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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optical properties of plamonic waveguide with tapered structure based 

on InP material for photonic integrated circuit(PIC). The proposed plasmonic waveguide is covered with 

the Ag thin film to generate the plasmonic wave on metallic interface.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plasmonic waveguide were calculated using the three-dimensional 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The plasmonic waveguide was fabricated with the lengths of  2 to 10 μm and the widths of 400 to 700 

nm, respectively. The plasmonic mode and optical loss were measured. The optimum plasmonic length is 

10 μm and widths are 600 and 700 nm in the fabricated waveguide. This plasmonic waveguide can be 

directly integrated with other conventional optical devices and can be essential building blocks of 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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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의 속한 발 에 따른 정보량의 

증 상으로 인해 고속 정보통신의 기술에 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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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해 통신에 사용되는 소자가 많이 개

발되고 있는데, 더욱 빠른 속도로 보다 많은 정보량

을 달하기 하여 기존의 소자 기술에 다양한 분

야의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WDM, TDM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 역, 

 정보통신 송, 스 칭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Tbps  통신을 해서는 고속화 송수신 모듈 등의 

집 화, 미세화, 고 도화가 구 되어야 하므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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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송 데이터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따라서 고속 정보통신

시 에 걸맞은 용량의 통신  정보기록과 정보

처리의 고속화를 구 하기 해서는 신개념의 

소자 (All-optical)  부품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는 재까지 용되고 있는 반도체, 유 체  속

선을 근간으로 한 기존의 자 소자들이 속도나 력

소모에서 거의 한계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자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집 화 

(photonic integrated circuit, PIC)를 구 하기 해서

는 다른 소자와 집 이 가능하면서 신호를 변조

할 수 있는 소자 구조이여야 한다. 이러한 

소자로서 표면 라즈몬 공명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상을 응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데 [4-6], 표면 라즈몬 공명은 빛이 속 

표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양자역학   

상을 말한다. 자 (photon)에 의해 수송되는 에

지는 특정 조건하에서 속 표면상의 자, 즉, 라

즈몬으로 달되는데, 에 지의 달은 빛의 특정한 

공명 장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때의 공진 장은 

자가 가진 양자 에 지와 라즈몬의 양자 에 지 

가 일치하게 되는 장이다. 표면 라즈몬 

(surface plasmon)이란 유 상수의 실수항이 서로 반

의 부호를 가지는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하

도의 진동 를 말한다. (-)극성을 갖는 속과 (+)극

성을 갖는 유 체의 경계에서 존재하며, 하 도 진

동은 고속으로 가속된 자나 에 의하여 여기될 

수 있다. 표면 라즈몬은 TM (transverse magnetic) 

편 된 이며, 필드는 속표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면서 속에서 멀어짐에 따라 지수 으로 감소한

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표면 라즈몬 는 속 표

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라즈몬 

를 제어하거나, 는 속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7].  

본 논문에서는 속 표면에 존재하는 라즈몬 를 

외부 입력 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라즈모닉 

도 로 구조를 제안하 고, 이때 입출력 도 로는 기존

의 일반 인 구조를 이용하 으며, 라즈모닉 도

로는 라즈몬 를 여기시킬 수 있는 수백 나노 두께

의 도 로를 용하 다. 제안된 라즈모닉 도 로

에서 라즈몬 의 생성은 유한차분 시간 역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방법을 통해 모의 실

험하 고, 한, 제안된 라즈모닉 도 로 구조를 실

험 으로 구 하여 소자로서 가능성을 확인하 다.

2. 실험 방법

2.1 라즈모닉 모드 분석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라즈모닉 도 로 

구조인데, 기본 으로 입출력 도 로와 가운데 라

즈모닉 도 로는 테이퍼 구조를 이용해서 연결하

고, 라즈모닉 도 로에서 라즈몬 를 형성하기 

해서 라즈모닉 도 로 양 에 속을 치시켰

다. 제작에 이용된 입출력 도 로의 폭은 1.6 μm이고, 

테이퍼의 길이는 10 μm이다. 그리고 라즈모닉 도

로의 폭은 400, 500, 600, 700 nm의 4가지 구조를 선

택했고, 라즈몬 도 로의 길이는 2, 4, 6, 8, 10 μm

로 제작하 다. 따라서 입출력 도 로에서 테이퍼의 

폭은 1.6 μm이고, 라즈모닉 도 로에서 테이퍼의 

폭은 400에서 700 nm까지 라즈모닉 도 로 폭에 

맞추어 가변이 되도록 하 다.

Fig. 1. Plasmonic waveguide.

제안된 구조를 제작하기 해서는 라즈모닉 도

로 구조에서 라즈몬 의 형성  도  손실에 

한 구조 인 최 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속과 유

체의 경계면에서의 표면 라즈몬 를 유도하기 

해서 FDTD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 다. 속과 

유 체의 경계면에서의 표면 라즈몬 라 불리는 표

면 자기 는 1950년  처음 측되었다 [8]. 빛에 

한 표면 라즈몬 의 여기 상은 감쇠 반사의 

원리를 사용하여 1968년 Otto와 Kretschmann, Raether

에 의해 발견되었다 [9,10]. 일반 으로 속 내의 자유

자들은 ∼1023 cm-3 정도의 높은 도를 가지는 

자 라즈마로 설명된다 [11]. 자기  표면 는 도

체내의 이러한 자 라즈마에 외부의 자기 가 결

합하여 같이 진동하는 상을 말한다. 유 상수가 각

각 ε1(>0), ε2(ε1r+i‧ε1i)인 유 체와 속이 평행하게 

해 있는 구조에서 TM 편 된 자기  각각의 성분

은 Maxwell 방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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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마이크로 의 해석이 아닌 표면 라즈몬 

공명을 해석하기 해서는 속의 유 율의 용이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하지만 1966년 K. S. Yee에 

의해 제안되어진 FDTD 알고리즘은 [12] 음의 유 율

을 용하는데 합하지 않으므로 [13], 속의 음의 

유 율을 FDTD에 용시키기 해서는 속에 한 

매개 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속의 음의 유

율을 FDTD에 용하기 해서 Drude model를 이

용하여 해석하 다 [14]. Drude model로 유 율을 다

시 표시하게 되면 식 (5)와 같이 쓸 수 있다.

  

 2 2 2
0

2 3
0

( )
( )

p p pi
i

ω ω γ ω
ε ω ε ε

ω ω γ ω ω∞ ∞= − ≈ − +
+ .        (5)

여기서 는 라즈마 주 수이고, 는 자 감쇠

율이다. 이를 용하여 Maxwell 방정식  류 도 

J에 한 식을 다시 정리하면,  


  

 
 ,                          (6)

와 같이 된다. 그림 2는 라즈모닉 도 로 구조에서 

입력 도 로에 입사된 이 테이퍼를 통해서 라즈

모닉 도 로 역에 입사되어 라즈몬 를 형성하

는 결과를 FDTD 방법으로 계산한 그래 이다. 계산

에 사용된 매개 변수로 라즈모닉 도 로는 InP 기

에 도 로 구조가 성장된 구조이며 체 유효굴

률은 3.291이고, 라즈모닉 를 형성하기 한 

속 박막의 유 율은 Ɛm=-116.9 + 11.67i이다. 이때 

속의 물질은 은 (Ag)이고, 두께는 50, 200 nm이며, 

입사된 빛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1,550 nm의 장을 

가지는 이 라고 가정했다. 이때 라즈모닉 도 로의

  

Fig. 2. Guiding mode of plasmonic waveguide. (a) 

plasmonic length of 2 μm, (b) plasmonic length of 4 μm, 

and (c) plasmonic length of 6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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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put power of plasmonic waveguide.

폭은 500 nm이고,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를 2 μm

에서 6 μm까지 가변해서 계산하 다. 라즈모닉 도

로 제작에서는 길이가 10 μm까지 제작했지만 3차

원 FDTD 계산 시간을 고려해서 6 μm까지 계산하

다. FDTD 방법을 통해서 제안된 구조에서 라즈몬 

모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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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라즈모닉 도 로 구조에서 라즈몬 

가 형성되었을 때, 출력되는 워를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이다. 라즈모닉 도

로의 양 을 둘러싸고 있는 속의 두께가 무 얇

을 때에는 라즈몬 의 손실로 인해서 길이에 따라

서 선형 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고, 200 nm의 두께

에서는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가 클수록 손실이 

증가하는 선형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결과  고찰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즈모닉 도 로 

에피 구조도이다. 도 로의 가이딩 부분은 InGaAsP 

물질로 두께는 0.35 µm이고, 1.4 µm에 해당하는 밴드

갭을 가진다. 와 아래의 클래딩 역은 n과 p형의 

InP물로 되어있다. 제안된 구조에서 0.1 µm InGaAs 

극 컨택 층이 있는데, 이 층은 향후 집 화 시스

템에서 능동 소자나 수동 소자와 집 화를 해

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즈모닉 도 로의 주변은 2.5 

µm까지 식각이 되었고, 주변에 Ag를 이용해서 코

을 하 다. 

Fig. 4. Epi-structure of plasmonic waveguide.

그림 5는 라즈모닉 도 로의 제작 공정이다. 

기에 IAD (ion beam-assisted deposition) 증착 장비

를 이용해서 웨이퍼에 SiO2를 200 nm를 증착하고, 

E-beam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해서 라즈모닉 도

로의 패턴을 형성하 다.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RIE (reactive-ion etching) 장비를 이용해서 CF4 

라즈마로 SiO2를 식각하고, ICP (inductively coupled 

Fig. 5. Fabrication process of plasmonic waveguide.

  

  

Fig. 6. Fabricated plasmonic waveguide. (a) SEM and 

(b) fabricated waveguide.

plasma) 장비를 이용해서 라즈모닉 도 로를 2.5 

µm까지 식각하 다. 다음 공정으로는 일반 컨택 노  

장비를 이용해서 은이 증착될 부분의 패턴을 형성하

고, E-beam evaporator 장비를 이용해서 Ag를 500 

nm를 증착하고, 마지막으로 lift-off 공정을 통해서 제

작을 완료하 다. 증착된 Ag는 상부에는 500 nm를 증

착하 지만 라즈몬 가 형성되는 라즈모닉 도

로의 양 에는 100 nm가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6(a)는 라즈모닉 도 로의 식각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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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ode of fabricated plasmonic waveguide.

Fig. 8. Optical loss of fabricated plasmonic waveguide.

라즈모닉 도 로를 제작하기 해서 기에 IAD 

증착 장비를 이용해서 에피 구조에 SiO2를 200 nm를 

증착했는데, 실제로는 230 nm가 증착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라즈모닉 도 로의 폭은 

E-beam lithography 공정을 통해서 기에 400, 500, 

600 nm로 패턴을 하 지만, 식각되는 깊이가 깊어서 

원래의 폭보다는 많이 어든 라즈모닉 도 로를 

얻을 수 있었다. 제작된 구조에서 기 라즈모닉 

도 로의 설계 값이 400 nm일 때, 제작된 도 로 폭

은 165 nm가 되었고, 설계 값이 500 nm일 때, 298 

nm로 제작이 되었고, 설계 값이 600 nm일 때, 403 

nm의 도 로 폭을 얻을 수 있었다. 라즈모닉 도

로의 폭이 300 nm 이하에서는 RIE와 ICP의 식각 조

건에 따라서 재연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림 6(b)는 최종 으로 제작된 라즈모닉 도 로 

사진이다. 라즈모닉 도 로는 2 µm에서 10 µm까지 

길이를 가변해서 제작되었고, 라즈모닉 도 로의 

모드 비교를 해서 기  도 로가 같이 제작되었다. 

그림 7은 라즈모닉 도 로의 측정된 TE (transverse 

electric) 모드 사진이다. 왼쪽 사진은 도 로의 폭

이 1.6 µm로 라즈모닉 도 로와 비교하기 해서 

측정된 모드 사진이다. 오른쪽 사진은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가 4 µm이고, 폭이 기에 600 nm로 제

작된 도 로의 모드 측정 사진이다. 실제 제작된 도

로 폭은 략 400 nm로 유추할 수 있으며, 측정 결

과를 통해서 라즈모닉 도 로 가능성을 확인하

다.  

그림 8은 라즈모닉 도 로 폭의 변화에 따라 측

정된 손실이다. 측정에 이용된 라즈모닉 도 로

의 길이는 10 µm이다. 그리고 도 로 폭이 500 nm

인 소자는 제작 에 손상이 되어 측정할 수 없었다. 

일반 으로 도 로에서 TE 모드는 진행하는 면에 

계 (electric field)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TM 

모드는 진행하는 면에 자계 (magnetic field)가 존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작된 도 로 구조는 양 에 

Ag로 코 이 되어 있어서 TE 모드를 이용하여 빛으

로 하 도 진동을 일으켜 라모닉 특성이 유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TE 모드에 해

서는 폭에 따라서 일정한 손실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TM 모드에 해서는 도 로 폭이 600 

nm 이상에서는 손실이 지만 도 로 폭이 400 nm

에서는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속 표면에 존재하는 라즈몬 

를 외부 입력 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라즈모

닉 도 로 구조를 제안하 고, 제안된 라즈모닉 

도 로에서 라즈몬 의 생성은 FDTD 방법을 

통해 분석하 다. 라즈모닉 도 로의 미세 패턴은 

E-beam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제작하 고, 속 코

 공정은 일반 컨택 노  장비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하 다.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는 2에서 10 

µm까지 가변하고, 도 로 폭은 400 nm에서 700 nm

까지 가변해서 제작하 다. 제작된 라즈모닉 도

로에서  모드를 확인하 으며, 한 도 로 폭에 

따른 손실도 측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최 화된 라즈모닉 도 로의 길이는 10 µm이고 

폭은 600과 700 nm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 된 라즈모닉 도 로 구조는 

향후  소자를 구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다른 소자와 집 화를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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