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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마이크로렌즈에 의한 광학장치의 광섬유에의 결합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레이저 마이크로 기계가공된 쌍곡선 마이크로렌즈를 가진 광섬유의 개략도.

제2도는  레이저  및  레이저와  대면하는  일단부에  마이크로렌즈를  가진  광섬유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광통신 패키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3도는  레이저의  모드와  정합하도록  구성한  대표적인  이상적  쌍곡선  마이크로렌즈의  개략도로서, 
수차로  인한  변위없이  점근선들의  교차점을  넘어서  수렴하는  두개의  편축  광선이  도시되며, 예시적
인 예의 경우,  관련 파라메타는 레이저 모드 반경 ω0 =1㎛,  광섬유 모드 반경 ω1 =5㎛  및 λ=1.3㎛이

다.

제4도는  레이저의  그의  정합하는  쌍곡선  마이크로렌즈에  대한  총결합  효율을  모든  반경 ω1 =5㎛  및 

λ=1.3㎛의 경우에 대해 레이저 모드 반경 ω0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

제5도는  광섬유의  단부에  마이크로렌즈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레이저  기계가공  장치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제5도에 도시한 장치의 일부에 대한 확대도.

제7도는 모드 반경 ω 1 및 ω2와 곡률반경 R 1  및 R2의 위상면을 가진 두 가우스 모드의 결합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레이저-마이크로렌즈  결합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광이  반도체  레이저의  면으로부터 전파함
에  따라  레이저  모드가  그의  최소반경 ω0 로부터  더  큰  값 ω2 으로  팽창하는  것을  도시하며, 여기서

의 섬유는 모드 반경 ω1을 갖는다.

제9도는  절두  광섬유의  단부에  반구형  마이크로렌즈를  가진  절두  광섬유의  개략도로서, 마이크로렌
즈의 근사 곡률반경은 10㎛이다.

제10도는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이상화를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레이저의  반구형  렌즈에  대한  결합효율을,  네개의  손실요인  :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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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차  및  프레넬반사에  대해,  렌즈반경 RL 의  함수로서  도시한  것으로,  대표적인  관련  파라메타는 

레이저 모든 반경 ω0=1㎛, 섬유모드 반경 ω1=5㎛ 및 λ=1.3㎛이다.

제12도는 구면수차의 계산을 위한 일반적인 반구형 렌즈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레이저의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총  결합효율을  각종  레이저  모드  반경 ω0 ,  섬유  모드 반

경 ω1=5㎛ 및 λ=1.3㎛에 대해 렌즈 반경 RL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81, 91 : 렌즈                          2, 82, 92 : 섬유

3 : 코어                                      4 : 크래딩

5 : 연결관                                   6, 15, 85 : 레이저

7 : 하우징                                   12 : 마이크로위치설정기

13 : 홀더                                    15 : 제어기

16, 18, 19 : 집속수단                  20 : 레이저 비임

22 : 스크린                                 23 : 모니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마이크로렌즈(microlense)에 의해 광섬유를 광학장치에 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0.8㎛  내지  1.6㎛  파장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저손실  및  저  분산  단일  모드의  광섬유에  있어서는 
광섬유와  광학장치,  특히  반도체  레이저  또는  증폭기와  광섬유  간에서  전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된다.  예로서,  레이저와  광섬유  간의  결합효율을  높힘으로써  결함손실을  줄이면, 
장거리  운반  및  해저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중계기  간격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광섬유에 반도
체  레이저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데  있어서는,  광섬유  통신이  출현한  이래로  어떤  일반적인  사항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단일  모드  섬유  내로  발사될  수  있는  레이저  광전력은  맞대기  이음  결합을 통
해  7㏈  내지  11㏈의  손실을  겪게  되므로,  레이저와  광섬유의  모드  정합을  위해  광섬유의  단부에 마
이크로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거나,  집단  광학계  또는  마이크로렌즈와  집단광학계의  조합에  의해 
결합  효율이  일반적으로  개선되게  한다.  마이크로렌즈는  그의  제작  및  패키징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
른 것들 보다 더욱 흔하게 사용된다.

통신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렌즈는,  광섬유와  광학장치,  예로서,  증폭기로서의  반도체  레이저, 광
섬유증폭기,  또는  섬유증폭기용의  펌프를  포함하는  통신  패키지의  일부로서  종종  사용된다.  광통신 
패키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  및  구현될  수  있다.  이들  중의  한  가지는,  G-D.  Khoe  et  al., 
"Laser  Monomode-Fiber  Coupling  and  Encapsulation  in  a  Modifide  To-5  Package",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LT-3,  No.  6,  December  1985,  PP.  1315-1320의  논문에  제시되어  있다. 
또다른  예는  J.-I  Minowa  et  al.,  "Optical  Componentry  Utilized  in  Field  Trial  of  Single  Mode 
Fiber  Lon-Haul  Transmission",  IEEE  Journal  of  Quantum  Vol.  QE  18,  No.  4,  April  1982,  PP. 705-
717의 논문에 개시되어 있다.

마이크로렌즈는,  전형적으로,  섬유를  하방으로  한점을  향해  테이퍼지게  하고  그의  단부를  용융하여 
제조한다.  이같은  테이퍼의  형성은  섬유의  단부를  산  중에서  에칭하거나  섬유의  한  구역을  가열하고 
가열된 구역을 양쪽방향으로 당겨 행한다.  가열은 화염,  전기 아크 또는 레이저로 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의  결과로  생기는  마이크로렌즈는  반구형의  형상을  가지나,  불행하게도,  항상  불완전한 결
합을  이루어,  전형적으로는  유효  레이저  에너지의  50퍼센트(-3㏈)미만의  수집효율을  나타내고 최상
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55퍼센트(-2.5㏈)의 수집 효율을 나타낼 뿐이다.

본 명세서에 참고로서 인용된 1989년 4월 5일자로 출원된 프레스비, 에치. 엠의 미국출원 제
07/333,230호에는,  광섬유의  단부에  임의  형상의  마이크로렌즈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레이저  기계 
가공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기법에  의한  마이크로렌즈의  제조는  테이퍼  형성법에  의한 마이크로렌
즈의  제조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기는  하나,  이들  마이크로렌즈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결합 손실
(예로서, 상기 출원의 제5도를 참조하면, 1.5㏈ 내지 4.5㏈임)를 나타낸다.

W.  Bludau  and  R.  H.  Rossberg,  in  "Low-Loss  Laser-to-Fiber  Coupling  With  Negligible  Optical 
Feedback",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LT-3,  No.  2,  April  1985,  PP.  294-302에서는, 
마이크로렌즈의  형상을  반구형에서  구형(쌍곡선)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광전력  궤환을  줄임과  동시에 
레이저-섬유  결합효율을  개선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이크로렌즈의 
제조는  복잡한  여러  공정,  즉,  짧은  길이(약  1mm)의  대직경  실리카  로드(d=240㎛)를  모노  모드 섬유
(그의  코어  직경은  전형적으로  10㎛임)에  접속하고,  실리카  로드의  자유단부를  가열하여  실리카 로
드의  원래  직경보다  큰  직경(d=355㎛)의  반구형  렌즈를  만들고,  그  반구형  렌즈의  중앙에  순수석영 
방울을  제공하고,  렌즈를  다시  용융하여  그  방울이  렌즈체내로  흡수되어  결과의  렌즈형상이 구형렌
즈  형상에  근사케  하는  공정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기법은  광궤환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결합효율의  개선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결합효율은  40퍼센트  이상이되  최상으로  되는  경우 
70퍼센트  정도로  된다.  따라서,  광학장치와  광섬유  간의  결합효율을  종래기술에  따른  결과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여전히  요망된다.  또한,  마이크로렌즈는  간단하고도  신속한  방법으로  재생가능하게 
제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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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학장치와  광섬유  간에서  광학  에너지를  광섬유  일  단부의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결합하
는  것에  관한  것이고,  광학장치,  광섬유  및  광학장치와  대면하는  광섬유  단부의  마이크로렌즈를 포
함하는  광통신  패키지에  관한  것이며,  55퍼센트(-2.5㏈)이상의  개선된  결합효율을  가질  수  있는 마
이크로렌즈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70퍼센트  이상,  예로서,  피복되지  않은  렌즈의  경우에는 90퍼센
트  이상(0.45㏈  미만의  손실)  및  반사방지를  위해  피복된  렌즈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결합효
율을 얻을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반구형  마이크로렌즈는,  전형적으로,  결합성능이  불량하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불량한  결합성능은  섬유의  절두,  모드의  오정합,  구면수차,  프레넬  반사로  인한  손실들을  비롯한 수
개의  손실  유도인자들의  조합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중  앞의  세가지의  손실은 주
로  마이크로렌즈의  반구형상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들  발명자들은  광학장치,  예로서,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방사  에너지의  수집이  최적하게  되는  마이크로렌즈  형상을  설계하게  되었다. 
이  최적의  마이크로렌즈  형상은  다음의  (1)식과  같이  비교적  짧은  초점길이  f를  가진  대략  회전 쌍
곡면이다.

상기  (1)식에서,  z는  렌즈  축좌표이고, n 1  및 n2 은  렌즈  물질의  굴절률  및  렌즈를  에워싸는  매체의 

굴절률이며, 는 축좌표이고, f는 렌즈의 초점 거리로서 다음의 (2)식에 의해 정의된다.

상기  (2)식에서, ω0 는  광학장치의  모드  반경이고, ω0 는  모드  반경이고, ω1 은  광섬유의  모드 반경

이며,  λ는  광학장치로부터  나오는  방사파의  파장이다. ω 0  및 ω1 의  전형적인  값은  작은  초점길이를 

제공하며,  예로서 ω0 =1㎛  및 ω1 =5㎛는 f 12㎛를  제공한다.  이  마이크로렌즈에  있어서는, 결합손실

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결합효율이  55퍼센트이상,  바람직하게는  70퍼센트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90퍼센트  이상으로  된다.  손실은  주로  반사로  인한  것으로,  x  및  y방향에  있어  대칭적인  가우스 모
드를 가진 이상적인 레이저의 경우,  레이저 모드 반경 ω0 =1㎛,  섬유 모드 반경 ω1 =5㎛  및  동작파장 

λ=1.3㎛에  대해  전형적으로  0.22㏈이다.  마이크로렌즈에  반사방지  피복물을  제공하면,  이론적으로, 
방사 에너지의 거의 100퍼센트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도체  레이저로부터의  광의  거의  모두를  광섬유  중에  포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희망사항에 불과
했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쌍곡선  마이크로렌즈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시스템에  있어  상당한 시스템성
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마이크로렌즈는  반도체  레이저에  광섬유를  결합하는  경우  뿐만 아니
라,  반도체 증폭기,  섬유 증폭기 및 섬유 증폭기용 펌프원에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마이
크로렌즈를  광섬유로부터의  광을  수신장치,  예로서,  광검출기에  결합하는  때의  결합효율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의  마이크로렌즈  형상을  이용하는  개선된 시스
템  성능에  관련하는  사항들은  각양각색으로  방대하며,  레이저  또는  증폭기를  비롯한  광학장치에 섬
유가 결합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쌍곡선  마이크로렌즈  구성은  반구형  마이크로렌즈  보다  광학장치,  예로서,  전형적인  반도체 레이저
에 대한 결합이 수 ㏈ 정도 훨씬 우수하다.  그러나,  쌍곡선 형상의 형성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광학  요소에서  조차도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이들과  같은  미시적  렌즈는 결합성
능 향상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1미크론미만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하는, 1989년 4월 5일에 출원된 에치. 엠. 프레스비의 미국출원 제
07/333,230호에  기술된  레이저  마이크로  정합에  의해서  광섬유의  일  단부에  마이크로렌즈를 제조하
는  최근  개발된  기법을  이들  쌍곡선  형상의  마이크로렌즈를  제조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기법
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렌즈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에  충분한  제어기가  제공된다.  이 
같은  공정에  있어,  종축을  중심으로  한  섬유회전은  좁게  수렴된  레이저  비임을  향해  이동되며,  이 
비임은 기계적인 도구로 금속봉으로부터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 것처럼 실리카 섬유를 제거한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양호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심볼 리스트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심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ω : 계(field)의 1/e 진폭반경(모드 반경)

ω0 : 레이저의 최소모드 반경

ω1 : 섬유의 모드 반경

ω2 : 레이저의 확장 모드 반경

λ: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방사파의 파장

16-3

특1994-0004211



f : 렌즈 초점거리

d : 레이저 면으로부터 렌즈까지의 거리

RL : 렌즈 곡률 반경

R1 : 섬유로부터 그를 에워싸는 매체로 전파하는 수렴 파면(wavefront)의 곡률 반경

R2 : 발산 레이저 파면의 곡률 반경

Rm : 구면수차로 인한 최대 손실을 갖는 렌즈 반경

Z : 렌즈 축좌표

 : 렌즈 반경좌표

2
 : 두개 모드 간의 결합계수

1 : 섬유내의 계의 파장함수

2 :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계의 파장함수

n1 : 렌즈물질의 굴절률

n2 : 렌즈를 에워싸는 매체(예, 공기)의 굴절률

1 : 입사각

t : 전달각

r : 반사각

a : 쌍곡선 렌즈의 합격원추(반각)

본  발명은  광학장치와  광섬유  간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광섬
유의  일  단부에  마이크로렌즈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수행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55퍼센트  이상, 바
람직하게는  70퍼센트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90퍼센트  정도의  높은  결합효율이  제공될  수 
있다.

후술한  바와  같이,  광선  추적  기법을  이용하며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결합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각
종  제약요인을  고려한  후에  도출한  최적  마이크로렌즈  형상은  대체로  회전  쌍곡선이다.  이들  렌즈는 
광파원에의  결합시  거의  최적한  성능을  나타낸다.  피복되지  않은  마이크로렌즈는  주로  반사손실을 
겪게  된다.  계산에  따르면,  반사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피복되지  않은  구형렌즈는  이론적으로  x  및 
y방향의  대칭  가우스  모드를  가지는  전형적인  레이저에의  결합시  약  0.22㏈의  손실만을  겪게  된다. 
모드  대칭  반도체  레이저원  및  반사  방지  피복의  마이크로렌즈에  대한  결합효율은  95퍼센트 이상으
로 예상된다.

제1도는  코어(3)  및  크래딩(4)을  포함하는  광섬유(2)의  일  단부에  형성된  예시적인 마이크로렌즈
(1)의  개략도로서,  이  예시적인  실시태양에  있어서,  광섬유는  5㎛의  실리카를  기본으로  하는 코어
(3)와  125㎛의  외결  크래딩(4)을  가진  전형적인  단일  모드  광섬유이다.  광섬유  단부  구역내에 위치
하는 마이크로렌즈는 코어 및 크래딩의 적어도 일부와 공동으로 연장한다.

제2도는  광통신에  유용한  예시적인  레이저-렌즈-광섬유  패키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일  단부에 
마이크로렌즈(1)가  제공된  광섬유(2)는  연결관(5)에  고착되며,  하우징(7)내에서  레이저(6)와  정렬 
관계로  조립된다.  하우징  밖으로  돌출하는  광섬유의  피그테일부분(8)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피그테
일과 함께 장거리 광섬유에 적당한 접속기(도시안함)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제3도에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대표적인  이상적  쌍곡선  마이크로렌즈의  프로필이  개략적으로 도
시되어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레이저로부터  이동하는  발산  구면파를  평면파로  변환하는 
렌즈형상은 반구형 렌즈에 있어 결합손실을 일으키는 어떤 인자를 고려하여 도출된다.

광섬유를  레이저에  결합하는  이러한  마이크로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우수
한  결합효율이  제공된다.  이  도면에서는,  레이저와  정합  쌍곡선  마이크로렌즈간의  결합효율을 레이
저  비임  웨이스트(waist)의  함수 ω0 로서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ω0 는  레이저의  모드  반경이다(이 

곡선은 섬유 모드 반경 ω1=5㎛ 및 λ=1.3㎛에 입각한 것이다).

마이크로렌즈는 다음 (1)식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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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식에서, f는 다음 (2)식으로 설명된다.

ω 0 및 ω1 의  전형적인 값은 작은 초점길이를 제공하며,  예로서 ω0 =1㎛, ω1 =5㎛  및  λ=1.3㎛는 f 12

㎛를  제공한다.  이들 ω0 , ω 1 및  λ값들이  달라지게  되면  초점길이도  달라지게  된다. 마이크로렌즈

는  광섬유의  일단부에  직접  일체로  형성된다.  마이크로렌즈의  형성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되는 
1989년  4월  4일  에치.  엠.  프레스비의  명의로  출원된  미국출원  제07/333,  230호에  기재된  최근 개발
한  마이크로렌즈  제조기법을  이용하는  레이저  마이크로  정합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 
목적상, 제1 및 2도를 제5 및 6도에 재도시했다.

제5  및  6도는  단일  모드  광섬유(11)의  일단부에  마이크로렌즈(1)를  제조하는  장치(10)의  대표적인 
실시태양을  보인  것이다.  마이크로렌즈의  제조를  위해,  절연물을  벗겨낸  소망하는  길이의  섬유를 홀
더(13)내의  보어속에  삽입하되  섬유의  일부분이  홀더로부터  돌출되게  하였다.  홀더는  수동으로  또는 
제어기(15)에  의해  제어되는  마이크로위치  설정기(12)에  고정한다.  마이크로렌즈의  형상화는  종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섬유의  돌출단부에  레이저  비임을  집속하기  위한  집속수단(16),(18)  및  (19)을 
가진  레이저(15),  예로서, CO 2  또는  익사이머(excimer)  레이저가  제공하는  좁은  펄스  레이저 비임

(20)에  의해  수행된다.  레이저  비임은  광섬유의  종축에  대한  예각 (0°< <90°)로  섬유의  단부에 

조사된다.  레이저  마이크로  정합은  섬유의  아주적은  부분을  사전선택된  방식으로  제어하여  그 섬유
의 단부에 쌍곡선 형상의 마이크로렌즈(1)가 제조되게 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마이크로 
정합에서는,  마이크로렌즈의  형성에  필요한  물건만을  제거하되  섬유절두는  최소로  한다.  형상의 제
어는  조작자가  예로서,  성형되는  섬유단부의  프로필의  윤곽을  모니터(23)의  스크린과  같은 스크린
(22)상의  소망하는  렌즈형상의  템플리트(templet)  프로필에  중첩시키고  섬유에  대해  레이저 마이크
로  정합을  행하여  단부의  프로필이  스크린상의  템프리트  프로필에  상응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비
디오  카메라  및  모니터에  결합된  장거리  현미경을  비롯한  감시  방법의  일예는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하는  1987년  12월  1일  에치.엠.프레스비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10,605호에  개시되고  있다. 
선택적으로,  렌즈  성형은  소망  형성의  마이크로렌즈를  얻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제
어될 수도 있다.

레이저  마이크로  정합  기법에  의해  컴퓨터  제어하에서  제조한  쌍곡선  마이크로렌즈의  렌즈프로필은 
제1도에  도시한  것과  같다.  마이크로렌즈(1)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섬유의  적어도  코어  구역 부근에
서  쌍곡선에  근사하며  섬유의  크래딩  구역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형상을  가진  레이저  기계  가공  기법에  의해  제조된  수많은  마이크로렌즈를,  조심스럽게  교정한  여러 
반도체  레이저들로부터  섬유내로  결합되는  광전력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평가했다.  이들  렌즈의 경
우,  광파원에의  결합시  거의  최적한  성능을  나타냈다.  전형적으로  궤환제어  없이  레이저  기계가공 
기법에  의해  제조한  피복되지  않은  렌즈의  경우,  0.5㏈  미만의  손실을  나타냈다.  레이저  기계 가공
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제어를  행하면,  0.22㏈의  계산된  결합  손실값과  일치하는  실제  손실값을  가진 
피복되지  않은  렌즈를  복제하는  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90퍼센트  이상의  결합효율을  가진 
렌즈의 복제 생산이 가능하다.

최적의  마이크로렌즈  형상을  정하는  공정에  있어서,  통상  사용되는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각종 손
실  유도  요인들을  검사하고,  렌즈  반경의  함수로서  결합효율을  각종  레이저  파라메터에  대해 계산했
다.  분석결과,  반구형  마이크로렌즈를  가진  전형적인  시스템의  최적  결합  효율은  약 56퍼센트(-
2.5㏈)로서,  G,  Wence  and  Y.Thu,  "Comparision  of  Efficiency  and  Feedback  Characteristics  of 
Techniques  for  Coupling  Semiconductor  Lasers  to  Single-Mode  Fiber,  Applied  Optics,  vol.22, 
NO.23, 1December, 1983, pp.3837-3844"에 보고된 결과와 잘 들어 맞는다.

본  발명자들은,  불량한  결합효율이  섬유절두(FT),  모드  오정합(M),  구면수차(A)  및  프레넬 반사(R)
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을  비롯한  수개의  가능한  손실  유도  요인들의  조합에  기인항으로,  이들  요인을 
제거하면,  거의  완전한  광전력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가능한  손실 
요인들을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에  대한  레이저의  결합시에  고려하고  그들의  결합효율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계의 1/e  진폭반경은 모드 반경 ω로 언급되며, ω 0   및 ω1 은  레이저 및 섬유

모드  반경을  나타낸다.  이같은  분석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시적  시스템  파라메타들은 ω0 =1.0㎛,   

ω1 =5㎛  및  λ=1.3㎛이  있다.  다음의  분석에서,  레이저원  및  섬유  모두에  대한  가우스계  분포는 이

상적이고  원형대층으로  가정한다.  이  분석을  비대칭  분포에  확장하기  위해,  어떤  x-y  모드 이방성으
로  인한  손실을  단순히  부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부가적인  손실은  작으며;  예로서,  모드비 
ωx/ωy=0.8은 약 0.2㏈의 결합손실을 나타낸다.

결합효율

개개  손실들의  분석을  행하기  전에,  가우스  모드의  결합효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ω1 은  한  가우스 모드의 모드 반경을 나타내며, ω2 는  또다른 가우스 모드의 모드 

반경을 나타낸다. 한 모드로부터 다른 모드로의 결합된 전력은 다음의 (3)식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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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식에서,
 

 및 은  결합된  파장  함수이며, 는 반경좌

표이다.  위상(phase)인자 e
i2xp/

λ는  결합되는  모드간의  위상  오정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H.Kogelnik,  "Coupling  and  Conversion  Coeffients  for  Optical  Modes",  in  Proceeding  of  the 
Symposium on Qnasi-Potics, Polytechnic Press, Brooklyn, New York, 1964, pp.333-347을 
참조바람.

레이저-섬유  결합  구성에  있어서,  (3)식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이  같은  구성에  있어서,   ω1

은 섬유의 모드 변경이고; ω0는 레이저의 모드 반경이며, ω2는 팽창레이저의 비임의 모드 

반경이다. 명백히 알게될 바와 같이, 결합은 마이크로렌즈의 형상 및 치수에 따른다.

레이저-섬유  결합  구성을  제8도에  도시한다.  여기서,  테이퍼진  섬유(82)의  단부는  모드  반경 ω0 를 

가진  레이저(85)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광은  레이저  면으로부터  전파하므로,  모드  반경 ω

0 은 ω2 로  팽창하며,  그의  위상면은  곡률  반경  R 2 의  구형으로  된다.  이들  두  파라메터는  다음의 

(4)식에 의한 관계를 갖는다.

상기  (4)식에서  λ는  동작  주파수이고, R2 는  전파광의  위상면의  반경이다.  이에  대해,  H.Kogelnik 

and  T.Li,  "Laser  Beams  and  Resonators",  Applied  Optics,  5)1966),  pp.1550-1567을  참조바람. 만
일에  광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섬유내에서  전파하는  평면파는  렌즈(81)에  의해  구형적으로 수
렴하는  파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차를  무시하면,  이  파의  위상면은  곡률반경 R1 의 구형으

로 된다. 구형 렌즈의 경우, R1은 다음의 얇은 렌즈 식(5)에 의해 고전적으로 주어진다.

상기  (5)식에서 RL 은  렌즈의  반경이고,  n은  렌즈의  굴절률이다.  M.  Born  and  E.  Wolf,  Principles 

of  Optics, 6
th
Ed.,  Pergamon  Press,  Oxford,  1959,  pp.212-214를  참조바람.  수차를  무시하면,  곡률 

R2 의  중심이  렌즈의  초점에  놓여 R1=R2 로  될때  성능이  최적하게  된다.  따라서,  렌즈에  대해  자연적인 

변형된  위상면과  정합하는  위상면을  갖는  팽창  레이저  비임의  모드  반경 ω2 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섬유 절두(FT)

첫째로,  레이저의  모드  폭에  대한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작은  크기로  인해  생기는,  소위,  본 명세
서에는  섬유  절두  손실로  불리우는  손실  요인을  검사한다.  이  같은  영향의  정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9도에  보인  바와  같이,  절두형  섬유(92)의  단부에서  전형적으로  구형인  마이크로렌즈(91)의 개략
적인  상태를  실험한다.  렌즈(91)의  형상은  실제로  거의  구형으로,  대략  10㎛의  곡률  반경을  갖는다. 
이  렌즈는  제10도에  이상화시켜  놓았다.  제10도에서,  반구형  렌즈(91)는  원통형  로드(92)의  단부에 
도시했다.  원통체(92)내에서  렌즈쪽으로  전파하는  평면파는  렌즈  표면을  가로지르며,  그후,  그 광선
들은 다음 식들에 의해 주어진 각들로 반사 및 굴절될 것이다.

그리고,

상기 식들에서, 

이고, n 1  및 n2 는  렌즈  및  이를  에워싸는 물질,  예로서,  공기의 굴절률이며, 는  광축으로부터 광선

이 렌즈 표면과 교차하는 점까지의(또는 상기 점으로부터 편축 위치의)거리를 나타내는 축좌표이다.

광축으로부터의  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  전달각 t 는 /2의  최대값에  이를때까지  증가한다.  상기 

최대값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입사각이 임계각에 이를때에 즉, 다음의 (9)식과 같을때에 발생한다.

c 보다  큰  모든  각에  대해,  입사광선은  모두  전반사될  것이다.  삼차원적으로, = max 는  개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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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작용하는  광축을  중심으로  한  원을  나타낸다.  상기  원내로  통과하는  모든  광선은  렌즈에  의해 
받아  들여져  전송되며,  다른  모든  광선들은  거절된다.  (9)식  및  제10도로부터,  임계반경에  대해 다
음 (10)식이 얻어진다.

이  임계반경에  의해  전송되는  비임이  절두된다.  따라서, n1 =1.46  및 n2 =1.0인  섬유의  경우,  렌즈의 

단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  광을  수집하고  전송한다.  전술한  것과  동일한  제한  개구는  발산  레이저 
비임으로부터  광을  섬유내로  결합하고자  하는  때에  존재한다.  임계  제한을  넘어서는  렌즈의  외측 부
분은 기하학적인 음영중에 놓이므로, 레이저로부터의 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절두  반경은,  모든  결합을  허용하는  개구를  규정한다.  따라서,  결합식  (3)식을  평가하되,  다음의 
(11)식과 같이 =0에서 = max에 걸친 분자의 적분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상기  (11)식에서, 1= 2 라고  하면,  결합효율 
2

FT 는  렌즈  반경의  함수로서  계산된다.  계산  결과를 

제11도에  FT(섬유절두)  표시의  곡선으로  도시한다.  렌즈  반경의  감소는  섬유  절두로  인한  손실이 매
우  크게  되는  작은  반경들에서의  개구의  수축을  수반한다.  이  같은  손실은  비교적  큰  렌즈의 경우
(즉,  약 18㎛보다 큰 반경을 가진 렌즈의 경우)  작으나,  이러한 큰 렌즈는 모드 정합에 모순이 있어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의 다음 제한 특징에 귀착된다. 즉, 모드-오정합이 초래된다.

모드-오정합(M)

손실의  제2요인은  모드  오정합으로  인해  생기며,  또한,  렌즈  반경에도  크게  의존한다.  수차를 무시
하면,  최대  결합은  레이저  파면의  곡률반경이  (5)식에  의해  정의되는  구면  렌즈의  초점에  위치하는 
때에  생긴다.  소정  레이저  및  렌즈의  경우,  최적  분리거리는 d0 이다.  이  최적  거리  보다  짧은 거리

들에  있어,  파는  그것이  전파하는때  계속  발산하며, d0 보다  큰  거리들에  있어서는  광선이  다수 수렴

한 후에 발산한다. (4)  및 (5)식을 조합하고, R1=R2로  하면, 2  및 렌즈 반경 RL은 다음 (12)식의 관

계를 갖게 된다.

팽창된 레이저 모드의 파장 함수 2 를  찾고자 (12)식을  이용하면,  (3)식을  렌즈 반경의 함수로서 수

치적으로  풀  수  있다.  이  손실  요인은  제11도에  M(모드  오정합)  표시로  나타냈다.  최적  렌즈  반경 
RL=R0 에서  두개의  모드는  완전하게  정합하며,  손실은  영으로  된다.   0 =1의  경우,  최적  렌즈  반경 

R0 =6.25㎛로  된다.  그러나, R R0 인  경우,  두개의  파장  함수는  정합하지  않으며  손실은  급속히 증가

한다.  모드  오정합은  초점거리에  따라  증가하며,  또한  렌즈  반경((5)식)에  따라  증가하고,  큰  렌즈 
반경의 경우(즉, FT(섬유절두)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이 손실은 금지된다.

구면수차(A)

섬유  절두  및  모드  오정합  모두에  상당한  손실이  관련한다.  고려해야  할  제3의  손실  요인으로  구면 
수차가  있다.  M.  Born  and  E.  Wolf  supra  and  E.  Hecht,  Optics,  2nd  Edition(Addison-Wesley; 
Reading, Massachusetts, 1987), pp.221-223을 참조바람.

구면수차는  수렴(또는  발산)하는  위상면이  비구형으로  되는  정도를  말한다.  모든  구형상의  렌즈, 특
히,  광선들의  광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통과하는  렌즈는  구면수차를  겪게  된다.  이  같은 구면수차

는  초점으로부터  소정  평평한  파면으로의  광로  변화에  기인한다.  수차  인자 (여기서,  P는 
위상에러  항임)가  (3)식의  적분속에  포함됨으로써,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에  대한  구면수차의  효과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다.

한개의  축  및  한개의  편축이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렌즈를  향해  섬유내에서  전파하는  두 광선
의  경우,  위상에러  P는  적당한  광로  길이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편축위치의  함수로서  수치적으로 계
산될 수 있다.

상기 (13)식에서,  

이다. 상기 식들에서, z=z( )는 렌즈 윤곽의 축좌표이고, f는 근축초점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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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 수차가 포함되면, (3)식은 다음의 식(15)와 같이 된다.

렌즈  반경의  함수로서  계산된  이  식은  제11도에  A(구면  수차)로  표시한다.  실제로  렌즈와  교차하는 
광선들만이  구면  수차를  겪게  되므로  FT(섬유절두)에서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max 까지만  적분을 취

한다.

A(구면수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면수차로  인한  손실은 RL=Rm 에서  최대값에  이르게  된다. 

Rm 보다  작은  반경들에 있어,  절두의 영향으로 인해 전력이 손실된다. Rm 보다  큰  반경들에 있어, 개구

는  증가하나  비임의  폭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비임은  구면  수차가  영으로  되는  축에  대해 
제한된 렌즈의 보다 작은 단면을 통과한다.  이들 파라메터에 대한 최대 구면 수차 손실의 크기는 약 
0.3㏈이다.

프레넬 반사(R)

또  다른 손실 요인은 렌즈 표면에 있어서의 프레넬 반사에 기인한다.  두  모드의 결합시 반사의 효과
를  계산하기  위해서,  렌즈의  수정된  전달계수가  결합식(3(식))에  하나의  인자로서  포함된다.  이 렌
즈 계수는 평행 및 수직 표준 전달율의 평균의 제곱근에 의해서 근사화될 수 있다.

(16)식에서, 

이고,

이다.  (M.  Born  and  E.  Wolf,  supra를  참조바람).  입사각  및  굴절각은  (6)식  및  (7)식에  의해 주어
진 바와 같다. 이 인자를 (3)식에 대입하면, 다음의 (19)식이 얻어진다.

다시 max까지만의 적분을 취하는 것에 주목하자.

두  파장함수를  동일하게  놓이면,  (19)식은  수치적으로  풀린다.  그  결과를  제11도에  R(반사)로 표시
한다.  그  이유는 렌즈는 최대로 큰  평균 입사각을 가져,  따라서,  최대로 큰  반사를 나타내기 때문이

다.  렌즈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곡선은 
2

R =-0.15㏈에  접근하는데,  이것은  평면  경계에서의 손

실이다.

반구형 렌즈의 총 결합효율

상술한 모든 효과는 이제 다음의 완전한 결합효율식에 포함된다.

여기서,  P는  위상인자(13(식))이고,  t는  수정된  전달계수(16(식))이다.  각종  렌즈/레이저 파라메터
에 대해 (20)식을 풀면,  레이저 결합에 대해 반구형 렌즈의 최상의 가능한 성능을 보이는 일련의 일
반적인  곡선들이  발생된다.  이러한  곡선들의  집단을  제13도에,  동작파장  λ=1.3㎛  및  섬유  모드 반
경들에  대한  레이저의  여러  다른  비의  렌즈  반경의  함수로서  결합효율을  표시하는  것에  의해 나타낸
다.

이들 곡선의 중요성은,  레이저 모든 반경 0 =1㎛,  섬유 모드 반경 1 =5㎛,  및  λ=1.3㎛로 되는 전형

적인  시스템  파라메터를  고찰해  볼  때  자명하다.  이들  값에  대해,  이상적인  순환  대칭  가우스 레이
저  출력에  의해  가능한  최대  결합효율은  -2.75㏈이다.  이  값은,  (예로서,  G.  Wenke  and  Y.  Zhu, 
supra에  의해)  보고된  결과들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결합구성으로  반구형  렌즈를  사용하는  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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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심한 손실을 나타낸다.

이상적인 렌즈 및 그의 결합효율의 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2.75㏈의  결합손실은  적어도 다
음의  인자들,  즉,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구면수차  및  프레넬  반사에  기인한다.  최대  결합효율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손실  요인을  제거  또는  적어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넬 감소
는  적절한  반사방지(AR)피막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나머지  세개의  손실요인,  즉,  구면수차, 섬유
절두  및  모드  오정합은,  이상적인  마이크로렌즈가  큰  개구수를  가져  모든  레이저  방사물을  수집하게 
되고,  레이저  및  섬유  모드와  완전하게  정합하는  초점거리를  갖게  되며  구면수차와  무관하게  되도록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상적인  렌즈  형상은  첫째로  구면수차를  제거함으로써  도출된다.  수차가  없는  렌즈는  모든  광선의 
위상이  초점이  수렴한다.  즉,  소정  파면으로부터  초점으로의  모든  광로  길이가  동일하다. 위상에러
를 영으로 놓으면, 다음의 (21)식이 얻어진다.

여기서, L은 (14)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14)식 및 (21)식은 다음의 (22)식으로 될 수 있다.

여기서, 

이고,

이다.  따라서,  이상  렌즈  형상은  두  굴절률의  상대값에  따르게  된다. n2>n1 인  경우,  (22)식  내지 

(24)식은  타원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레이저-섬유  결합  구성에  있어,  렌즈  매체의  굴절률 n1 은 렌

즈  매체를  에워싸는  물질의  굴절률 n2 보다  크므로;  따라서,  쌍곡선들은  구면수차가  제거되는 이상적

인 렌즈 형상으로 된다.

마이크로렌즈의  형상이  회전  쌍곡선으로  이루어질때  가장  큰  이익이  얻어질  것이나,  대략  회전 쌍곡
선의 형상을 갖는 경우에도 최적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유익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목
적상,  마이크로렌즈의  형상은  그  형상이  (22),(23)  및  (24)식을  충족하는  때  대략  회전  쌍곡선이라 
한다.  이들 식에서 a  및  b는  적어도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및  구면수차로부터 생기는,  본 명세서에
서 규정한, 광결합손실을 대체로 제거할 수 있는 정도 만큼 그들 식에 주어진 값들로부터 변한다.

이상적인  마이크로렌즈의  형상이  도출되며,  그의  예상된  성능이  계산될  수  있다.  그  렌즈  형상은 쌍
곡선의  점근선  및  두개의  광선과  함께  제3도에  도시된다.  반구형  마이크로렌즈와는  달리,  쌍곡선 마
이크로렌즈는  섬유절두  손실을  겪지  않을  것이다.  반구형  렌즈표면과는  달리,  쌍곡선  렌즈의 전체표
면은  초점으로부터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쌍곡선  렌즈는  합격  원추를  가지며;  충분하게  발산하는 
레이저원의  경우,  초점을  떠나는  어떤  광선들은  전혀  렌즈와  교차하지  않을  것이다.  합격  원추는 쌍
곡선의 점근선에 의해 그려지며 다음의 (25)식에 의해 주어진다.

(2),(23),(24)  및  (25)식에서  n=1.45,  n=1.0, 0 =1㎛  및 1 =5㎛을  사용하면, a 43°가  얻어진다. 

λ=1.3㎛  레이저원은  교차하지  않은  방사선으로  인한  현저한  손실을  갖기  위해서  모드  반경 0<0.55

㎛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H.  Kogelnik  and  T.  Li,  supra를  참조바람).  쌍곡선  렌즈를  가진 합
격원추도 존재하나, 그것은 대부분의 반도체 광원에 대한 인자로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마지막으로,  쌍곡선  마이크로렌즈가  레이저  및  섬유의  모드들과  완전히  정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다. 

(21)  및  (22)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및  b모드는 렌즈의 고전 초점거리 f에  선형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초점거리는  렌즈의  규모에만  의존한다.  레이저에  대한  결합시,  초점거리는 0 , 1  및  λ에 

의존하며,  Rz=f로  하여  (4)식을  푸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렌즈의  규모는  모드  오정합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

고려해야할 나머지 손실은 반사로서, 이것은, 물론 반사방지 피복물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피복하지  않은  렌즈의  경우,  반사  손실을  비롯한  결합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반구형 마이
크로렌즈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의 (26)식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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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16)  내지  (18)식에서  주어진  전달계수이다.  반사각  및  굴절각은  (6)  및  (7)식에 주어
진  것과  같다.  이들  식에서,  z는  쌍곡선  기하학((20)식)을  나타낸다.  피복하지  않은  쌍곡선 마이크
로렌즈에  대한  결합손실은  제4도에  레이저  모드 0 의  함수로서  도시한다.  전형적으로,  레이저  모드 

반경 0 =1.0㎛,  섬유  모드  반경 1 =5㎛  및  동작주파수  λ=1.3㎛의  경우,  결합손실은  약  0.22㏈로서 

표시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태양을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그의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각종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장치,  광섬유(1)  및  마이크로렌즈(1)를  포함하여  상기  광섬유와  상기  광학장치간의  광전력의 결
합을  개선하는  광통신  패키지로서,  상기  마이크로렌즈는  상기  섬유의  경계내에  놓이며,  상기 마이크
로렌즈의  윤곽  형상은  적어도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및  구면수차로  인한  광결합손실이  대체로 제거
되게 선택되는 것으로 대체로 회전 쌍곡면이고, 상기 대략 회전 쌍곡면은 다음의 식, 즉, 

으로 설명되며,  상기 z는 렌즈 축좌표이고, 상기 n 1  및 n2의  각각은 렌즈물질 및 렌즈를 에워싸는 매

체의  각각의  굴절률이고,  상기 는  축좌표이고,  상기  f는  상기  렌즈의  초점거리로서  다음의  식, 

즉, 

로  규정되며,  상기 0 는  광학장치의  모드  반경이고, 1 은  광섬유의  모드  반경이고,  상기  λ는 결합

되는 광전력의 파장인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렌즈는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는  코어(3)  및  크래딩(4)을  포함하고,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대
체로 전체 코어 부분은 대체로 상기 회전 쌍곡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크래딩  부분의  적어도  일부는  대체로  상기  회전 쌍곡
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는  결합되는  광전력의  70퍼센트  이상  또는  약  90퍼센트에  이르는 결합효
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손실의  제거는  상기  마이크로렌즈에  반사  방지  피복물의  제공에  의해 상
기  마이크로렌즈의  프레넬  반사가  대체로  제거되게  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
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장치는  레이저,  반도체  증폭기,  광섬유  증폭기  및  섬유증폭기용  펌프원을 
포함하는 광학장치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결합될  광전력의  파장  λ는  0.8  내지  1.6㎛의  범위에  속하거나  1.3㎛와  대체로 동
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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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장치의  상기  모드  반경 0 는  대체로  1㎛이고,  상기  광섬유의  상기  모드 

반경 1 은  대체로  5㎛이고/이거나,  결합되는  광에너지의  동작  파장  λ는  대체로  1.3㎛이고,  상기 마

이크로렌즈의 초점길이는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10 

광전력을  광섬유에  결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광섬유의  경계내에  놓인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상기 
광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되,  적어도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및  구면수차로  인한  광결합손실이 대
체로  제거되게  상기  마이크로렌즈의  윤곽형성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상기 마
이크로렌즈의 윤곽형상은 대체로 회전 쌍곡면이며, 상기 대략 회전 쌍곡면은 다음의 식, 즉, 

으로 설명되며,  상기 z는 렌즈 축좌표이고, 상기 n 1  및 n2의  각각은 렌즈물질 및 렌즈를 에워싸는 매

체의  제작기의  굴적률이고,  상기  ρ는  축좌표이고,  상기  f는  상기  렌즈의  초점거리로서  다음의  식, 
즉,

로  규정되며,  상기 ω0 는  광학장치의  모드  반경이고,  상기 2 은  광섬유의  모드  반경이고,  상기  λ는 

결합되는 광전력의 파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렌즈는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를  포함하며,  상기  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대체로 전체 코어부분은 대체로 상기 회전 쌍곡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크래딩  부분의  적어도  일부는  대체로  상기  회전 쌍
곡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는  결합되는  광전력의  70퍼센트  이상  또는  약  90퍼센트에  이르는 결합효
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손실의  제거는  상기  마이크로렌즈에  반사  방지  피복물의  제공에  의해 상
기  마이크로렌즈의  프레넬  반사가  대체로  제거되게  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결합되는  광전력의  파장  λ은  0.8  내지  1.6㎛의  범위에  속하거나  1.3㎛와  대체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은  레이저,  반도체  증폭기,  광섬유  증폭기,  섬유증폭기용 펌프원으로부
터 선택한 광학장치와 상기 광섬유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장치의  상기  모드  반경 0 는  대체로  1㎛이고,  상기  광섬유의  상기  모드 

반경 1 은  대체로  5㎛이고/이거나,  결합되는  광에너지의  동작  파장  λ는  대체로  1.3㎛이고,  상기 마

이크로렌즈의 초점길이는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18 

 광전력  결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광섬유  마이크로렌즈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a)  어떤 동작파
장 λ의 광전력을 모드 반경 0 를  가진 광학장치와 모드 반경 1 을  가진 광섬유간에서 결합시키는데 

적합한  마이크로렌즈의  윤곽형상을  선택하되,  적어도  섬유절두,  모드  오정합  및  구면수차로  인한 광
결합손실이  대체로  제거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단계와;  (b)  광섬유의  일단부를  상기  윤곽형성을 가
진  볼록한  형상으로  성형하되,  상기  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윤곽이  대체로  회전  쌍곡면으로  되게 성

16-11

특1994-0004211



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대략 회전 쌍곡면은 다음의 식, 즉,

으로 설명되며,  상기 z는 렌즈 축좌표이고, 상기 n 1  및 n2의  각각은 렌즈물질 및 렌즈를 에워싸는 매

체의  제각기의  굴절률이고,  상기 는  축좌표이고,  상기  f는  상기  렌즈의  초점거리로서  다음의  식, 

즉, 

로  규정되며,  상기 0 는  광학장치의  모드  반경이고,  상기 1 은  광섬유의  모드  반경이고,  상기  λ는 

결합되는 광전력의 파장인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는  코어  및  크래딩을  포함하고,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대체로 
전체  코어  부분은  대체로  상기  회전  쌍곡면을  포함하고/하거나,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의 크래
딩 부분의 적어도 일부는 대체로 상기 회전 쌍곡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는  결합되는  광전력의  70퍼센트  이상  또는  약  90퍼센트에  이르는 결합효
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손실의  제거는  상기  마이크로렌즈의  반사  방지  피복물의  제공에  의해 상
기  마이크로렌즈의  프레넬  반사가  대체로  제거되게  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장치는  레이저,  반도체  증폭기,  광섬유  증폭기  및  섬유증폭기용 펌프원
을 포함하는 광학장치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결합되는  광전력의  파장   λ은  0.8  내지  1.6㎛의  범위에  속하거나  1.3㎛와  대체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장치의  상기  모드  반경 0 는  대체로  1㎛이고,  상기  광섬유의  상기  모드 

반경 1 은  대체로  5㎛이고/이거나,  결합되는  광에너지의  동작  파장  λ는  대체로  1.3㎛이고,  상기 마

이크로렌즈의 초점길이는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렌즈의  성형은  상기  광섬유의  볼록한  단부를  레이저  마이크로 기계
가공하는  것에  의해  행하여지며,  상기  성형은  레이저  비임에  의해  상기  광섬유의  단부의  물질을 제
거함으로써 효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마이크로  기계가공은  펄스  레이저  비임에  의해  행하되,  상기  단부에 
대한 입사각을 0< <90°로 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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