한 
결합 효율 스펙트럼 

Fig. 5 Spectrum of coupling efficiency with grating 
depth (a)20nm (b) 50nm, respectively

그림 5(a), (b)는 격자 길이(L) 700μm에서 격자 깊

이 20nm, 50nm에 한 결합 효율 스펙트럼을 보여

다. 두 경우 모두 70% 수 의 결합 효율과 1~2nm의 

역폭을 보 다. 격자의 주기는 유효 굴 률의 용

과 수치 해석  오차를 고려하여 같은 결합 주 수를 

갖도록 각각 0.4nm, 1.4nm 정도 보정하여 주었다. 

20nm 격자 깊이의 스펙트럼은 심 장과 장 장 

역에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나 단 장 

역에서는 산란 효과로 인해 공진 효과가 약해지는 모

습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50nm 깊이의 스펙트럼에

서는 심 주 수 역까지 산란 효과가 더해져 

CMT 결과에 비해 낮은 결합 효율과 좁은 역폭을 

보 다. 그림 6(c), (d) 는 결합기의 원의 치와 격

자의 시작부분이 있는 입부분에서 기장의 진행을 

보여 다. 섬유 쪽으로 들어가는 입사 가 부분 

실리콘 도 로 쪽으로 결합되어 되돌아 나오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격자 구조 역에서 기장 

분포를 통해 20nm 비해 50nm에서 산란 효과가 강하

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a) 격자 깊이 20nm와 (b) 50nm에 한 
기장 분포.

Fig. 6 Electric field distribution with grating depth 
(a)20nm (b) 50nm, respectively

격자의 산란효과는 격자의 깊이 뿐 아니라  격자 

길이에도 향이 있다. 그림 5는 격자 길이에 따른 결

합 효율을 보여 다. CMT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50nm의 격자의 깊이에서 더 높은 결합 계수를 갖기 

때문에 항상 결합 효율을 갖는다. 그러나 FEM 결과

를 보면 50nm의 경우는 길이 500μm에서도 큰 오차

를 보이며 길이가 길어져도 70% 수 의 효율에 머물

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20nm 격자 깊이의 경우 

길이에 따라 결합 효율이  증가하여 1mm 수 에

서 83%정도 결합 효율을 보 다. 이는 격자로 인한 

산란 효과로 인해 도 로 내에서 빠져나가 손실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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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합

기 설계에 있어서 짧은 역에서 높은 효율을 원한다

면 깊은 격자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최  결

합 효율의 감쇠는 감수 하여야 한다. 한편 최  결합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격자 깊이를 이고 격자의 

길이를 늘이는 결합기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7. 격자 길이에 따른 결합 효율
Fig. 7 Coupling efficiency with grating length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격자구조를 이용한 섬유와 실리콘 

도 로 간의 장 선택  역방향성 결합기를 설계하

다. 제안한 설계 구조에서 격자의 깊이의 변화에 따

라 결합 모드 이론과 유한요소법으로 결합 특성을 시

뮬 이션하고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높은 굴 률 

차이를 보이는 격자 구조의 경우 CMT 분석에 있어

서 격자부분에 평균 굴 률을 용한 계산을 하여야 

결합계수와 결합 주 수의 오차를 일 수 있었다. 격

자의 깊이가  깊어질 경우 격자에 의한 산란 효

과의 증가로 인해 결합 효과가 어든다. 한 격자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에 의해 도 로를 빠져나

가는 에 지로 인해 결합 효율이 일정량 이상 더 증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합기 설계에 있어서 원하는 

결합 효율을 얻기 해 격자의 깊이, 길이, 결합 계수

와 더불어 격자의 산란효과를 복합 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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