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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도파로(optical  waveguide),  발광소자(light  emitting 
device) 및 수광소자(light receiving device)와 같은 광소자(optical device), 그리고 광섬유 등이 동
일한 기판에 실장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SOI 광도파로의 리브 영
역과 광소자용의 정렬 마크 그리고 광섬유 정렬용 V-홈 패턴 사이의 사진전사 정렬 오차를 최소화하며, 
다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OI 광도파로의 단면에 최적화된 반사방지막을 구비한 하이브
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SOI 광도파로의 리브 영역과 광소자용
의 정렬 마크 그리고 광섬유 정렬용 V-홈 패턴을 자기정렬 방식으로 형성하여 그들 사이의 사진전사 정
렬 오차를 최소화한다. 즉, 광소자의 정렬방법으로 기계적인 구조물을 사용치 않고 마크에 의한 인덱스 
정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판을 형성함으로써 정밀한 광소자의 가공이 필요치 않고 광섬유 정렬용의 V-
홈과 SOI 광도파로 그리고 광소자 정렬용의 마크들 간의 정렬정밀도가 우수하여 높은 광결합 효율을 얻
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SOI 광도파로와 광섬유 및 광소자 정렬용 구조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
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OI 광도파로의 단면에 특성이 우수한 반사방지막을 도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7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구조도.

도 2는 SOI 광도파로 장치의 단면도

도 3 및 도 4는 SOI 광도파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서 광도파로와 반도체 레이저의 정렬 상
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광통신용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 구조도.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단면도.

도 7a 내지 7q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광통신용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의 제조 공
정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51 : 실리콘 기판                  55 : SOI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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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LPCVD 실리콘 질화막          58 : PECVD 실리콘 질화막

61 : SOI 리브 영역                62, 63 : 마크

64 :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   65 :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 

66 : 감광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도파로(optical  waveguide),  발광소자(light  emitting 
device) 및 수광소자(light receiving device)와 같은 광소자(optical device), 그리고 광섬유 등이 동
일한 기판에 실장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용량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광전송 시스템의 가격과 성능에 대
한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광집적회로를 들 수 있다. 광소자와 전자소자를 
고밀도로 집적시키는데 대한 개념은 크게 OEIC(opto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혹은 PIC(photonic 
integrated circuit)와 HIC(hybrid integrated circuit)로 나뉘어진다. OEIC는 모노리식(monolithic)하
게 성장되고 처리된 웨이퍼, 대표적으로 InP 등의 화합물반도체웨이퍼 위에 광도파로, 발광소자 및 수광
소자 등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상호 결합되어 모든 기능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HIC에서는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가 광도파로가 형성된 기판 위에 표면실장기술로 결합된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OEIC 
보다는 HIC 개념이 보다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와 같은 능동 광소자를 광도파로 소자와 함께 실장하여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첨부된 도면 도 1은 Masso Kawachi 등이 제안한 'Method 
for fabricating hybrid optical integrated circuit' (US patent 4,735,677)에 의한 하이브리드 광집적
회로용 기판의 구조와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위에 광소자 및 광섬유를 정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은 실리콘 기판(140) 위에 형성된 하이실리카 
유리광도파로(141), 발광소자로서의 반도체 레이저(147), 수광소자로서의 반도체 광검출기(148), 반도체 
레이저(147)를 정렬하기 위한 가이드(142), 광섬유(149)를 정렬하기 위한 가이드(143)로 구성된다. 하이
실리카 광도파로(141)는 Y-브랜치(Y-branch)형으로 세 개의 끝면(end  face)(144,  145,  146)을 가진다. 
가이드(142) 사이에 삽입되는 반도체 레이저(147)는 실리콘 기판(140) 위에 부착되어 광도파로의 하나의 
끝면(144)에  결합된다.  광검출기(148)는  실리콘  기판(140)에  부착되어  광도파로의  다른  하나의 
끝면(145)에  결합된다.  광섬유(149)는  가이드들(143)  사이에  삽입되고  광도파로의  또  다른  하나의 
끝면(146)에 결합된다.

이와 같이 실리콘 기판(140) 위에 광도파로(141)를 형성하고 광도파로(141)와 같은 박막으로 형성된 광
섬유 정렬용 가이드(143) 및 반도체 레이저 정렬용 가이드(142)를 이용하여 광섬유(149)와 반도체 레이
저(147)를 각각 광도파로의 끝면(146, 144)과 정렬하는 것은 광도파로(141)의 높이가 수 십 미크론에 이
를 만큼 두꺼울 경우 광도파로(141)를 플라즈마 에칭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칭 시간이 길어서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식각 방지막의 에칭이 발생하여 광도파로(141)의 치수가 설계된 것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 정렬용 가이드(142)에 반도체 레이저(147)를 정렬해 놓기 위해서는 반도체 레
이저(147) 역시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InP 및 GaAs 등 반도체 레이저(147)의 제작에 
사용되는 화합물반도체 재료는 단결정체로서 매우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서브미크론의 정밀도
로 가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 칩(147)과 정렬용 가이드(142) 측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반도체 레이저 칩9147)과 광도파로(141)가 정렬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미
크론 수준의 거칠기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광도파로 소자는 광소자나 광집적회로 내에서 빛을 짧은 거리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광부품으로서 낮은 
광전송  손실  및  광섬유  혹은  광소자와의  낮은  접속  손실을  가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광(electro-optic) 혹은 열전효과(thermo-electric effect)를 가져서 광도파로를 이용한 수동 및 능동
의 광도파로 장치의 구현이 가능할 것 등의 요구 조건을 가진다.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은 1.2∼1.6 미크론 파장의 광에 대해 매우 높은 광투과
도를 가지고 있어 상기 파장 영역에서 광도파로로서 사용 가능하다. 첨부된 도면 도 2는 리브(rib)형 
SOI(silicon on insulator) 광도파로 소자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낸 것으로, SOI 광도파로는 통상 SOI 웨
이퍼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SOI 웨이퍼는 보통 실리콘직접본딩(silicon direct bonding)법 혹은 이온
주입을 통해 단결정실리콘 웨이퍼 내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방법(separation by implantation of oxygen, 
SIMOX)에  의해  제조된다.  SOI  광도파로의  구조는  실리콘  기판(150)  위에  형성된  버퍼층(buffer 
layer)(151),  코아층(core  layer)(152),  그리고  클래딩층(cladding  layer)(153)으로  구성되며, 
버퍼층(151)은 보통 SOI 웨이퍼의 기판절연층인 실리콘산화막으로 구성되고 1∼2 미크론의 두께를 갖는
다. 코아층(152)은 버퍼층(151) 위에 형성된 2∼10 미크론 두께의 단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지며, 클래
딩층(153)은 코아층(152)의 표면을 열산화시켜 형성되는 1∼2 미크론 두께의 실리콘산화막으로 구성된
다. SOI 광도파로에서 코아층(152) 내에 가이딩(guiding) 되는 빛이 수직 및 수평방향에서 단일모드 조
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리브(rib)의  폭(W,  155),  코아층의  높이(H,  157),  그리고  슬랩(slab)의 
높이(rH, 154)가 다음의 수학식 1을 만족하여야 한다(R. A.  Soref,  IEEE  J.  Quantum  Electron.,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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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p1971-1974, 1991 참조).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코아층(152)의 두께(H, 157), 리브의 폭(W, 155), 그리고 리
브의 높이(D, 156)를 적절히 조절하여 SOI 광도파로를 레이저 혹은 광섬유와 광결합 시킬 때 광결합 효
율이 최적이 되도록 설계한다. 상기와 같은 SOI 실리콘 광도파로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기존의 실리콘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가능한 점 등 다른 광도파로 재료에 비해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SOI 광도파로를 이용한 종래의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일례로서, 첨부된 도면 도 3 은 SOI 광도파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서 광도파로와 레이저간의 정렬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ASOC
TM
-A silicon-

based integrated optical manufacturing technology', Tim Bestwick et al, Proceedings of the 48th 
ECTC  1998  참조).  도시된  바와  같이  리브형의  SOI  광도파로(162)는  실리콘  기판(160)  위에  매몰 
산화막(buried oxide)(163)으로 격리된 단결정실리콘층(164)의 원치 않는 부분(165)을 일정 깊이로 에칭
하여 형성되고 레이저(161)는 SOI 광도파로(162)의 리브 형성을 위하여 원치 않는 단결정실리콘층(164)
을 에칭할 때 동시에 형성된 레이저용 홈(168) 내에 부착하여 SOI 광도파로(162)와 광결합 되도록 하였
다.  따라서  레이저(161)를  광도파로(162)와  정렬시키기  위한  가이드는  광도파로와  같은 
단결정실리콘층(164) 박막으로 구성되고 레이저(161)를 레이저용 홈(168)의 두 측벽(166, 169)에 밀착하
여 부착함으로써 레이저(161)와 광도파로(162)가 수평적으로 정렬되게 된다.

상기의 종래기술은 실리카 광도파로를 이용하는 종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광도파로 박막을 광소자의 기
계적인 가이드(mechanical stops)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레이저를 기계적으로 가공하여야 하는 문
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께가 약 10㎛에 불과한 SOI 광도파로 박막이 두께가 
약 125㎛에 이르는 광섬유의 정렬 가이드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SOI 광도파로 박막 이외의 별도의 
광섬유 정렬 수단, 예를 들어 이방성 식각된 실리콘 V-홈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SOI 광도파로 박막
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광섬유 정렬용 구조체를 만들 경우에는 광도파로와 광섬유 정렬구조체 상호간에 
기판 내에서의 정렬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광섬유와 광도파로 사이에 많은 광결합 손실이 발생할 수 있
다.

SOI 광도파로가 가진 단점의 하나는 코아 물질인 실리콘의 굴절률이 약 3.5로서 굴절률이 1인 공기 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빛이 공기로부터 SOI 광도파로로 입사하거나 SOI 광도파로로부터 공기로 방사될 때 
SOI 광도파로의 앞·뒤 단면(facet)에서 많은 양의 프레넬(Fresnel)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프레넬 손
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도파로의 앞· 뒤 단면에 반사방지막(anti-reflection film)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반사방지막은 굴절률이 1.87이고 매질 내에서의 광파장의 1/4의 정수 
배에 해당하는 두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된 도면 도 4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서 SOI 광도파로와 표면수광형의 광검출기 
사이의  광결합  방법과  반사방지막의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SOI  광도파로(170)의 
단면(175)과 마주보는 위치의 단결정실리콘층(177)을 에칭하여 기판 표면과 약 54도의 경사를 가진 거울
면(172)을 형성하고, 거울면(172) 위에 알루미늄(171)으로 반사막을 형성한 다음, 광도파로의 단면(175)
과 알루미늄(171)층 위에 반사방지막(173)을 공통적으로 형성하였다. 이때 광도파로(170)에서 방출된 기
판 표면과 평행한 입사광(176)은 알루미늄(171) 층에서 반사되어 단결정실리콘층(177) 위에 부착된 광검
출기(174)로 입사된다.  이 기술에서는 알루미늄(171)으로 코팅된 거울면(172)  위에 반사방지막(173)을 
거울면(172)과 광도파로의 단면(175)에 동시에 형성함으로써 광도파로의 단면(175)과 거울면(172)에서의 
프레넬 손실을 동시에 방지한 측면이 있으나, 반사방지막(173)의 형성이 알루미늄(171)의 증착 등 기판 
제조공정의 후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171) 등의 금속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400℃ 
이하의 저온에서 반사방지막(173)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때 반사방지막으로 적합한 약 2 정도의 굴절
율을 가지는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실리콘질화막과 같이 고온에서 형성되는 
우수한 반사방지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온에서 형성된 실리콘산화막 및 실리콘질화
막은 많은 양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변화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소의 이탈에 따른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공정조건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가 심하여 원하는 특성의 반사방지막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실리카 광도파로 및 SOI 광도파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서는 광도파로 박
막 자체로 이루어진 광소자 정렬용 가이드에 광소자를 정렬하기 위하여 이와 대응되게 광소자 자체를 정
밀히 가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SOI 광도파로를 이용하는 종래의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제조방법에서는 광도파로 박막 자체를 광섬유 정렬용 가이드로서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방성 식각된 V-홈과 같은 별도의 광섬유 정렬용 가이드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이때 광섬유 
정렬용 가이드와 광도파로 사이에 정렬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SOI 광도파로에 적합한 반사방지
막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SOI 광도파로의 리브 영역과 광소자용의 정렬 마크 그리고 광섬유 정렬용 V-홈 패턴 사이의 
사진전사 정렬 오차를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OI 광도파로의 단면에 최적화된 반사방지막
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으로부터 제공되는 특징적인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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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은 실리콘 기판, 매몰 절연막 및 단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SOI 웨이퍼의 상기 단결정실리콘
층을 선택 식각하여 SOI 슬랩을 형성하는 제1 단계; 상기 SOI 웨이퍼 전체구조 상부에 저압 화학기상증
착(LPCVD) 실리콘질화막 및 식각방지막을 형성하는 제2 단계; 상기 식각방지막 및 상기 LPCVD 실리콘질
화막을 선택 식각하여 리브 영역을 제외한 상기 SOI 슬랩의 상기 단결정실리콘을 노출시키고, 동시에 광
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 및 광소자 정렬용 마크를 형성하는 제3 단계; 상기 SOI 슬랩 상부의 노출된 상
기 단결정실리콘층을 선택 식각하여 SOI 리브를 형성하는 제4 단계; 상기 SOI 리브 상부의 상기 식각방
지막 및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을 선택 제거하는 제5 단계; 상기 SOI 리브를 포함한 상기 SOI 슬랩 표
면에 광도파로의 클래딩층을 형성하는 제6 단계;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에 노출된 상기 실리콘 기판
을 이방성 식각하여 광섬유 정렬용 V-홈을 형성하는 제7 단계; 및 상기 SOI 슬랩 양 끝면에 인접한 영역
의 상기 식각방지막을 선택 제거하여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을 노출시키는 제8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본 발명은 SOI 광도파로의 리브 영역과 광소자용의 정렬 마크 그리고 광섬유 정렬용 V-홈 패턴을 자기정
렬 방식으로 형성하여 그들 사이의 사진전사 정렬 오차를 최소화한다. 즉, 광소자의 정렬방법으로 기계
적인 구조물을 사용치 않고 마크에 의한 인덱스 정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판을 형성함으로써 정밀한 
광소자의 가공이 필요치 않고 광섬유 정렬용의 V-홈과 SOI 광도파로 그리고 광소자 정렬용의 마크들 간
의 정렬정밀도가 우수하여 높은 광결합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SOI 광도파로와 광섬유 및 광소자 정렬용 구조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나
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OI 광도파로의 단면에 특성이 우수한 반사방지막을 도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
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소개한다.

첨부된 도면 도 5는 SOI 광도파로를 이용한 양방향 광통신용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의 구조를 도시한 것
으로, 광집적회로용 기판(1)의 구조와 광집적회로용 기판(1)  위에 송신용 광원으로서 측면방출형(edge 
emitting type)의 반도체 레이저(3), 반도체 레이저(3)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 광검출기(6), 광도파로
형(waveguide type) 수신용 광검출기(4) 그리고 광섬유(2)를 정렬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는 표면절연층(38)으로 보호된 실리콘 기판(9)과 그 상부에 
형성된  SOI  광도파로(5),  반도체  레이저  정렬  마크(11),  모니터  광검출기  정렬  마크(12),  반도체 
레이저(3)의  후면에서  방출된  빛을  표면수광형의  모니터  광검출기(6)에  전달하기  위한  광가이드용 
V-홈(7), 수신용 광검출기 정렬 마크(13), 반도체 레이저 및 수신용 광검출기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받침대(20), 광섬유를 SOI 광도파로와 정렬하기 위한 광섬유 정렬용 V-홈(14), 반도체 레이저(3) 및 광
검출기(4, 6)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와이어본딩패드(10), 광섬유(2)가 광섬유 정렬용 V-홈(14)의 
끝에서 경사면에 의해 SOI 광도파로(5)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OI 광도파로(5)
와 인접한 V-홈(14)의 끝 부분을 블라인드 톱니 컷(blind saw cut) 등으로 제거한 트랜치(15)로 구성된
다.

Y-브랜치형의 SOI  광도파로(5)는 더욱 바람직하게 마하-젠더 간섭계(Mach-Zehnder  interferometer)  및 
광필터(optical filter)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하나의 광섬유를 통하여 송신과 수신을 겸하는 파장분할다
중(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광송신 및 광수신
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광섬유(2)는 SOI 광도파로(5)의 광축(26)과 정렬되어 형성된 광섬유 정렬용 V-
홈(14)에 UV 경화수지 혹은 인덱스 매칭 오일(index matching oil) 등으로 고정된다. 이때 V-홈이 형성
된 실리콘 기판 혹은 유리 등으로 광섬유(2)를 덮는 것도 가능하다.

반도체 레이저(3) 및 광검출기(4, 6)의 기판 부착법으로는 다이 본딩(die bonding)법 혹은 플립칩 본딩
법(L. F. Miller, 'Controlled Collapse Chip Connection,' IBM J Res Dev 13, pp. 239-250, 1969 참조)
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른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를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정렬 정밀도가 우
수한 플립칩 본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반도체 레이저(3)는 실리콘 기판(9) 내의 정렬 마크(11)와 반도체 레이저(3) 표면의 정렬 마크(29)에 의
해 반도체 레이저(3)의 광축(23)과 광도파로의 광축(27)이 정렬된 다음에 솔더범프(22)에 의해 기판에 
플립칩 본딩된다. 수신기 광검출기(4) 역시 실리콘 기판(9) 표면의 정렬 마크(12)와 광검출기(4) 표면의 
정렬 마크(30)에 의해 광검출기 광축(24)과 광도파로의 광축(28)이 정렬된 후 솔더범프(21)에 의해 플립
칩 본딩된다. 

플립칩 본딩된 반도체 레이저(3) 및 수신기 광검출기(4)의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표면으로부터
의 높이는 플립칩 본딩용 솔더범프(16)들과 무관하게 반도체 레이저(3) 및 수신기 광검출기(4)용의 받침
대(20, 21)에 의해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플립칩 본딩용 솔더범프(16)들에 의해 광소자의 높이를 조
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받침대(20, 21)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모니터 광검출기(6)는 수광영역(32)이 광가이드용 V-홈(7)의 측벽(8)의 중앙 근처에 오도록 정렬되어 플
립칩 본딩된다. 이때 모니터 광검출기(6)는 반도체 레이저(3)의 후면(33)에서 방출된 빔 중 광가이드용 
V-홈(7)의 측벽(8)을 통하여 z 방향으로 굴절된 빛을 수광영역(32)을 통하여 감지한다. 표면수광형의 모
니터 광검출기(6) 대신 측면수광형(edge receiving type)의 모니터 광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광가이드용 
V-홈(7)을 사용하지 않고 수신기 광검출기(4)와 같은 방법으로 반도체 레이저(3)와 모니터 광검출기를 
직접 광결합 시킬 수 있다. 반도체 레이저(3), 광검출기(4, 6) 등의 광소자의 구동에 필요한 전기적 연
결은 플립칩 솔더범프(16)와 직접 연결된 와이어본딩패드(10)와 광소자와 와이어본딩으로 연결된 고립된 
금속패드(17)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첨부된 도면 도 6은 상기의 도 5에 도시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서 광섬유(2), SOI 광도파로(5) 그리
고 반도체 레이저(3) 부위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SOI 광도파로(5)와 광섬유(2) 그
리고 반도체 레이저(3)의 광축의 높이를 실리콘 기판 상에서 자동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SOI 광도파로
의 버퍼층(35)의 두께를 포함한 SOI 광도파로 광축(36)의 실리콘 기판 표면(34)으로부터의 높이에 맞게 
실리콘 기판 표면(34)의 표면절연층(38)의 두께와 반도체 레이저(3) 하단의 받침대(20)의 높이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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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도체 레이저(3)의 광축(36)과 SOI 광도파로 광축(36)의 실리콘 기판 표면(34)으로부터 높이가 서로 
일치되게 하고 광섬유(2)가 광섬유 정렬용 V-홈(14)에 놓여졌을 때 광섬유 광축(39)의 높이가 SOI 광도
파로 광축(36)의 높이와 일치하도록 V-홈(14)의 폭을 결정한다.

첨부된 도면 7a 내지 7q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도 5 및 도 6 참조)에 따른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
판 제조 공정을 도시한 것으로, 이하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SOI 웨이퍼를 사용하여 
SOI 광도파로와 함께 광섬유 정렬용 V-홈, 광소자 정렬용 마크, 그리고 광소자의 플립칩 본딩용 솔더범
프 등을 형성하는 공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7a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재료로 사용되는 SOI  웨이퍼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SOI 웨이퍼는 <100>의 결정방향을 가진 실리콘 기판(51) 위에 형성된 버퍼층(52)과 <100>의 결정방향을 
가진 단결정실리콘층(53)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SOI 웨이퍼의 전면에 실리콘질화막 혹은 실리콘산화막으로 제1 식각
보호막(54)을  형성하고  사진전사  공정과  플라즈마  에칭을  통하여  제1  식각보호막(54)의  원치  않는 
영역(SOI 슬랩을 제외한 영역)을 제거하고, 이어서 남아있는 제1 식각보호막(54)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단결정실리콘층(53)을 플라즈마 에칭 혹은 습식(wet) 에칭하여 SOI 슬랩(55)을 형성한다. 도 7c에 도 7b
의 a-a'를 따라 절단한 단면을 도시하였다. 이때 단결정실리콘층(53)의 건식 혹은 습식 에칭시 식각 마
스크로서 통상의 감광막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어서 제1 식각보호막(54)과 노출된 버퍼층(52)을 습식 혹은 플라즈마 에칭법으로, 혹은 플라즈마 에칭 
및 습식 에칭법을 혼용하여 제거한 다음,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의 전면에 LPCVD 실리콘질화
막(57)과  PECVD(plasma  enhanced  CVD)  실리콘질화막(58)을  차례로  증착한다.  여기서  PECVD 
실리콘질화막(58)은 실리콘산화막과 같이 LPCVD 실리콘질화막(57)을 손상시키지 않고 HF/H2O 용액 등으로 

선택적인 제거가 가능한 물질로 대체될 수 있다.

계속하여 도 7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진전사 공정을 통해 감광막(66)을 패터닝하고 이를 식각 마스크로 
하는 플라즈마 에칭법으로 PECVD  실리콘질화막(58)과 LPCVD  실리콘질화막(57)을 차례로 선택 식각하여 
SOI 리브 영역(61), 반도체 레이저 및 모니터 광검출기의 정렬을 위한 마크(62, 63) 그리고 광섬유 정렬
용의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을 형성한다. 이때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은 실리콘 기판(51)의 <110> 결정방향과 나란하게 정렬시킨다.

이와 같이 SOI 리브 영역(61)과 반도체 레이저 및 모니터 광검출기의 정렬을 위한 마크(62, 63)와 광섬
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이 동시에 형성하는 것은 이들을 개별적으로 
형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진전사 오차를 줄이고 이는 정렬구조체간의 정렬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광도파로, 광섬유 그리고 광소자간에 높은 광결합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잔류하는 감광막(66)을 제거하고, 사진전사 공정으로 SOI 슬랩(55) 이외의 전체 실리콘 기판 표
면을 새로운 감광막(도시되지 않음)으로 보호한 다음, SOI 리브 영역(61)의 PECVD 실리콘질화막(58)과 
LPCVD 실리콘질화막(57)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플라즈마 혹은 습식 방법으로 SOI 리브 영역(61)을 제외
한 SOI 슬랩(55)을 특정 깊이로 에칭하여 도 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브(72)를 형성하고 감광막을 제거
한다. 리브(72)의 폭과 깊이는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리콘 가이드층(74) 및 리브(72) 내에
서 단일모드 조건이 만족되고 레이저 및 광검출기 그리고 광섬유와의 광결합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설정
한다. 리브(72) 형성 단계에서 SOI 슬랩(55) 이외의 영역을 감광막으로 보호하는 것은 V-홈 식각창(64, 
65)과 광소자 정렬용 마크(62, 63) 등 SOI 슬랩(55) 이외의 노출된 실리콘 기판(51)이 에칭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결정실리콘층(53)의 두께가 10㎛ 정도일 경우에는 리브(72) 형성을 위한 
실리콘의 에칭 깊이가 5㎛ 정도에 불과하므로 V-홈 식각창(64, 65)과 광소자 정렬용 마크(62, 63) 부분
의 기판 실리콘(51)이 에칭되도록 방치하여도 이후 공정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V-홈 식각창(64, 
65) 및 광소자 정렬용 마크(62, 63) 영역의 보호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감광막을 
대신하여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막을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도 7g(도 7f의 b-b'를 따라 절단한 단면을 도시함)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LPCVD 
실리콘질화막(57)의  작용  중  하나는  SOI  광도파로의  끝  단면(73)에서  반사방지막(anti-reflection 
coating)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LPCVD 실리콘질화막(57)의 두께는 사용하는 빛이 실리콘질화막 
내에서 갖는 파장의 1/4의 정수 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상기 도 7e에 도시된 바와 같이 SOI 
리브 영역(61) 이외의 SOI 슬랩(55)을 플라즈마 에칭할 때 필요한 식각보호막의 두께는 반사방지막 보다 
두꺼울 수 있으므로 LPCVD 실리콘질화막(57) 위에 도포된 PECVD 실리콘질화막(58)으로서 부족한 식각보
호막의 두께를 보충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LPCVD 실리콘질화막(57) 위에 추가로 도포된 PECVD 실리콘질
화막(58)은 상기 도 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SOI 슬랩층(55)을 에칭하여 리브(72)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하부의 LPCVD 실리콘질화막(57)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SOI 광도파로의 표면에 실리콘산화막의 클래딩층을 형성하기 이전에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과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 그리고 광소자용 정렬 마크(62, 63) 영역에 원치 않는 실리콘산화막이 성장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7h(도 7f의 c-c' 방향으로 절단한 단면을 도시함)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웨이퍼의 전체 표면에 PECVD 실리콘질화막 등으로 제2 식각보호막(75)을 증착하고 사진전사 공정과 
플라즈마 에칭법으로 실리콘 가이드층(74) 표면의 제2 식각보호막(75)과 리브(72) 표면의 PECVD 실리콘
질화막(58)과 LPCVD 실리콘질화막(57)을 차례로 제거한다. 도 7i는 이때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이어서 웨이퍼를 세정한 다음에 습식 혹은 건식 열산화법으로 실리콘산화막을 성장시킨다. 도 7i는 실리
콘산화막으로 이루어진 클래딩층(81)이 형성된 광도파로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며, 도 7k는 그 측단면(도 
7f의 b-b' 방향과 동일한 절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실리콘산화막은 실리콘의 표면이 실리콘질화막 등으
로 차폐되어 있을 경우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실리콘산화막의 클래딩층(81)은 그 표면이 
LPCVD 실리콘질화막 및 PECVD 실리콘질화막으로 보호된 SOI 슬랩의 전·후 단면(73)에는 형성되지 않고 
상기 도 7j와 같이 실리콘 가이드층(74)의 표면에만 성장된다.

이어서 도 7l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Ni/Au, Ti/Ni/Pt/Au, Ti/TiN/Pt/At 등의 다층 금속박막으로 솔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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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하부 구성물질인 언더범프 금속(under bump metal, UBM) 패턴(82), 광소자와 외부와의 전기적인 연
결을 위한 와이어본딩패드(83), 그리고 레이저 및 수신용 광검출기의 높이 조절을 위한 받침대(20, 21) 
하부의 받침대 금속패드(84) 등의 금속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7m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의 전면에 PECVD 실리콘산화막 혹은 PECVD 실리콘질화막으로 
제3  식각보호막(85)을  증착하고  사진전사  공정과  플라즈마  에칭법  혹은  습식  에칭법으로  제3 
식각보호막(85)을 선택 식각하여 UBM 패턴(82), 와이어본딩패드(83) 그리고 받침대 금속패드(84) 상부를 
노출시킨다. 이와 동시에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 내의 제3 식각
보호막(85)과 제2 식각보호막(75)을 제거하여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패턴(91) 및 광가이드용 V-홈 식
각패턴(92)을 형성한다. 이때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패턴(91)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패턴(92)의 크
기를 상기 도 7e에서 정의된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 보다 약 수 
㎛ 정도 크게 형성하고 또 LPCVD 실리콘질화막(57)이 식각되지 않도록 식각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사
진전사 과정에서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과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패턴(91)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패턴(92) 사이에 일정량의 위치 정렬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64) 및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65)의 위치 및 크기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계속하여 도 7n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base) 금속의 증착과 도금법을 사용하여 광소자의 높이 조절
을 위한 받침대(94)를 받침대 금속패드(84) 위에 형성하고, 이어서 웨이퍼를 KOH, EDP(ethylenediamine 
pyrocatechol) 등의 이방성 실리콘 에칭용액을 사용하여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패턴(91) 및 광가이드
용  V-홈  식각패턴(92)  영역의  실리콘  기판(51)을  에칭하여  광섬유  정렬용  V-홈(95)  및  광가이드용 
V-홈(96)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7o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가이드용 V-홈(97)의 내벽에 광반사도를 향상시키기고 광도파로 양 
끝 단면에 위치한 LPCVD 실리콘질화막(57) 상부의 PECVD 실리콘질화막(58)과 제2 식각보호막(75) 그리고 
제3  식각보호막(85)을  선택  제거하기  위한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Ti/Au,  Ti/Pt/Au, 
Ti/TiN/Au 등의 제4 식각보호막(98)을 스퍼터링 등의 물리기상증착법 혹은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웨이퍼의 
전면에 도포하고 다시 그 위에 감광막(99)의 도포 및 노광 그리고 현상 공정을 통하여 SOI 광도파로의 
양 끝 단면(73) 부분의 제4 식각보호막(98)을 노출시키고 이어서 감광막(99)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노출
된 제4 식각보호막(98)을 습식 에칭법으로 제거한다. 

이어서 도 7p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4 식각보호막(98) 및 감광막(99)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제3 식각보
호막(85),  제2  식각보호막(75)  및  PECVD  실리콘질화막(58)을  HF/H2O  용액  등으로  선택  식각하고 

감광막(99)을 제거한다. 광도파로의 양 끝 단면(73)에 잔류된 LPCVD 실리콘질화막(57)은 광도파로의 반
사방지막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광가이드용 V-홈(97)을 사진전사 공정에 의해 감광막(도시되지 않음)으로 보호한 다음, 웨이
퍼 표면의 제4 식각보호막(98)을 플라즈마 혹은 습식 에칭하여 제거한다. 이어서 도 7q에 도시된 바와 
같이 UBM 패턴(82)(도 7n 참조) 위에 솔더범프(102)를 형성하고 이어서 블라인드 톱니 컷 등으로 SOI 광
도파로(100) 앞쪽의 광섬유 정렬용 V-홈(95)을 가로지르는 약 수 십 미크론 폭의 트랜치(101)를 형성하
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작이 완료된다.

첨부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를 도시한 것으로, 상
기 도 7a 내지 7q에 도시된 일 실시예에서는 광도파로 형태의 수신용 광검출기를 광도파로와 광결합 시
키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수광형의 수
신용 광검출기(108)를 위한 광경로변환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표면수광형의 수신용 광검출기(108)를 SOI 
광도파로(100)와 광결합 시킨 것이다. 즉, 실리콘 재질의 마이크로 반사장치(107)를 실리콘 기판(110) 
위에 설치하고 마이크로 반사장치(107) 위에 표면수광형의 수신용 광검출기(108)를 부착함으로써 광도파
로(100)에서 방출된 기판과 나란히 진행하는 빛이 마이크로 반사장치(107)에서 기판 표면 위로 굴절되어 
표면수광형의 수신용 광검출기(108)에 전달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참고로, 마이크로 반사장치(107) 및 
표면수광형의 수신용 광검출기(10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술한 일 실시예와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진
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
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광도파로의 형태가 단순히 일직선 형태인 SOI 광도파로를 일례로 들어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의 제조 공정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원리는 상기 도 5에 도시
된 바와 같은 Y-브랜치 형태의 SOI 광도파로 장치를 비롯하여 기타 마하-젠더 간섭계 등 SOI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제작 가능한 수동 및 능동의 광도파로 장치를 가진 광모듈을 제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OI 광스위치(optical switch), SOI 광변조기(optical modulator) 등 SOI 구조로서 실현 가
능한 모든 종류의 광도파로 장치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일 실시예는 SOI 리브의 폭이 양 쪽 끝에서 동일한 직선 형태인 경우를 일례로 설명하였으
나, 경우에 따라서 SOI 리브 영역을 정의하는 마스크에서 리브 영역의 양 쪽 끝의 폭을 서로 다르게 설
계함으로서 테이퍼드 광도파로(tapered waveguide)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모니터 광검출기, 수신용 광검출기, 광섬유 및 광도파로를 각
각 하나씩 구비한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원리는 실리콘 기판 
위에 다수의 광도파로가 형성되고 또한 그 위에 다수의 레이저, 모니터 광검출기, 광검출기 및 광섬유로 
구성되는 어레이 형태의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은 SOI 웨이퍼 위에 SOI 광도파로의 형성과 동시에 광소자 및 광섬유의 정렬 및 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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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광도파로 영역과 광섬유의 정렬에 사용되는 V-홈 식각창과 광소자의 정렬용 마
크 상호간의 수평적인 정렬 오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광도파로 및 광소자 그리고 광섬유가 하
나의 기판 상에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정렬됨으로써 광집적회로의 제조 단가를 크게 저감하고 크기 또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광도파로의 전·후 단면에 우수한 반사방지 특성을 가진 
LPCVD 실리콘질화막을 제공함으로써 광결합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 기판, 매몰 절연막 및 단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SOI 웨이퍼의 상기 단결정실리콘층을 선택 
식각하여 SOI 슬랩을 형성하는 제1 단계;

상기 SOI 웨이퍼 전체구조 상부에 저압화학기상증착(LPCVD) 실리콘질화막 및 식각방지막을 형성하는 제2 
단계;

상기 식각방지막 및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을 선택 식각하여 리브 영역을 제외한 상기 SOI 슬랩의 상
기 단결정실리콘을 노출시키고, 동시에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 및 광소자 정렬용 마크를 형성하는 
제3 단계;

상기 SOI 슬랩 상부의 노출된 상기 단결정실리콘층을 선택 식각하여 SOI 리브를 형성하는 제4 단계;

상기 SOI 리브 상부의 상기 식각방지막 및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을 선택 제거하는 제5 단계;

상기 SOI 리브를 포함한 상기 SOI 슬랩 표면에 광도파로의 클래딩층을 형성하는 제6 단계;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에 노출된 상기 실리콘 기판을 이방성 식각하여 광섬유 정렬용 V-홈을 형성하
는 제7 단계; 및

상기 SOI 슬랩 양 끝면에 인접한 영역의 상기 식각방지막을 선택 제거하여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을 
노출시키는 제8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8 단계 수행후, 상기 SOI 슬랩 끝면에 인접하여 상기 광섬유 정렬용 V-홈을 가로지르는 트랜치 
채널을 형성하는 제9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6 단계 수행후,

상기 SOI  웨이퍼 표면에 광소자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패드 및  솔더범프용 금속패드를 형성하는 
제10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0 단계 수행후, 솔더범프를 형성하는 제11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OI 슬랩이 직선형 또는 Y-브랜치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
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OI 리브가 테이퍼드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에서, 광가이드용 V-홈 식각창이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
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7 단계에서, 광가이드용 V-홈이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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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방지막이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ECVD) 실리콘질화막 또는 실리콘산화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PCVD 실리콘질화막이 광파장의 1/4의 정수 배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결정실리콘층의 두께가 2 내지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
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딩층이 열산화 방식의 실리콘산화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에서, 상기 SOI 리브의 높이와 상기 단결정실리콘층의 두께의 비율과, 상기 SOI 리브의 높
이와 상기 SOI 리브의 폭의 비율은 광파장에 대해서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단지 하나의 기본모드만이 전
송 가능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의 결정방향이 <110>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
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SOI 리브와 상기 광섬유 정렬용 V-홈 식각창이 상기 <110> 방향과 나란하게 정렬되어 상기 광섬유 
정렬용 V-홈이 실리콘의 (111) 결정면으로 이루어지는 측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광
집적회로용 기판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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