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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기지국 측광 송신기 및 그의 제작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 및 역 다중화 장치를 이용한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관한 것으로서, 파

장 분할 다중 방식의 광 가입자 망을 경제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지국 측에서의 광 송신기용 광원을 저가격으로 구성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송신용 광원을 고차 주기 격자(Higher Order Grating)를 이용한 외부 공

진기 레이저(External Cavity Laser; ECL)로 구성하여 다수개의 파장을 갖는 광원을 구성하고 이를 직접 변조하는 방식

으로 다수 파장 채널에 대한 광 송신이 가능한 저가격의 광 송신 모듈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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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색인어

파장분할, 광 가입자 망, 광 송신기, 고차 격자 , 외부 공진기, 레이저, WDM, PON, EC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을 이용한 광섬유 격자형 외부 공진기 레이저의 제작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의 평면 도파로 상에 격자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하이브리드 집적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도,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차 주기 광 격자의 제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a 내지 도 6d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차 주기 광격자의 제작 방법을 적용한 실리카 광도파로 제작 공정 순서도

의 일례를 예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용 광 송신기의 구성 방법을 적용한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 방법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파장분할다중화부 101 : 파장분할다중화기

200 : 고차주기격자부 201 : 고차주기반사형격자

210 : 실리콘기판 211 : 하부 클래드층

212 : 코어층 213 : 상부 클래드층

300 :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 301 : 반도체광소자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 및 역 다중화 장치를 이용한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하게는 파장 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을 경제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지국측 광 송신기를 구성하는 다

수 파장의 광원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평판 도파로(PLC; planar lightwave circuit)칩에 광도파로하이브리드 집적 기술

(PLC Hybrid Integr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저가격으로 다수 파장의 광원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속 대용량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가입자 망으로서 도 1과 같은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광 수동 망의 도입이 예

상된다.

도 1은 일반적인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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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기지국측 광 단말기(OLT)에서는 기지국용 광대역 광원(1)에서 발생한 광을 광 서큘레이터(2)와 파장분

할다중화기(WDM, 3)를 거쳐서 각 채널별 파장으로 분리하여 기지국측 단위 광 송수신기(O.U.1, 4a)에 인가한다. 이렇게

채널 별로 인가된 고유 파장의 광을 기지국측 단위 광 송수신기(O.U.1)내의 반사형 광 증폭기(R-SOA, 5a) 또는 FP-LD에

서 스펙트럼 슬라이싱(spectrum Slicing) 방식으로 증폭하거나 파장 고정 FP-LD 방식으로 발진시키면서 변조하여 데이

터가 실린 고유 채널 파장의 광 신호를 생성한다. 이상과 같이 생성된 광 신호는 다시 파장 분할다중화기(3)를 통하여 가입

자 측으로 송신된다. 한편 가입자측에서 송신되어온 광 신호는 파장분할다중화기(3)를 지나면서 각 채널별 기지국측 단위

광송수신기(O.U.1)로 전해지고 O.U.1내의 대역 파장분할기(WDM, 6a)을 지나 PD(7a)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수신된

다.

한편 가입자측 광 단말기(ONU)에서는 가입자 측 단위 광송수신기(O.U.2, 4b)에서도 기지국 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용

광대역 광원(1)에서 발생한 광을 광 서큘레이터(2)와 원격점(remote node, RN)의 파장분할다중화기(8)를 거쳐서 각 채널

별 파장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측 단위 광송수신기(O.U.2, 4b)에 인가한다. 이렇게 채널별로 인가된 고유 파장의 광을 가입

자측 O.U.2(4b) 내의 반사형 광 증폭기(R-SOA, 5b) 혹은 FP-LD에서 변조하고 증폭하여 데이터가 실린 고유 채널 파장

의 광 신호를 생성한다. 이상과 같이 생성된 광 신호는 다시 원격점 파장 다중화기(8)를 통하여 기지국 측으로 송신된다.

한편 기지국측에서 송신되어 온 광 신호는 원격점 파장 다중화기(8)를 지나면서 각 채널별 O.U.2로 전해지고 O.U.2내의

WDM(6b)을 지나 PD(Photo diode, 7b)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수신된다.

도 1과 같은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은 각 가입자마다 개별 파장을 부여함으로써 각 가입자에게 초고

속, 대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 1의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은 망 구성에 필요한 비용, 특히 광 송

신기에 소요되는 다수 파장의 광원의 가격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가입자당 기지국 및 가입자 측에 각각 송신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측 뿐만 아니라 기지국 측의 광

송신기도 저가격, 대량 공급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지국에서는 많은 수의 가입자에 대한 광 송신기를 기지국 내에 모두 설치해야 하므로 광 송신기의 설치 공간

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크기도 작아져야 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기지국측의 광 송신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가입자(또는 채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단위 광 송수신기

(O.U.; Optical Unit)를 구성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 광 송수신기를 개별적으로 패키징하는 비용 및 각 단위 광

송수신기를 연결하기 위한 광 섬유 배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치에 필요한 공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지국 내에서의 광 송수신기 설치 비용 및 설치 공간을 절약하여 파장분할 다중 방

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저 비용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광 도파로 하이브리드 집적 기술을 이용하여 광 기지국측

에 다수 파장의 광 송신기를 단일 기판상에 모두 집적하여 동시에 패키징하는 집적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을 이용한 광섬유 격자형 외부 공진기 레이저의 제작 방법을 나타내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섬유격자(Optical fiber grating, 13)가 새겨진 광 섬유(12)를 광학 렌즈(11)를 이용하여 반사

형 광 증폭기나 레이저 다이오드(R-LD, 5)에 광학적으로 연결하여 외부 공진기형 광 증폭기를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학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광섬유격자의 끝단을 렌즈로 가공한 광섬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mPD는 OLT로 전달

할 상향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전체 ECL 광원은 TO 캔 패키지(Transistor Outline-can(TO-can) Package) 방식으로 패키징한다. 이때, 광섬유에 새겨

지는 격자(Optical fiber grating, 13)는 일반적으로 UV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특정 파장의 1주기 반사형

격자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각 채널별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개별적으로 패키징하여야 하므로 패키징 비

용이 매우 높아진다.

도 3은 종래 기술의 평면 도파로 상에 격자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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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평면 도파로에 반사형 격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자외선 레이저 간섭계(UV Laser interferometry, 27)를

구성하고 자외선 레이저를 분기하여 필요한 격자 주기에 따라 특정 각도로 광을 간섭시켜 형성되는 간섭 무늬의 광을 도파

로가 형성된 웨이퍼(Wafer) 상에 조사시켜 포토 레지스트를 이용한 격자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간섭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간섭계 대신에 고가의 위상 마스크(Phase Mask)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간섭계를 이용하는 종래 기술의 경우 별도의 자외선 레이저(He-Cd laser, 26) 및 이를 이용한 간섭계 구성이 필

요할 뿐만 아니라 형성되는 격자의 굴절률 분포가 사인 곡선과 같은 조화함수가 되기 때문에 1차 주기 격자를 제외한 고차

주기 격자를 사용해서 반사 격자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종래 기술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도파로에 서

로 다른 파장의 격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파장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격자를 새겨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 기판상

에 다수개의 격자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격자 제작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격자를 새기기 위한 많은 공정 비용이 발생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설

치 공간을 절약하여 저 비용의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기지국 측 광 송신기 및 그의 제작 방법을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지국측 광 송신기는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사용되는 기지

국측 광 송신기에 있어서, 평면 도파로 상에 파장 분할 다중화기가 집적되는 파장분할다중화부,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의

각 출력 도파로와 연결되는 도파로 상에 적어도 격자주기가 3주기 이상으로 넓은 고차 주기의 반사 격자가 형성된 고차주

기격자부, 및 다수개의 반도체광소자로 구성되는 반도체 광소자부가 실장되고 상기 반도체광소자부의 출력이 광 도파로를

통하여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의 각 도파로와 연결되어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를 포함하고,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 고차주기격자부 및 상기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는 동일 칩상에 평면 광도파로 하이브리드 실장되

고,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의 파장분할다중화기의 일측 출력 도파로에 광 출력용 광섬유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

기 고차주기격자부에서 고차 주기의 반사격자는 3주기 이상의 홀수 주기의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는 3주기 또는 5주기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에서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는 이종격자, 코아격자 또는 클래드 격자 중에서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종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도파로코아층과 상기 상부 클래드층 사이에서

상기 광도파로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물질로 형성한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코아 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도파로코아층의 일부를 격자 형태로 변형시

킨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클래드 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하부 클래드층을 격자 형태로 식각하여 형성

한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은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칩에 파장분할다중화기와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로 이루어진 고차주기 격자부를 집적하는 단계, 및 상기 평면 광

도파로칩의 일정 부위에 반도체 광소자부가 실장되고 상기 반도체광소자부의 출력이 상기 평면 광 도파로칩의 광도파로를

통하여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의 각 도파로와 연결되어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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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기지국측 광 송신기에 파장분할 다중화기와 고차 주기 격자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동시에 집적함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 자세하게는 파장 분할 다중화기와 고차 주기 격자가 새겨진 광 도파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촉 정렬기(contact Aligner)용 포토 마스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광 송신

기를 파장분할 다중화기와 함께 단일 칩에 집적함으로써 광 송신 모듈과 파장분할 다중화기 사이의 광섬유를 이용한 광 배

선을 제거하여 패키징 비용 및 설치 공간을 크게 절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은 종래 기술과는 달리 외부 공진기를 구성하는 반사형 격자를 고차 주기의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1주기 격자 제작시 필요한 레이저 간섭계나 전자빔(E-Beam) 등을 이용한 격자 제작 방법 대신 광 도파로 및

파장분할 다중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포토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격자 제작 장치나 공정이 없이 단순한

광 도파로 소자 제작 공정으로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래 기술의 1주기 격자로 반사 격자를 제작할 경우 격자의 주기가 반사 파장의 절반이 되어야 하므로 1550nm 대역의 파

장에 대해서는 실리카 도파로의 경우 격자 주기가 대략 0.5㎛ 정도가 되며, 이와 같이 미세한 주기의 격자를 제작하기 위해

서 종래 기술에서는 자외선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거나 전자빔 리소그라피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의 고차 주기를 사용할 경우 격자 주기가 1차 주기 격자보다 차수 배 만큼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토 마

스크를 이용한 패턴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실리카 광 도파로 등과 같이 고온 공정이 필요한 경우 미세 패턴의 1주기 격자에서는 고온에서 확산 현상에

의한 격자 지워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파로 공정 중에 격자를 새기는 것이 불가능 하며, 따라서 반드시 고온 공정의

도파로 형성이 끝난 후에 자외선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자외선 전사(UV Writing)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의 고차 격자의 경우 격자 주기를 길게 설계하여 도파로 물질의 확산 거리보다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에 의한 격자 지워짐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격자 제작 공정이 없어도 도파로 공정 중에 도파로 형성과 격자

형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개의 격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격자를 하나씩 순차적

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본 발명에서는 포토 마스크상에 형성된 임의의 숫자의 격자가 동시에 제작되므로 특히 파

장분할 다중 방식의 광 송신기 제작을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서 기지국측 광 송신기를 제작할 경우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다수 파장의 광 송신기

와 집적할 뿐만 아니라 광 송신기와 파장 분할 다중화기 사이의 광섬유 연결도 줄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기술(도 3)과 비교

하면 패키징 비용을 크데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 송신기의 전체 크기도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하이브리드 집적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하이브리드 집적 구조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파장분할다중화기(101)가 평면 도파로 소자에 집적되는 파장분할다중화부(WDM part, 100), 파장분할다중화기(101)의

각 파장별 출력 도파로와 연결되며 다수개의 파장을 가지는 고차 주기 반사형 격자(201)가 광 도파로 상에 새겨진 고차주

기격자부(Higher order grating part, 200), 그리고 반사형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증폭기[R-LD

(Reflective-Laser Diode) 또는 R-SOA(Reflective-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로 이루어진 반도체 광소자부

(301)가 실장된 플랫폼으로서 고차주기격자부(200)의 각 도파로에 연결되어 반도체광소자부(301)의 광 출력이 고차주기

반사형격자(201)와 함께 외부 공진기 레이저(External Cavity Laser; ECL)를 구성하는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Platform

part, 300)로 구성된다.여기서, 파장분할다중화기(101)의 다른 한쪽에는 광섬유(fiber pigtail, 102)가 연결된다.

도 4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기지국측 광 송신기는 파장분할다중화기(101)와 각 파장별 외부 공진기 레이저(ECL)

형 광원이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소자에 집적되기 때문에 각 채널 광원에 대한 별도의 패키징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지국

측 광 송신기의 패키징 비용 및 설치 공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서의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300)는 다수개의 반사형레이저다이오드(R-LD) 또는 반사

형 반도체광증폭기(R-SOA)로 이루어진 반도체 광소자부(301)를 하이브리드 집적하여 광 송신부를 구성한다. 반도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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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부(301)를 실장하기 위한 플랫폼은 광 도파로가 형성된 평판 광 도파로 칩의 일정 부위를 식각하여 트렌치를 형성하

고 그 속에 칩을 올려 놓기 위한 테라스, 전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 배선, 칩 접합을 위한 솔더 및 솔더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솔더 댐 등으로 구성한다.

반도체 광소자부(301)의 실장은 일반적인 플립칩 본딩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소자를 위치시킨 후 플랫폼을

가열하여 솔더가 녹아 소자의 표면에 형성된 금속 패드에 솔더가 젖게 되면 다시 온도를 내려 솔더가 광 소자 칩을 융착하

여 고정시킨다. 반도체 광소자부(301)에서 출력 되는 광은 각각의 반도체광소자와 연결되는 광 도파로를 따라 고차 주기

반사형 격자(201)에서 특정 파장의 광만 일부 반사되어 반도체 광소자부(301)로 재입사하게 되고, 따라서 고차주기 반사

형 격자(201)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정 파장에서의 광이 발진하는 외부 공진기 레이저(ECL)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진된 특정 파장의 광은 파장분할다중화부(100)의 파장 분할 다중화기(101)로 연결되어 파장 다중화된 후 반대쪽에 연결

되는 광섬유(102)를 통하여 출력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의 평면 도파로 상에 집적되는 파장분할 다중화기(101)의 경우 광 도파로의 접속 위치를 변화시킬 경우

각 채널의 파장 조절이 가능하여 별도의 온도 조절 등을 통한 파장 분할 다중화기(101)의 파장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차 주기 광 격자의 제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차주기 광격자의 제작은, 실리콘기판(210) 상에 하부 클

래드층(Under clad, 211)을 형성하고, 하부 클래드층(211) 상에 코어층(Core, 212), 상부 클래드층(Over clad, 213)을 차

례로 적층하는 광도파로 제작공정중에 진행한다. 여기서, 하부 클래드층(211)과 상부 클래드층(213), 그리고 코어층(212)

은 모두 SiO2로 형성한다.

광도파로 제작 공정 중에 격자를 제작하는 방법은 격자의 제작 위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도파로 주위에 도파로와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별도의 물질로 격자를 구성하는

즉, 코어층(212)과 상부 클래드층(213) 사이에 이종 격자(214)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코어층(212)과 하

부 클래드층(211) 사이에 이종 격자(214)를 형성할 수도 있다.

둘째,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아층(212)를 변형시켜 격자를 구성하는 광도파로 코아 격자(215)의 방법이 있다.

셋째,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파로 하부의 하부 클래드층(211)에 식각의 방법으로 격자를 구성한 후 코아층(212)를

형성하는 클래드 격자(216)의 방법이 있다.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고차 주기 격자의 제작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격자의 주기가 차수 배에 비례하여 길어지기 때

문에 격자를 일반적인 접촉 정렬형 포토 마스크를 사용하여 격자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

성하기 위한 반사형 격자를 제작하기 위하여서는 격자의 주기를 3주기, 5주기, 7주기, ...등 홀수 주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격자 주기가 커짐에 따라 격자에서의 광 반사량이 주기에 반비례하여 작아지기 때문에 격자의 길이를 길게 해주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고차주기 광격자의 형성에 있어 주의할 점은 격자의 주기가 일반적인 포토 마스크 정밀도 이상의 크기를 갖도록 고차 주기

격자를 형성하는 것과, 반사 격자를 형성할 수 있는 홀수 주기를 선택할 것, 그리고 도파로 격자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 가능하면 3주기나 5주기 등의 낮은 주기 수를 선택할 것, 그리고 고온 공정이 있을 경우 격자 주기가 도파로 물질의

확산 거리보다 충분히 커야 할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리카 광 도파로의 경우 3주기 격자 보다

는 5주기 격자가 바람직하다.

도 6a 내지 도 6d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차 주기 광격자의 제작 방법을 적용한 실리카 광도파로 제작 공정 순서도

의 일례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발명의 고차 주기 격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리콘 기판(210) 상에 하부 클래드층

(211)과 도파로 코아층(212)을 적층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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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파로 코아층(212) 위에 포토 레지스트(217)를 도포하고 포토레지스트(217) 상부에 포토 마

스크(218)를 올려놓은 다음, 자외선을 노광(Exposure)하여 포토 레지스트(217)에 파장분할 다중화기 패턴, 도파로 패턴

및 고차 주기 격자 패턴을 전사한다.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장분할 다중화기 패턴, 도파로 패턴 및 고차 주기 격자 패턴을 전사한 포토레지스트(217)를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도파로 코아층(212)을 식각한다.

이러한 도파로 코아층(212)의 식각을 통해 도파로 코아 격자(215)가 형성된다.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217)을 제거한 후, 식각된 도파로 코아층(212) 위에 상부 클래드층(213)을 도포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포토 마스크(218)를 사용하여 도파로 코아 격자(215)를 제작할 경우 자외선 간섭계 등과 같은 별도의

공정 장치나 격자 제작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평면 도파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도파로 제작 공정 중에 격자를 제작할

수 있어 공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면 도파로 상의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파장을 갖는 격자를 임의

의 개수만큼 자유롭게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수개의 파장에 대한 격자의 동시 제작이 필요한 파장분할 다

중 방식의 도파로 격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을 제공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구성 방법을 적용한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측 광송수신기(OLT)에서 가입자측 광송수신기(ONU)로 향하는 하향 전송로는, 고자주기

격자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 레이저(ECL, 403)를 사용하는 광원(400), 광원(400)의 외부공진기레이저(ECL)의 출력을 다

중화하는 제1WMUX(WDM Multiplexer, 401), 제1WMUX(401)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다중화하는 파장분할다중화기

(WDM, 405), 파장분할다중화기(405)로부터 전달된 다중화 신호를 역다중화하는 원격점(RN)의 제2WMUX(406) 및 원격

점의 제2WMUX(406)로부터 전달된 역다중화된 신호를 수신하는 가입자측 광송수신기(407)를 포함한다.

ONU에서 OLT로 향하는 상향 전송로는 가입자측 광송수신기로부터 전달된 가입자별 상향신호를 다중화하는 원격점의

제2WMUX(406), 원격점의 제2WMUX(406)로부터 전달된 다중화 신호를 다중화하는 파장분할다중화기(405), 파장분할

다중화기(405)로부터 다중화된 신호를 역다중화하는 OLT의 제3WMUX(402), 제3WMUX(402)로부터 역다중화된 신호

를 수신하는 OLT의 PD 배열(404)을 포함한다.

도 7과 같이 본 발명의 기지국측 광송신기에서는 도 4와 같은 고차 주기 격자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 레이저(External

Cavity Laser, ECL) 배열을 광원(400)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 기술(도 1)의 외부 주입용 광대역 광원(1)과 광 서큘레

이터(2)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광 가입자 망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DFB-LD 나 DBR-LD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모드에서 발진하는 고유 채널 파장의 고급 광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종래 기술과 달리 Gbps 급 이상의 고속 장기리 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도 7의 망 구조에서는 종래 기술과는 달리 기지국 측에 두개의 WMUX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 발명에서

는 다수 채널의 광원(400)과 제1,3WMUX(401, 402)를 단일 PLC 칩에 집적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

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용 광 송수신기를 제작할 경우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기지국측 광 송신기에 파장분할 다중화기와 고차 주기 격자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단일 평면 도파로 상에 동시에 집적함으로써 광 송신 모듈과 파장분할 다중화기 사이의 광섬유를 이용한 광 배선을 제거하

여 패키징 비용 및 설치 공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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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함에 있어 고차 주기 격자가 새겨진 광 도파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촉 정렬기(contact Aligner)용 포토 마스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의 자외선 레이저 간섭계나 E-Beam 등을 이용한 별도의 격자 제작 공정이 필요하지않고 광 도파로 및 파장분할 다중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포토 마스크를 사용하여 광 도파로 소자 제작 공정과 함께 도파로 격자를 형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리카 광 도파로 등과 같이 고온 공정이 필요한 경우 종래 기술의 미세 패턴의 1주기 격자에서는 고온에서 확산

현상에 의한 격자 지워짐 현상이 발생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격자 주기가 도파로 확산 거리보다 크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고온에서의 확산에 의한 격자 지워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개의 격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격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본 발명에서는 포토 마스크상에 형성된 임의의 숫자의 격자를 임의의 위치에 동시에 새기는 것

이 가능하여 특히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광 송신기 제작을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평면 도파로 상에 집적되는 파장분할 다중화기의 경우 광 도파로의 접속 위치를 변화시킬 경우 각 채널의

파장 조절이 가능하여 파장 분할 다중화기의 채널 파장을 격자의 파장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온도 조절 등을 통

한 파장 분할 다중화기의 파장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장분할 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에 있어서,

평면 도파로 상에 파장 분할 다중화기가 집적되는 파장분할다중화부;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의 각 출력 도파로와 연결되는 도파로 상에 적어도 격자주기가 3주기 이상으로 넓은 고차 주기의

반사 격자가 형성된 고차주기격자부; 및

다수개의 반도체광소자로 구성되는 반도체 광소자부가 실장되고 상기 반도체광소자부의 출력이 광 도파로를 통하여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의 각 도파로와 연결되어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를 포함하고,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 고차주기격자부 및 상기 반도체광소자 플랫폼부는 동일 칩상에 평면 광도파로 하이브리드 실장되

고, 상기 파장분할다중화부의 파장분할다중화기의 일측 출력 도파로에 광 출력용 광섬유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에서,

상기 고차 주기의 반사격자는 3주기 이상의 홀수 주기의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

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는 3주기 또는 5주기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

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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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 격자는, 포토마스크 제작 정밀도 이상의 주기를 갖도록 충분히 큰 차수로 결정하여 포토마스크에 형

성하고 상기 포토마스크에 새겨진 격자패턴을 이용하여 형성된 도파로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부할다중방식의 수

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의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는,

이종격자, 코아격자 또는 클래드 격자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

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

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도파로코아층과 상기 상부 또는 하부 클래드층 사이에서 상기 광도파로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물질로 형성한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코아 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

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도파로코아층의 일부를 격자 형태로 변형시킨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드 격자는,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

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광도파로의 상기 하부 클래드층을 격자 형태로 식각하여 형성한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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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격자의 차수는

반사형 격자가 가능한 홀수 차수 중에서 도파로 물질의 공정 중 확산거리보다 더 길게 선정하여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의 출력 쪽에 접합되는 상기 광 출력용 광섬유의 접합 위치를 조정하므로써 상기 파장분할다중화

기의 채널 파장을 조정하여 격자 파장과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

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

청구항 11.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칩에 파장분할다중화기와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로 이루어진 고차주기 격자부를 집적하는 단계; 및

상기 평면 광 도파로칩의 일정 부위에 반도체 광소자부가 실장되고 상기 반도체광소자부의 출력이 상기 평면 광 도파로칩

의 광도파로를 통하여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의 각 도파로와 연결되어 외부 공진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반도체광소자 플랫폼

부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칩에 파장분할다중화기와 고차주기 격자부를 집적하는 단계는,

실리콘 기판 상에 하부 클래드층과 도파로 코아층을 적층 형성하는 단계;

상기 도파로 코아층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포토 레지스트에 파장분할 다중화기 패턴, 도파로 패턴 및 고차 주기 격자 패턴을 전사하는 단계;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 패턴, 도파로 패턴 및 고차 주기 격자 패턴이 전사된 포토레지스트를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도파로 코아층을 식각하여 도파로 코아 격자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도파로 코아 격자가 형성된 도파로 코아층 위에 상부 클래드층을 도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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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칩에 파장분할다중화기와 고차주기 격자부를 집적하는 단계는,

상기 평면 광도파로 칩을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

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구조로 형성하고, 상기 도파로코아층과 상기 상부 또는 하부 클래

드층 사이에서 상기 광도파로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물질로 상기 고차주기 격자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평면 광 도파로 칩에 파장분할다중화기와 고차주기 격자부를 집적하는 단계는,

상기 평면 광도파로 칩을 실리콘기판, 상기 실리콘기판 상의 하부클래드층, 상기 하부클래드층 상의 도파로 코아층 및 상

기 도파로 코아층 상의 상부 클래드층의 순서로 적층된 구조로 형성하고, 상기 하부 클래드층을 격자 형태로 식각하여 상

기 고차주기 격자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

신기의 제작 방법.

청구항 15.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격자부에서,

상기 고차 주기의 반사격자는 홀수 주기의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용되

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고차주기의 반사격자는 3주기 또는 5주기 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사

용되는 기지국측 광 송신기의 제작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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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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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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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6a

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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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d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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