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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waveguide Phase Modulators Based on  
High-refractive-index Fluorinated Poly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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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inated polyimide has excellent light transmittance and a high optical refractive index, and is useful for producing optical-waveguide phase 
modulators with low optical loss and low electric power consumption. In this work, an optical-waveguide phase modulator is designed and fabricated 
based on a high-refractive-index fluorinated polyimide, and its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An efficient protocol for characterizing the loss 
components of the optical waveguide is proposed, and the propagation loss of the fabricated polyimide optical waveguide is confirmed to be 0.9 dB/cm. 
The phase modulator requires 9.1 mW of power for phase change of π, and the response time is 290 µs, which is improved by tenfold compared to a 
previous demonstration of polymeric phase mod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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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폴리이미드는 우수한 광투과율과 광학적 굴절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폴리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는 광손실이 

작고 저전력으로 안정적인 위상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굴절률 불화폴리이미드를 이용하여 광도파로 위상변조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도파로를 제작하여 손실을 측정하기에 효율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작된 폴리이미드 광도파로의 전

파손실은 0.9 dB/cm로 확인되었다. 위상변조기는 π 위상변화를 위해 9.1 mW의 전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기존 폴리머 위상변조기 대비 응답

속도가 10배 정도 향상된 290 µs 정도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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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폴리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는 위상배열 라이다(LiDAR), 

5G용 파장가변 레이저, 폴리머 광 IC 전류센서 등의 기술에

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1–4]. 폴리머 광도파로 소자는 높은 열

광학 효과와 우수한 단열(heat isolation) 특성으로 인해 작은 

전력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위상 변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1]. 

특히, 어레이 형태의 다채널 위상변조기 소자를 필요로 하는 

소형 광 IC 빔스캐너 소자에서 폴리머 위상변조기가 지니는 

저전력 구동과 채널간 낮은 열간섭현상은 큰 장점이 된다. 고

굴절률 폴리머를 이용하여 제작된 광도파로에서는 코어-클래

딩 간의 굴절률 차이를 크게 하여 코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광 IC 소자에서 광부품들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소형화된 광 IC 소자를 이용하여 열광학 위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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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의 응답속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된다.

폴리이미드는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반도

체 소자의 패시베이션 층(passivation layer)을 비롯한 다양

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5–7]. 불소치환 폴리

이미드의 경우 OLED 디스플레이의 기판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

으며, 굴절률이 높고, 광투과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7–9]. 

폴리이미드를 이용하여 열적안정성이 우수한 폴리머 광 IC 소

자를 제작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다수 있으나, 불소치

환된 폴리이미드 재료를 이용한 광 IC 소자는 아직까지 충분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10].

본 연구에서는 고굴절률 불소치환 폴리이미드를 이용하여 

광도파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폴리머의 굴절률을 측정하고, 

광도파로 소자 제작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재료 물성을 확인하였다. 단일모드 광도파로 조건을 만족시키

는 도파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흐–젠더(Mach–

Zehnder) 광도파로 소자를 제작하였으며, 광도파로 위상변

조기의 속도와 전력효율을 측정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기존 

불소치환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폴리머 위상변조기에 비하여 

폴리이미드를 이용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응답속도가 10배 

정도 향상된 290 µs 정도의 상승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재료 특성 확인 및 광도파로 구조 설계

불화폴리이미드 재료의 광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솔루

션 상태의 재료를 실리콘 기판상에 스핀 코팅한 후 열경화하

여 박막을 형성하였다. 박막의 광학적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

해 1,550 nm 파장의 레이저와 gadolinium gallium garnet 

(GGG) 프리즘을 이용한 프리즘 커플링 방식으로 굴절률을 

측정하였다[11]. 박막 위에 프리즘을 가까이 밀착시킨 상태에

서 프리즘을 통하여 레이저 광을 입사시키면, 프리즘과 박막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공기 층과 프리즘의 계면에서 전반사

가 일어나면서 감쇠장(evanescent field)이 형성된다. 빛이 

특정한 각도로 프리즘에 입사하게 되면 감쇠장과 박막의 도

파 모드 간의 공간 위상변화 주기가 일치하면서 박막으로의 

강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측정된 각도와 박막의 모

드 분산식을 이용하여 굴절률을 계산한다. 1,550 nm 파장에

서 폴리이미드 재료의 TE와 TM 편광에 대한 굴절률은 각각 

1.5613과 1.5543으로 측정되었으며, 복굴절이 0.007만큼 존

재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광도파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성으로서, 경화된 폴리이미드 필

름이 포토레지스트와 현상액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코어와 클래딩 재료 간의 굴절률 차이가 큰 경우, 채널형 단

일모드 광도파로를 제작하려면 코어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립 구조의 광도파로를 이용하면 코

어의 크기를 많이 줄이지 않고도 단일모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12,13]. 그림 1(a)와 같은 립 구조 광도파로에 대하여 유효

굴절률 법을 이용하여 단일모드 광도파로 조건을 설계하였다. 

하부 클래딩인 SiO2의 굴절률은 1.4458, 코어 층으로 사용한 

폴리이미드의 굴절률은 1.5613, 상부 클래딩으로 사용가능한 

ZPU455 폴리머(ChemOptics, Daejeon, Korea)의 굴절률

은 1.4550으로 설정하였다. 립 구조 광도파로 모드의 유효 굴

절률은 그림 1(b)와 같이 평면 광도파로의 유효 굴절률을 두 

단계에 걸쳐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먼저 하부 클래딩-

코어-상부 클래딩의 삼층 구조에서 TE, TM 편광에 대하여 코

어 두께에 따른 광도파로 분산 관계를 풀어 그림 1(c)와 같이 

코어 두께에 따른 평면 광도파로 모드의 유효 굴절률을 계산

한다. 코어의 두께(tc)가 3.8 µm인 경우 3개의 모드(n01, n02, 

n03)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측면부 코어

의 두께(tlc)를 1.6 µm로 설정하게 되면, 평면 광도파로 모드

의 유효굴절률은 n11, n12 값을 가지게 되며, 이때 n11값이 n02, 

n03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n02, n03에 해당하는 모드는 수평방

향으로 광도파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n01과 n11값

을 이용하여 평면 광도파로 분산관계를 코어 폭 변화에 따라 

구해보면 그림 1(d)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 결과에

서 단일모드만 존재하는 광도파로의 폭을 결정하게 되면 단일

모드 조건을 만족하는 립구조 광도파로를 설계할 수 있다. 광

도파로 폭이 3 µm인 경우 단일모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며, 이

를 위하여 코어 두께가 3.8 µm이고 측면부 코어 두께가 1.6 

µm이고 광도파로 폭이 3 µm일 때 단일모드 조건을 만족시키

게 되며, FIMMWAVE 소프트웨어(Photon Design, Oxford, 

UK)를 사용하여 계산된 TE, TM 모드 프로파일은 각각 그림 

1(e)와 그림 1(f)와 같다.

열광학 위상변조기의 전력 효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림 

2(a)와 같이 2D 열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히터의 길

이가 L인 열광학 위상변조기에서 ∆ϕ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ff2
h

dN T L
dT

πφ
λ

Δ = ⋅ ⋅ Δ ⋅  

  

 (1)

여기서 λ는 입사광의 파장, dNeff / dT는 히터의 온도변화에 

대한 모드의 유효 굴절률 변화율, ∆Th은 히터의 온도변화를 의

미한다. 위상변화를 π만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 Pπ는 히

터의 온도를 1 ℃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단위길이당 전력 p, 

히터의 길이 L, 위상변화를 π만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히터

의 온도 변화 ∆Th
π의 곱으로, Pπ = p·L·∆Th

π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단위시간, 단위온도, 단위길이당 히터에 인가된 에너지인 

p는 히터의 온도가 1 ℃만큼 상승했을 때 방열판(heat sink)

까지의 단위길이당 열전달율(rate of heat flow, Q' = dQ/dt)과 

같다. 열전달율은 히터과 방열판 사이의 각각의 재료의 두께

와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κ)을 이용하여 퓨리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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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 법칙(Fourier’s law of heat conduction)을 통해 계

산된다. 식 (1)로부터 ∆Th
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ff( )
2h

dNT L
dT

π λΔ = ⋅  

  

 (2)

식 (1)에 식 (2)를 대입하여 Pπ를 구해보면,

eff( )
2

dNP p
dTπ

λ= ⋅  

  

 (3)

로 표현된다. 히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위상변화를 일으키는 

광도파로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고, π 위상변화를 위해 필요한 

단위길이당 히터의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여 감소하므로 위상

변조기의 Pπ는 히터의 길이에 무관하게 일정하다.

각 재료의 열전도율과 열광학계수(thermo-optic coef-

ficient)를 고려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온도 변화에 

대한 모드의 유효굴절률 변화(dNeff / dT)를 OptoDesigner 소

프트웨어(Synopsys, CA, USA)를 이용하여 구하고, 이로부터 

식 (2)를 이용하여 ∆Th
π를 계산하였다[14].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Fig. 1. Waveguide design using effective index method. (a) Rib structure waveguide cross-section. (b) Effective index calculation procedure. (c) 
Effective index calculation results with varying thickness of the waveguide. (d) Effective index calculation results with varying width of the wave-
guide. (e) TE, and (f) TM mode profiles.

Fig. 2. Thermo-optic simulation results. (a) Waveguide structure for 
thermo-optic and heat transfer simulation. (b) Temperature changes 
of the heater and the core when heat is applied to the micro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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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료의 두께, 열전도율, 열광학계수는 표 1과 같이 설정하

였으며, 실리콘 기판의 바닥면은 방열판으로 설정하였고, 상

부 클래딩 위에 Au 히터를 두어 열분포를 관찰하였다. 3 mm 

길이의 히터가 있는 위상변조기에서 ∆Th
π는 8.9 ℃, 코어 중심

부의 온도 변화는 2.4 ℃이며, 이러한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9.2 mW의 전력을 3 mm 길이의 히터에 인가해주

어야 한다.

열광학 위상변조기의 응답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COM-

SOL 소프트웨어(COMSOL, Stockholm, Sweden)를 이용하

여 FDTD 방식의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재료의 

비열(specific heat capacity, CP)과 밀도(ρ)는 표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단계 펄스 입력에 의해 히터의 온도를 ∆Th
π만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과도응답(transient response)을 계

산하였다. 히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코어의 온도 변화는 그림 

2(b)와 같다. 코어 온도의 10–90% 상승 및 90–10% 하강시간

은 264 µs로 계산되었다.

Ⅲ. 광도파로 위상변조기 제작 및 측정 결과

폴리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의 제작과정을 그림 3에 간략

히 보이고 있다. 열산화 공정(thermal oxidation)을 이용하

여 실리콘 웨이퍼에 산화막을 3 µm 두께로 형성한다. 불화폴

리이미드와 실리콘 옥사이드 표면 기판과의 접착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처리 후, 0.1%의 

APTES 용액에 웨이퍼를 30초간 담가 표면처리를 한다. 코어 

재료인 불화폴리이미드를 4000 rpm으로 60초 동안 스핀 코

팅한다. 이후 온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 300 ℃에서 30

분간 열경화하여 3.8 µm 두께의 박막을 제작한다. 포토리소

그래피 공정을 통하여 폴리이미드 박막 상부에 포토레지스

트를 이용하여 광도파로 코어 패턴을 형성한 후, 산소 플라즈

마 에칭 공정을 통하여 2.2 µm만큼 식각하여, 1.6 µm의 측

면부 코어를 남긴 코어 패턴을 형성한다. 상부 클래딩 폴리머

를 스핀코팅하고, UV 경화 후 열경화하여 광도파로를 완성한

다. 광도파로 상부에 마이크로 히터를 제작하기 위해 Cr/Au

를 10/100 nm만큼 증착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습식 

식각(wet etching) 방식으로 히터 패턴을 형성한다. 웨이퍼를 

다이싱한 다음, 단면을 연마하여 광도파로 소자를 완성한다. 

완성된 광도파로 소자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그림 4와 같다.

단일 모드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광도파로에 커플링시켜 

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셋업을 그림 5(a)와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used for themo-optic effect calculation and heat transfer simulation

Material Thickness
[µm]

Thermo-optic simulation Heat transfer simulation
Thermal conductivity  

(κ) [W/m·K]
Thermo-optic  

coefficient [K−1]
Specific heat  

capacity (Cp) [J/kg·K] Density (ρ) [kg/m3]

Air 15 0.02 - 1005 1.2
Gold 0.1 150 - 129 19300

ZPU455 4 0.20 −1.8·10−4 1466 1200
Polyimide 3.8 0.12 −1.5·10−4 1140 1420

SiO2 3 1.40 1.5·10−5 1000 2270
Si 15 140 2.0·10−4 700 2329

Fig. 3. Fabrication process.

Fig. 4. Microscopic images of the fabricated Mach–Zehnder wave-
guide device. (a) Overview. (b)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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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파로 소자의 전파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컷백(cut-back) 공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길이의 광도파로에 

대한 손실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그림 5(b)에 보인 서로 다른 길이와 벤딩 각도(bend-

ing angle)를 가지는 여러 개의 광도파로를 인접한 공간에 함

께 제작하여 측정함으로써 광도파로 소자가 지닌 전파 손실 

(propagation loss), 벤딩 손실(bending loss), 입출력 결합 

손실(coupling loss)을 한꺼번에 손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그

림 5(a)의 셋업에서 DUT를 제외한 상태에서 입출력 광섬유를 

정렬하여 측정 셋업의 광손실을 먼저 측정한 다음, 이 값만큼 

그림 5(a)의 셋업의 측정값에서 감하여 구한 삽입 손실을 그림 

5(c)에서 표현하였다. 광도파로의 삽입 손실(Lt)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되며,

2t pL L Nα β γ= ⋅ + ⋅ + ⋅  

  

 (4)

이때, a는 광도파로의 전파손실, Lp는 전파 길이, β는 90° 벤

딩에 의한 벤딩 손실, N은 90° 벤딩의 개수, γ는 광섬유와 광

도파로의 결합 손실이다. 여러 개의 광도파로에 대한 삽입손

실을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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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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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x = B   (5)

각 광도파로의 전파길이(Lp)와 90° 벤딩의 개수(N)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식 (5)는 변수의 개수보다 제약조건의 개수가 

많은 과도결정계(overdetermined system)로 볼 수 있다. 이

를 만족하는 하나의 해는 존재하지 않으나,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소제곱

해(least squares solution)를 구할 수 있다[15]. 여러 번의 근

사를 반복하여 최소제곱해를 찾기 위해 MATLAB 소프트웨어

에서 제공되는 LSQR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16]. 표 2에서 보

인 8개의 광도파로 삽입 손실 측정 결과들을 이용하여 계산

된 광도파로의 전파, 벤딩, 결합손실은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TE 편광과 TM 편광에 대한 전파 손실의 최적 추정치는 각각 

0.91, 0.85 dB/cm로 계산되었다.

위상변조기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위상변화를 광 세기 변

화로 나타내어 주는 MZ 간섭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림 4(a)에서 보인 바와 같은 소자를 제작하여 위상변조기 특

성을 측정하였다. 열광학 MZ 위상변조기의 위상변조 특성

은 그림 6(a)와 같은 측정 셋업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측

Fig. 5. Loss measurement protocol. (a) Device loss measurement setup and (b) patterns for efficient loss measurement. The measured data are 
plotted in (c) and line fitted for both the TE and TM polarizations. DFB, distributed feedback laser; PC, polarization controller; SMF, single mode 
fiber; DUT, device under test; OPM, optical power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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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를 그림 6(b)에 나타내었다. MZ 위상변조기의 소광비

(extinction ratio, ER)는 23.6 dB로 측정되었고, 구동전력

(Pπ)은 9.1 mW로 측정되었으며, 설계 값인 9.2 mW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상승/하강 시간은 290 µs로 측정되었으며, 

시뮬레이션에서 폴리머 재료의 비열과 밀도가 실제 값과 차이

가 있어,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은 값과의 오차는 10% 이내로 

나타났다.

열광학 효과를 이용한 광도파로 소자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17,18]. 

광도파로 코어의 크기를 줄여 폴리머 필름의 전체 두께를 줄

일 수록 열광학 효과의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다.

Fig. 6. Response time measurement. (a) Setup and (b) measurement result. DFB, distributed feedback laser; PC, polarization controller; MZ, 
Mach–Zehnder; PD, photo detector.

Table 2. Waveguide loss measurement results

Waveguide 
number

Waveguide 
length [cm]

Bend angle 
[°]

IL (TE)  
[dB]

IL (TM) 
[dB]

0 1.300 0 10.53 10.05
1 1.300 0 10.53 10.03
2 1.331 90 10.63 10.09
3 1.528 180 11.30 10.78
4 2.428 180 11.93 11.34
5 3.067 360 12.88 12.35
6 3.134 360 12.65 12.28
7 3.757 360 13.51 12.86
8 3.757 360 13.58 13.09

Table 3. Waveguide loss analysis results using the LSQR algorithm

Polarization TE TM
Propagation loss (a) 0.9089 0.8529

90° bend loss (β) 0.1748 0.2058
Coupling loss (γ) 4.6797 4.4513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polymer-based thermo-optic waveguide devices

Reference Polymer film  
thickness [µm]

Heater  
length [mm]

Power consumption 
[mW]

Response  
time

Extinction  
ratio [dB]

[1] 18 2 2.5 12.7 ms >20
[17] 25 1 29 7 ms 70
[18] 8 0.3 1.9 700 µs 28.6

This work 5.6 3 9.1 290 µ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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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새로운 불화폴리이미드 재료를 이용하여 광도파로 위상변

조기를 제작하는 실험을 최초로 수행하였다. 광도파로 손실 

측정을 위한 패턴과 손실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작된 광

도파로의 전파손실은 0.9 dB/cm로 측정되었다. 광도파로 위

상변조기의 소광비는 23.6 dB, 구동전력은 9.1 mW로 측정

되었고, 응답시간은 290 µs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폴리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의 응답시간을 10배로 향상시킨 

결과로, 폴리머 OPA소자에 적용한다면 빠른 빔 조향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소자 구조 최적화를 통해 응답시간을 더

욱 단축시킬 것이다.

감사의 글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References

1. S.-M. Kim, T.-H. Park, C.-S. Im, S.-S. Lee, T. Kim, and M.-C. 
Oh, “Temporal response of polymer waveguide beam scanner 
with thermo-optic phase-modulator array,” Opt. Express 28, 
3768-3778 (2020).

2. C.-S. Im, S.-M. Kim, K.-P. Lee, S.-H. Ju, J.-H. Hong, S.-W. 
Yoon, T. Kim, E.-S. Lee, B. Bhandari, C. Zhou, S.-Y. Ko, Y.-H. 
Kim, M.-C. Oh, and S.-S. Lee, “Hybrid integrated silicon ni-
tride polymer optical phased array for efficient light detection 
and ranging,” J. Light. Technol. (to be published).

3. T.-H. Park, S.-M. Kim, E.-S. Lee, and M.-C. Oh, “Polymer 
waveguide tunable transceiver for photonic front-end in the 5G 
wireless network,” Photonics Res. 9, 181-186 (2021).

4. S.-M. Kim, T.-H. Park, G. Huang, and M.-C. Oh, “Bias-free 
optical current sensors based on quadrature interferometric in-
tegrated optics,” Opt. Express 26, 31599-31606 (2018).

5. A. S. Hicyilmaz and A. C. Bedeloglu, “Applications of poly-
imide coatings: a review,” SN Appl. Sci. 3, 363 (2021).

6. D.-J. Liaw, K.-L. Wang, Y.-C. Huang, K.-R. Lee, J.-Y. Lai, and 
C.-S. Ha, “Advanced polyimide materials: syntheses, physical 
properties and applications,” Prog. Polym. Sci. 37, 907-974 
(2012).

7. J. Chen and C. T. Liu, “Technology advances in flexible dis-
plays and substrates,” IEEE Access 1, 150-158 (2013).

8. L. Tao, H. Yang, J. Liu, L. Fan, and S. Yang,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ly optical transparent and low dielec-
tric constant fluorinated polyimides,” Polymer 50, 6009-6018 
(2009).

9. S. Ando, “Optical properties of fluorinated polyimides and 
their applications to optical components and waveguide cir-
cuits,” J. Photopolym. Sci. Technol. 17, 219-232 (2004).

10. J. Yang, Q. Zhou, and R. T. Chen, “Polyimide-waveguide-based 
thermal optical switch using total-internal-reflection effect,” 
Appl. Phys. Lett. 81, 2947-2949 (2002).

11. R. Ulrich and R. Torge, “Measurement of thin film parameters 
with a prism coupler,” Appl. Opt. 12, 2901-2908 (1973).

12. R. A. Soref, J. Schmidtchen, and K. Petermann, “Large single-
mode rib waveguides in GeSi-Si and Si-on-SiO2,” IEEE J. 
Quantum Electron. 27, 1971-1974 (1991).

13. S. P. Pogossian, L. Vescan, and A. Vonsovici, “The single-
mode condition for semiconductor rib waveguides with large 
cross section,” J. Light. Technol. 16, 1851-1853 (1998).

14. R. K. Gupta and B. K. Das, “Performance analysis of metal-
microheater integrated silicon waveguide phase-shifters,” OSA 
Continuum 1, 703-714 (2018).

15. P. Drineas, M. W. Mahoney, S. Muthukrishnan, and T. Sarlós, 
“Faster least squares approximation,” Numer. Math. 117, 219-
249 (2011).

16. C. C. Paige and M. A. Saunders, “LSQR: An algorithm for 
sparse linear equations and sparse least squares,” ACM Trans. 
Math. Softw. 8, 43-71 (1982).

17. Y.-O. Noh, C.-H. Lee, J.-M. Kim, W.-Y. Hwang, Y.-H. Won, 
H.-J. Lee, S.-G. Han, and M.-C. Oh, “Polymer waveguide vari-
able optical attenuator and its reliability,” Opt. Commun. 242, 
533-540 (2004).

18. A. M. Al-Hetar, A. B. Mohammad, A. S. M. Supa'at, and Z. 
A. Shamsan, “MMI-MZI polymer thermo-optic switch with a 
high refractive index contrast,” J. Light. Technol. 29, 171-178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