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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격 감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탐지 및 감시정찰로 제한되었던 기존

의 레이다 시스템에서 다기능 및 다중대역 감시와 같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uga@gmail.com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이 고도화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레이다를 포함한 전자소자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광자기반 마이크로파기술이 제안되고 있

다[1,2]. 제안된 기술은 광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 및 처리하는 기술로, 레이저에서 발생한 

광신호를 마이크로파 대역의 신호로 전광(electro-optic) 
변조하거나 복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광학 변조

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전자소자 기반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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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photonic-based microwave system technology is described, and a traveling-wave electro-optic 
modulator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as a key component. The fabricated modulator is composed of a metal 
diffusion waveguide for optical transmission and a planar waveguide electrode on lithium niobate substrate for 
microwave transmission. The electro-optic response bandwidth of I and Q channels in a fabricated dual parallel 
Mach-Zehnder modulator were measured for 27.67 and 28.11 GHz, respectively. Photonic four times up-converted 
X-band frequency and linear frequency modulated signal were confirmed using the fabricated electro-optic 
modulator by S-band input signal. The confirmed broadband signal can be applied to a microwave system for 
surveillance and high-resolution IS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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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주파수 상향/하향변환이 용이하고 광대역의 

신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경량

화 및 저손실로 구성된 송신 채널로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며, 수신 채널에서는 높은 신호 대 잡음비로 복

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파 광원을 이용한 광자기반 마

이크로파 송수신 시스템의 핵심소자인 진행파형 전광

변조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XX-대역 

Linear Frequency Modulation(LFM) 신호 생성을 확인하

였다. 제작된 진행파형 전광변조기는 LiNbO3 기판에 

광전송을 위한 Ti 확산도파로와 마이크로파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평면도파로 전극으로 구성된다.

2. 광자기반 X-대역 송수신 시스템 설계

  Fig. 1은 광자기반 X-대역 송수신기의 개념도를 보

여준다. 제안된 송수신기에서 송신부는 연속파형 레이

저 다이오드 및 파형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IQ
변조기인 이중 마흐젠더 변조기(Dual Parallel Mach- 
Zehnder Modulator, DPMZM)에서 파형발생기의 기준신

호를 원하는 X-대역으로 상향 변환하여 변조된 송신 

주파수를 생성한다. 증폭된 송신신호는 송신안테나를 

통해 방사되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는 수신안테나로 

들어오게 된다. 송신 및 수신된 신호는 수신부의 위상

변조기(Phase Modulator, PM)에서 복조되고, 이 후 신

호처리과정을 통해서 표적의 위치 및 속도 등의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3].

    Fig. 1. Schematic of photonic-based X-band 

transceiver system

  광자 기반 송수신 시스템은 기존 송수신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전자적 디지털 신호생성기(Direct Digital 
Synthesizer, DDS) 방식이 아닌 레이저 신호원과 광변

조기인 DPMZM 등의 광소자를 이용하여 광대역 특성

을 도출한다. 우선,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1)

여기서 는 인가된 신호의 크기, 는 레이저 주파수

이다. 레이저 신호원과 기저대역에서 중심주파수와 일

정 대역폭을 갖는 신호는 DPMZM으로 인가되며, 레

이저 신호원에서 인가된 신호는 IQ변조기인 DPMZM
의 전압조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호로 변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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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입력주파수, 은 DPMZM에서 변조상

수 차수,  는 Bessel 함수에서   차수를 의

미한다. 식 (2)에서 2차 이상의 고주파 신호원이 매우 

작으므로 식 (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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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3)

  위의 식과 같이 중심주파수에서 일정 대역폭을 갖

는 마이크로파 입력신호는 DPMZM을 거쳐 4배 상향 

변환된다. 광소자 기반을 이용하여 생성된 파형은 기

존의 송수신 시스템에서의 믹서 및 필터 등과 같은 전

자소자 없이 생성될 수 있으며, 광신호원 및 DPMZM
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신파형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

게 중심주파수, 대역폭, chirp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성된 파형은 송신 광검출기를 통하여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 송신안테나를 통해 표적으로 방사되며, 표

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는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된다. DPMZM을 거친 송신 광신호와 수신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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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들어온 수신 전기신호는 PM으로 인가되며, 
비팅 주파수(beating frequency)를 생성하고 수신 광검

출기를 거쳐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변환된 전기신호는 

신호처리 되고 이를 이용하여 표적의 거리 및 ISAR 
영상을 획득한다.

3. 확산도파로를 이용한 LiNbO3 전광변조기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송수신시스템의 송신부에서는 

광캐리어 주파수를 마이크로파 대역의 전기신호를 이

용하여 광변조를 하는데 이때 전광변조기는 마이크로

파 대역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핵심소자이다. 광

캐리어 주파수의 변조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신호를 

직접 변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으나, 장거리 전송

을 위해서 외부 변조를 이용한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LiNbO3 광변조기는 안정적인 고속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5].

3.1 금속 확산방식을 이용한 광도파로 설계

  LiNbO3은 퀴리 온도(Tc ~ 1142 °C) 이하에서 강유전

체 성질을 갖고 있으며, 높은 퀴리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온도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LiNbO3는 전기광학텐서 중 의 값이 크면서 수평과 

수직 모두 전광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조효율을 

고려하여 방향의 굴절률 변화를 이용한다. 이를 이

용하여 진행파형 전극을 갖는 변조기 구조로 제작할 

경우 30 GHz 이상의 대역까지 작동하는 전광변조기 

구현이 가능하다[6].
  LiNbO3 기판을 이용한 광변조기에서 광전송을 위한 

광도파로는 리튬 외부 확산도파로, 이온주입도파로, 
양자교환 도파로, 티타늄 내부 확산도파로 등 여러 방

법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으로 제조공정이 용이한 LiNbO3 기판에 금속 티타늄

을 증착하여 확산시킨 채널형 내부 확산도파로의 특

성을 연구하였다.
  금속 확산 도파로 방식은 광도파로를 형성하려는 

부분에 금속을 증착한 후 고온에서 금속을 내부로 확

산시켜 광도파로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확산 전 선폭, 
두께, 그리고 확산시간 및 확산 분위기 등의 변수에 

따라 광도파로의 성능이 결정되어진다. Fig. 2는 z-cut 
LiNbO3 위에 확산 전에 증착된 티타늄 박막과 확산에 

의해서 광도파로가 형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는 확산 전 티타늄 패턴의 폭,  는 두께이다.

  Fig. 2. E-field of titanium diffusion waveguide in 

z-cut LiNbO3

  티타늄 확산은 확산온도, 확산시간과 같은 확산변수

에 변화에 의해 매우 다르게 나타는데, LiNbO3 기판

에서 시간에 따른 티타늄 확산길이는   

과 같으며, 는 확산계수 이다. 일반적으로 티타늄 

박막(100~1000 Å)의 확산은 900 내지 1150 ℃ 범위의 

온도에서 반응성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행되며, 
확산시간은 0.5 내지 30 시간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연구에서 확산계수가 보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파장 

1550 nm의 단일모드 광섬유와의 커플링을 고려하여 

z-cut 기판에서 y방향으로 진행하는 티타늄 금속 확산 

광도파로 제작을 위하여   = 2.19 × 10-4 μm2/s,   

= 1.7 × 10-4 μm2/s의 확산계수를 이용하였다[7].
  확산도파로에서 확산길이가 티타늄에 두께에 비해 

충분히 크면서 티타늄이 모두 확산되도록 충분한 시

간동안 내부 확산을 수행했을 때 확산도파로 내의 굴

절률 변화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8].

∆   (4)

여기서  와  는 분산계수 및 분산지수로 실

험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굴절률은 확산도파로의 티타

늄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며, 분산방정식에 의해 확산

길이에 따른 확산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 3은 증착된 티타늄의 너비를 변화시켰을 때 확

산방향에 따른 티타늄 확산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초

기 확산변수는 티타늄 두께 750 Å을 1025 ℃에서 9시
간 확산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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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Ti Concentration according to vertical and 

lateral position for different titanium width

  









 

 





  

  
 (5)

  Fig. 4는 형성된 확산도파로에서 티타늄 폭() 6 μm
에서의 전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확산도파로의 경우 

서로 다른 확산계수로 인하여 비대칭인 형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단일모드 광섬유와의 커플링을 고려

하여만 삽입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단일모드 광섬유와 

확산도파로의 커플링 효율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10].

    Fig. 4. Calculation of normalized E-field of Ti 

diffusion waveguide

 
  



  
  

 


 (6)

여기서, 2는 단일모드 광섬유의 모드직경이다. 모드

직경 10 um의 1550 nm 단일모드 광섬유에서 계산된 

커플링 효율은 -2.5036 dB이며, 확산도파로의 대칭도 

 은 0.9905, 이심율   은 

1 이었다. 따라서, 계산된 티타늄 확산도파로는 단일

모드 광섬유와 매우 잘 결합될 수 있다.

3.2 진행파 전극 설계

  Fig. 5는 제작을 위한 진행파형 전광변조기의 전극 

형상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진행파형 전광변조기는 

Ti 확산도파로와 Coplanar Waveguide(CPW) 전극으로 

구성되며, Au으로 이루어진 전극은 두 전파의 속도부

정합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된 SiO2 박막 위에 위치하

며, 확산도파로는 LiNbO3 기판 내부에 존재한다[11].

Fig. 5. Cross section view of coplanar traveling-wave 

electrode for LiNbO3 electro-optic modulator

  진행파형 전광변조기의 광대역 성능을 얻기 위해서

는 진행파형 전극의 낮은 마이크로파 손실과 광파와 

마이크로파의 위상속도 정합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

는데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파형의 전극을 설

계하였다. Fig. 6은 전광변조기의 전극을 설계하기 위

하여 등각사상좌표계 방식[12]을 이용한 결과로 전극 

금속의 두께 20 um, SiO2 유전층 두께 1.5 um 일 때 

전극의 폭()과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유효굴절률

과 특성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Fig.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된 광도파로의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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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2.33을 진행하는 광파의 위상정합과 전파의 특성임

피던스 50 Ω 매칭을 동시에 만족하기 매우 어렵다. 하

지만 광대역 광변조기에서는 광파와 전파를 위상정합

하여 전광변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도파로의 유효굴절률 부근에서 전극의 폭과 간격을 

설정하였다. 광파의 단일모드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폭() 10 um, 간격() 10~20 um 설정하였고 이 영역

에서 특성임피던스는 약 30~37 Ω의 범위를 갖는다.

Fig. 6. Calculated effective refractive index(top) and 

characteristic impedance(bottom) of CPW 

electrodes with SiO2 buffer layer

  Fig. 7은 CPW 전극의 폭과 간격이 각각 10 um, 20 
um 그리고, 그라운드 폭 100 um 일 때 전극의 길이가 

1 cm인 경우 측정된 전파특성의 결과이다. X-대역 이

상을 포함하는 20 GHz 주파수 대역까지 반사계수 및 

투과계수가 -15 dB 및 -3 dB이하로 측정되었기 때문

에 낮은 전파손실로 마이크로파는 금속 전극에서 도

파될 수 있다. 측정된 산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전

파의 굴절률을 Fig. 8에 도시하였다. 측정된 마이크로

파 전파 굴절률은 X-대역 내에서 2.35로 계산된 Fig. 
6에서 계산된 굴절률과 2 % 정도의 오차를 보이기 

때문에 2 GHz 이상의 대역에서 광파와 전파는 정합

속도의 차이 없이 위상정합이 잘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전극의 구조를 이용하여 제작될 전광변조

기는 20 GHz 이상까지 작동됨을 예상할 수 있다.

 Fig. 7. Measured S-parameters of CPW electrodes 

with SiO2 buffer layer

Fig. 8. Measured microwave refractive index of CPW 

electrode with SiO2 buff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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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NbO3 광변조기 제작 및 측정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송수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전광변조기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DPMZM과 PM이다. 
본 논문에서는 DPMZM의 제작 및 측정에 관하여 설

명할 것이며, PM의 경우 동일한 공정에 의하여 제작

이 가능하다. 4인치 z-cut LiNbO3 기판에 Ti 확산 광도

파로와 전기도금 공정을 통하여 칩이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전광변조기 칩을 패키징한 후 전광변조기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 후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송수신시스템의 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광변조기를 이용하여 X-대역의 LFM신호 생성을 확

인하였다.

4.1 LiNbO3 전광변조기 칩 제작

  전광변조기 칩 공정은 상세공정을 통하여 제작되는

데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확산도파로 

제작, 2단계는 SiO2 증착 및 열처리, 마지막 3단계는 

전기도금 방식의 CPW 금속 전극 증착이다.

(1) LiNbO3 기판에 폭 12 um 두께 750 Å Ti를 증착한 

후 1025 ℃에서 9시간을 확산한다.
(2) 확산 광도파로를 생성한 후 1.5 um 두께의 SiO2 

기판박막을 증착하여 버퍼레이어를 생성한다.
(3) CPW 전극생성을 위하여 Cr/Au(두께 600 Å/20 um)

의 전극을 금속증착과 전기도금 방식을 이용한다.

제작된 DPMZM 칩의 전극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였다. CPW 선폭()은 10.28 um 
그라운드/신호선 간 간격()은 19.87 um, DC 전극은 

16.45 um, 알파스텝을 이용하여 측정된 CPW의 증착 

두께는 20 um 측정되어 공정 허용오차인 ±0.5 um를 

만족함을 Fig. 9와 같이 확인하였다.

19.87
10.28

16.45

 Fig. 9. Microscope images of fabricated CPW(left) 

and DC electrode(right)

4.2 DPMZM 패키징 제작

  DPMZM의 측정을 위해 전광변조기 칩과 광섬유 연

결을 위한 광섬유 블럭, 마이크로파 신호 급전용 서브 

PCB를 본딩하여 하우징을 제작하였으며, 하우징의 크

기는 길이 110 mm, 넓이 42 mm, 높이 11 mm 이다. 
제작에 사용된 서브 PCB의 형상을 포함한 내부레이

아웃과 제작된 패키징 변조기는 Fig. 10과 같다.
  서브 PCB 기판은 Rogers 4003C를 사용하여 제작되

었으며, 20 GHz 이상의 마이크로파 전송이 가능하도

록 K Female 커넥터와 스트립 라인 형태의 전송선로

를 구성하였다.

Fig. 10. Internal layout image(top) and external 

packaging photo(bottom) of manufactured 

traveling-wave DPMZM

4.3 제작된 DPMZM의 성능측정결과

  제작된 DPMZM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신호 

삽입손실, 반파전압, 전광변환대역폭과 같은 주요 항목

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중심파장 1550 nm에서 

100 kHz의 선폭을 갖는 광원과 Keysight사의 Lightwave 
Component Analyzer N4373D을 이용하였다.
  우선, 광 삽입손실 측정을 위해 DPMZM에 인가되

는 DC 전원공급기의 전압을 DPMZM을 지나서 출력

된 광신호가 최대 투과조건이 되도록 설정 후 광원의 

입력 신호 크기 대비 출력 광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삽입손실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DPMZM의 광 삽입손

실의 측정 결과 6.7 dB로 확인되었다. 3.1절에서 계산

된 단일모드 광섬유와의 커플링 손실을 입출력단 양

방향에서 고려하고 칩 내부의 도파손실 1.3 dB를 고

려하면 광패키징 손실은 약 0.4 dB로 매우 작다.



이민우 ․ 류성준 ․ 배영석 ․ 장성훈 ․ 유준형 ․ 신진우

61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6호(2021년 12월)

  제작된 DPMZM의 구동전압인 반파전압 Vπ측정을 

위해 DPMZM에 인가되는 파형발생장치의 출력 전압

을 변화 시키면서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 베셀함수의 

출력 형태를 나타내도록 설정한 후 I/Q 채널의 구동

전압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구동 전압은 I 채

널 7.5 V, Q 채널 7.75 V 이다.
  전광변환 대역폭 측정의 경우 교정된 네트워크 분석

기를 이용하여 DPMZM의 반사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전광 대역폭의 Intensity Response는 I채널 27.67 
GHz, Q채널 28.11 GHz로 Fig. 11과 같이 확인되었다.

    Fig. 11. Intensity EO response of I(top) and 

Q(bottom) channel for the modulator

  제작된 DPMZM의 변조기의 경우 K-대역까지의 입

력신호를 변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W-대역

까지의 체배된 광변조 신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파 대역 시스템에서 송신부 설계까지 활용할 

수 있다.

5. 광자기반 X-대역 LFM 신호생성 확인

5.1 광자기반 주파수 상향변환

  제작된 DPMZM을 이용하여 광자기반 주파수 상향

변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신호로 S-대역 연속파 

신호를 입력한 후 광검출기의 전기신호를 스펙트럼으

로 측정하였다. 상향변환되어 생성된 주파수는 입력주

파수의 4배에 해당하는 X-대역 신호로 측정된 신호는 

다음의 Fig. 12와 같다.

  Fig. 12. Photonic-based up-converted microwave 

signal

5.2 광자기반 X-대역 LFM신호 생성

  광자기반 X-대역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제

작된 DPMZM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광자기반 X-대역 

LFM신호 생성을 확인하였다. LFM신호 생성 및 대역

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신호로 Fig. 13과 같이 S-
대역에서 일정 대역폭을 갖고 있는 선형주파수변환

(Linear Frequency Modulated Continuos Wave, LFMCW)
된 신호를 입력하여 변조된 주파수를 스펙트럼분석기

를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X-대역 중심주파수에

서 4배 넓어진 대역폭을 갖는 신호로 출력되어 원하

는 주파수 상향변환 및 LFM 신호 생성을 Fig. 14와 

같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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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Input LFM microwave signal for photonic- 

based up-converting method

     Fig. 14. Photonic-based up-converted LFM 

microwave signal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속파 광원을 이용한 광자기반 마

이크로파 송수신 시스템 기술을 설명하고 핵심소자인 

진행파형 전광변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진행파형 전광변조기는 LiNbO3 기판에 광전송을 위한 

Ti 확산도파로와 마이크로파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평면도파로 전극으로 구성된다. 제작된 DPMZM의 전

광변환 대역폭의 경우 I채널 27.67 GHz, Q채널 28.11 

GHz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작된 전광변조기를 이용하여 광자기반 주파

수 상향변환 및 LFM신호 생성을 확인하였다. S-대역

의 입력신호는 전광변조기의 상향변환을 통하여 X-대
역 신호로 변조되었으며, S-대역의 중심주파수에서 일

정한 대역폭을 갖는 입력신호는 전광변조기를 거쳐 4
체배 되어 X-대역 중심주파수에서 대역폭 또한 4배 

넓어진 신호로 변조되었다. 넑은 대역폭을 갖는 LFM 
신호는 고해상도 ISAR 영상을 얻기 위한 마이크로파 

송수신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제작된 전광변조기

는 X-대역 이상의 K-대역 송수신시스템까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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