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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구조를 가지는  집 회로용 2차 궤도 
각운동량  도 로

이인
*
ㆍ김상인

**

A Three-layered Optical Waveguide of Second-order Orbital Angular Momentum 
Mode Guiding for Photonic Integrated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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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1 궤도 각운동량 모드에 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지던  도 로 구조를 개선하여 

반도체 박막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l=1  l=2 궤도 각운동량 모드를 송할 수 있는  집 회로용 실리

콘  도 로를 유한차분법을 통하여 설계하 다. 설계된  도 로는 여러 층의 실리콘과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고유 모드의 합성을 통하여 궤도 각운동량을 가지는 모드를 구 한다. 제안된  도 로

의 2차 궤도 각운동량 모드의 기장 분포를 통한 궤도 각운동량 계산 결과, 궤도 각운동량 양자수가 1차  

2차 각각 l= 0.9642, 1.8766으로 이론치에 매우 근 한 값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pecifically designed waveguide structure that can carry first, and second-order orbital angular 

momentum(: OAM) mode is proposed. The proposed optical waveguide consists of three Si stripes embedded in SiO2, 

which is suitable for implementing on-chip integration and fabrication by standard thin film deposition and etching 

processes. The second-order OAM mode was generated by combining two eigenmodes, which are calculated by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The topological charg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order OAM mode was calculated as 

l=0.9642 and 1.8766 respectively, which is close to the theoret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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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빛이 궤도 각운동량(Orbital Angular Momentum: 

OAM)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진 뒤로, 빛

의 OAM을 기존의 통신에 목시키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1-3]. 이러한 빛의 OAM 특성이 

주목받는 큰 이유 의 하나는, 자 하나당 ±ℏ의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스핀 각운동량(편 )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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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G10, HG01 모드의 합성을 통한 1차 OAM 
모드 생성

Fig. 1 Generation of OAMl=1 by combining HG10, and 
HG01 mode

궤도 각양자수(l)가 다른 무수히 많은 직교하는 상태

를 가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즉 OAM을 이용한 

 신호를 사용하면 제한된 밴드폭에서 데이터 송 

용량을 비약 으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까지 OAM을 이용한 통신에 한 연구는 주

로 섬유, 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 졌

는데, 그 이유는 OAM을 가지는 빛의  모드인 

Laguerre-Gaussian(: LG) 모드가 원통형 좌표계 기반

의  진폭 로 일과 련된 해이기 때문이다. 반

면,  집 회로 분야와 같이 카르테시안 좌표계 기반

의  진폭 로 일인 Hermite-Gaussian(: HG) 모

드와 유사한 해를 가지는 사각형 모양의  도 로에

서는 OAM을 가지는 모드를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진

다. 즉, 물질의 층과 식각에 기반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 가능하고,  집 회로에 활용 가능한 

 도 로에서 OAM을 활용하는 연구에는 많은 기술

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까지 OAM을 이용한  도 로 형식의 연구들

을 보면, HG과 유사한 도 로의 고차모드들을 서로 다

른 상차로 합쳐서 LG 모드를 만드는 LG 분해방식을 

사용해왔다[4-5]. 다만 지 까지 이 방식을 사용한 연

구들은 LG 모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HG 모드들의 칭

성이 사라지는 2차 이상의 고차 OAM 모드들을 만들 

수 없어, 오로지 1차 OAM 모드에만 집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1차 OAM에만 한정

되어왔던  도 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OAM 

모드가 가지는 장 을  집 회로에서 활용하는 방

안으로서 1차  2차 OAM 모드를 송할 수 있는 

도 로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장인 설계  

분석에서 이 까지의 OAM  도 로 분석  2차 

OAM  도 로 설계, 그리고 유한차분법 시뮬 이션 

 각운동량 록스(Angular Momentum Flux)를 통

한 모드 순도 계산을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 언 할 

고차 OAM 모드 생성방법과 분석방법은 향후 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설계  분석

2.1  도 로에서의 OAM 모드 분석

가.  도 로에서의 1차 OAM 모드

지 까지 여러 그룹에서 연구되어온  도 로에서 

OAM을 가지는 모드를 만드는 방법은 주로 상차를 

가지는 두 모드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6], 과 

[7]에서 수식 으로 증명한 바와 같이, l + 1 개의 

HG 모드들을 한 상차와 세기로 합쳐주면, 궤

도 각 양자수 l을 가지는 LG 모드를 만들어 낼 수 있

다. 사각형 모양의  도 로에서는 원통형 모양의  

진폭을 가지는 LG 모드를 여기 시키기가 매우 어려

우나, HG모드의 기장 분포가 기존 사각형 모양의 

 도 로에서의 TE, 혹은 TM 고차 모드와 유사하

다는 에 착안하여 그림 1과 같이 HG10, HG01과 유

사한 기장 분포를 가지는 두 모드의 합성으로 1차 

OAM 모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OAM 모드 생성의 문제는, 1차 이

상의 OAM 모드를 만들기 해서는 3가지 이상의 고

차 모드들을 한 상차와 세기를 가지고 합쳐주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 각각의 모드들의 유효

굴 률이 서로 다를 경우, 생성된 OAM 모드는 도

로 내에서 OAM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행과 함께 다

시 원래의 모드들로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

로 인하여 아직까지 2차 이상의 고차 OAM 모드를 

가지는  집 회로용  도 로는 연구가 제 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도 로에서의 2차 OAM 모드

본 연구에서는  도 로에서 2차 OAM 모드를 만

드는 다른 방법으로서, 기존의 원통형 구조를 가지는 

섬유에서의 기장 모드 분포를 참고하 다. [8]에 

소개된 방법과 같이, 2πl의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 형태의 모드를 π/2 상차로 합쳐 주는 방식으

로도 궤도각 양자수 l을 가지는 LP 모드를 가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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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 OAM 모드 생성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OAMl=2 mode generation

그림 3. 1, 2차 OAM 모드 송을 한  도 로 
구조

Fig. 3 Waveguide structure for guiding OAMl=1,2 mode

드를 만들어  수 있는데, 이를  도 로에 응용하

고자 하 다. 즉, 2차 OAM 모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코사인  사인 형태의  진폭 로 일을 만드는 

모드를 가질 수 있는  도 로를 설계하여 3가지 

HG 모드의 합성을 신하여, 섬유와 마찬가지로 2

가지 모드들의 합성으로 2차 OAM 모드를 만들고자 

하 다. 그림 2는 이와 련된 개념도이다. 

2.2 1차  2차 OAM 모드를 가지는  도 로 

설계

1차  2차 OAM 모드를 가지는  도 로 설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앞서 

기술한 1차 OAM모드에서의 HG01  HG10모드와 비

슷한  진폭 로 일의 모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차 OAM모드를 만들기 한 코사인  사인 형태의 

 진폭 로 일과 유사한 도  모드도 있어야 한다. 

한, 각각의 OAM을 구성하는 두 도  모드가 축퇴 

모드, 즉 모드들의 유효굴 률이 거의 동일하여 도

로 진행 에 다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의 사각형 모양의  도 로에서는 2차 이상의 

고차 모드들을 구성하는 모드들에 한 칭성이 없

기 때문에 1차 OAM모드를 구성하는 HG01  HG10 

의 두 모드에 한해서만 유효굴 률을 같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림 3과 같이 Si

과 SiO2를 번갈아가며 층한  도 로 구조를 설계

하 다.

설계한  도 로는 , 아래의 작은 Si 층과 앙

의 긴 Si 층의 3부분으로 나뉜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코어 사이의 간격 G와 각 코어층의 길이 L1, L2, 각 

코어층의 두께 D1, D2를 조 함으로서 각 모드의 유

효굴 률을 정 하게 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통신 장인 1550㎚ 장

의 TE로 편 된 신호로 OAM모드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HG01 과 HG10모드, LGsin2Φ와 LGcos2

Φ모양의 고유 모드들 각각 유효굴 률이 서로 거의 

같은 값을 가지도록 각 수치를 설계하 다. 한, 같

은 기 에 1차  2차 OAM모드  도 로를 만들어

주기 하여 G, D1,  D2 는 각각 G=35㎚, D1=0.27

㎛, D2=0.28㎛으로 공통된 값을 가지며, L1과 L2는 1

차 OAM 모드  도 로에서 L1=1.1096㎛, L2=1.1096

㎛, 2차 OAM 모드  도 로에서 L1=1㎛, L2=1.28㎛ 

으로 설계하 다.

2.3 유한차분법 시뮬 이션  모드 순도 계산

앞서 설계한  도 로에서 1, 2차 OAM 모드가 

잘 생성됨을 확인하기 하여 Lumerical 사의 mode 

solution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유한차분법을 사용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Si의 굴 률은 3.4, SiO2의 

굴 률은 1.45로 설정하 다. 그림 4와 그림 5에 각각 

1차, 2차 OAM 모드를 만들기 한 각각의 고유 모드

들의 기장 x성분의 값인 |Ex|분포와 각 모드의 

x성분의 상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모드의 필드 분포와 상분포로 보아, 2차 

OAM 모드를 만들기 한 두 모드가 잘 생성되었다 

단할 수 있다. 한 각 모드의 유효 굴 률은 1차 

OAM 모드에서 2.883218, 2.883167, 2차 OAM 모드에

서 2.564499과 2.564433으로 두 OAM을 구성하는 각

각의 모드들에서 모드간의 유효굴 률 차가 1×10
-4
보

다 낮아, 충분히 축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림 6에 두 모드를 상차 π/2를 가지고 합친 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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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 시뮬 이션 결과 (a) 
HG01모드의 |Ex| 분포 (b) HG10 모드의 |Ex| 분포 (c) 
HG01 모드의 x성분 상분포 (d) HG10 모드의 x성분 

상분포
Fig. 4 FDM simulation results of |Ex| distribution of (a) 
HG01 mode (b) HG10 mode; x-component phase 
distribution of (c) HG01 mode (d) HG10 mode

그림 5.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 시뮬 이션 결과 (a) 
LGsin2Φ 모드의 |Ex| 분포 (b) LGcos2Φ 모드의 |Ex| 
분포 (c) LGsin2Φ 모드의 x성분 상분포 (d) LGcos2Φ 

모드의 x성분 상분포
Fig. 5 FDM simulation results of |Ex| distribution of (a) 
LGsin2Φ mode (b) LGcos2Φ mode; x-component 
phase distribution of (c) LGsin2Φ mode (d) LGcos2Φ 

mode

그림 6. 최종 으로 생성된 OAM 모드. 1차 OAM의 
모드의 (a) |Ex| 분포 (b) x성분 상분포. 2차 OAM 

모드의 (c) |Ex| 분포 (d) x성분 상분포 
Fig. 6 Generated OAM mode (a) |Ex| distribution (b) 
x-component phase distribution of l=1 OAM mode; (c) 
|Ex| distribution (d) x-component phase distribution of 

l=2 OAM mode

차  2차 OAM 모드의 필드 분포와 상분포를 나

타내었다.

그림 6의 (a)  (c)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최

종 으로 합쳐진 OAM 모드들의 |Ex| 필드 분포는, 

섬유에서의 모드와 매우 흡사한 원형 모양의 분포

를 가지며,  도 로의 횡단면에서 본 x성분의 상

분포인 그림 6의 (b)와 (d)를 통하여 1차  2차 

OAM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e
(iΦ)
와
 

e
(i2Φ)
 형태의 방

각 상분포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도 로의 OAM 모드의 순

도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LP 모드와의 첩

분(Overlap Integral)을 수행함과 함께  궤도각 

양자수 l을 모드의 필드 분포를 통하여 직  계산하

다. 계산은 일반 으로 주로 사용되는 첩 분식

[9-10]인



∙



 (1)

과 함께 [11]에 소개되어 있는 방식인 직  필드를  

외 하여 체 각운동량 록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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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P 모드의 빔 웨이스트에 따른 OAM 
모드와의 첩 분  

Fig. 7 Overlap integrals between LP mode and 
OAM mode at different beam waists 

와 스핀 각운동량 록스(Spin Angular Momentum 

Flux),







    (3)
에 지 록스(Energy Flux)

 


   (4)

를 구한 뒤 최종 으로 수식(5)를 통하여 각 양자수

를 추출하 다. 

  ×

 


(5)

그림 7에 LP 모드의 빔 웨이스트에 따른 1차  2

차 OAM 모드의 첩 분 값을 나타내었다. 1차 

OAM 모드의 경우, 빔 웨이스트 0.38㎛인 LP모드와의 

첩 분 값이 96.52%, 2차 OAM 모드의 경우에는  

0.34㎛의 빔 웨이스트를 가지는 LP모드와 94.05%의 

첩 분 값을 보 다.  궤도각 양자수 l 한 1차 

OAM 모드는 0.9642, 2차 OAM 모드는 1.8766로 목표

하 던 정수값인 1과 2에 매우 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차  2차 OAM 모드를 송할 수 

있는  집 회로용  도 로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그동안 원통형 구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1차 이외

의 고차 모드를 송할 수 있는  도 로를 제안함

으로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통한 OAM 모드  도

로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 고, 1차  2차 OAM 모

드의  집 회로 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논문

에서는 1, 2차 OAM 모드에 해서만 다루었으나 3차 

이상의 고차 OAM 모드도 설계 여하에 따라 집 회

로용  도 로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첩 분 이외에도  

궤도각 양자수 l을 직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

서 OAM 모드의 순도를 더 정 하게 평가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양자수의 직 인 계산은, 여러 양자수를 

첩하여 사용하는 양자통신  양자집 회로[12-13] 

등과 련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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