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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광섬유에 관한 기술로 단일모드 광섬유 모재 및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광섬유의 전형적인 광손실 예를들면 i)레이리 산란손실 ii)불순물 금속이돈 및 수산기에 의한 흡수손실 
iii)도파로 구조불균일에 의한 손실등을 광섬유의 물성을 조절하므로 줄이고자 한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광섬유 모재의 단면이 코어의 중심에서 외부방향으로, 열전도율은 떨어지고 점성계수는 높은 물성으로 이
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내부 클래드층은 열전도율이 높고 점성계수가 낮은 합성석영관을 사용하고 외부 
클래드층은 상대적으로 합성석영관보다 열전도율이 낮고 점성계수가 높은 천연석영관을 사용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광섬유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 및 장비에 사용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섬유 모재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MCVD(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법에 의한 광섬유 1차 모재 제조공정을 보여주는 개
략도.

제2도는 제1도의 광섬유 인출공정에 사용되는 광섬유 최종모재(28)를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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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광섬유 인출공정을 수행하는 장치의 블럭도.

제4도는 인출공정시 최종모재의 넥다운존(neck down zone)을 보여주는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최종모재가 열전도율과 온도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 도면.

제6도는 온도에 따른 천연석영관과 합성석영관의 점성계수를 보여주는 도면.

제7도는 광손실을 줄이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섬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일모드 광섬유의 모재제조 공정 및 광섬유 인출공정에서 야기되
는 광섬유의 광손실 증가를 방지하여 광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일모드 광섬유 모재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분야에서 잘알려진 바와  같이  광섬유는,  코어의  굴절율이 균일한 균일코어 광섬유인 단일모드
(single mode) 및 다중모드(multi-mode)의 광섬유와 코어의 굴절율이 임의의 굴절율 분포를 가지는 불균
일 코어 광섬유인 그레이디드 인덱스 모드(graded index mode) 광섬유로 분류된다. 이러한 광섬유에서 다
중모드 광섬유는 주로 중단거리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단일모드 광섬유는 주로 장거리 통신용으로 사용된
다.

통상적으로  광섬유  제조공정  중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등의  모재  제조방법에는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ur deposition : CVD)법과 기상축부착(vapour phase axial deposition : VAD)법과 CVD법에서 개량한 
내부부착 CVD(Modified CVD : MCVD)법이 있다. 상기의 제조방법 중 MCVD법은 밀폐된 관내에서 반응을 하
게 되므로 불순물의 유입이 적고 또한 유리의 얇은 층을 세밀히 부착시키므로 정밀한 굴절율 분포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MCVD법은 광섬유 모재 제조법에서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MCVD법에 따른 통상적인 광섬유 모재 제조 방법을 제1도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미리 만들어진 예비석영관(substrate tube : 이하 1차석영관이라 함)(2)을 유리선반 위에 장착한 후 
이 1차 석영관(2)을 주축회전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일예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상기 1차 석영관
(2)는 광섬유의 클래드에 속한다. 1차 석영관은 주로 천연석영관(Transparent quartz glass)이 사용되며 
그 관지름은 일예로 26mm 정도이다.

원료가스공급계(4)는 증기운반시스템(vapor delivery system)(6)을 통하여 상기 1차 석영관(2) 내에 산소
가스(O2)와 원료가스(SiCl4 및 POCl3, BCl  3, GeCl4 등)을 흘려주고 1차 석영관(2)의 외부에 있는 산,수소 

버너(8)는 1차 석영관(2)에 열을 가하게 된다. 상기 산,수소 버너(8)는 버너를 옮기는 구동계의 제어에 
의해 좌우로 이동되어 1차 석영관(2)에 골고루 열을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석영관(2) 안에서는 화
학가스의 입자가 형성되고 형성된 입자는 바로 진공증착된다. 이러한 진공증착에 의해 제1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1차 석영관(2)안에 점선으로 표시된 증착층(deposited glass)(10)은 형성된다. 증착층(10)은 클
래드층과 코어층으로 형성되는데, 진공증착에 의하여 일정한 두께의 클래드층이 먼저 증착된후 굴절율이 
높은 코어층이 증착된다. 여기서 클래드층의 증착은 증착중 고온에 의하여 상기 1차 석영관(2)에 있는 수

산기(OH
-
)가 코어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수산기(OH

-
)가 코어층으로 확산되면 광섬

유는 흡수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진공증착이 수행된 후 증착층(10)이 부착된 1차 석영관(2)은 속채우기를 해야 한다. 그를 위하여 증기운
반시스템(6)에서는 원료가스 분사를 멈추고 산,수소버너(8)는 증착층(10)이 부착된 1차 석영관(2)을 가열
한다. 그에 따라 증착층(10)이 부착된 1차 석영관(2)의 비어 있는 부분이 축소되어 가운데가 채워짐으로 
광섬유의 모재(preform)가 만들어진다. 이하 MCVD법으로 만들어진 광섬유 모재를 본 발명에서는 광섬유 1
차모재라고 칭한다.

광섬유 모재는 지름이 클수록 그 부피가 커지게되므로 인출공정에서 광섬유 모재 한개당 광섬유 인출길이
는 당연히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전체 광섬유의 제조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이것은 광섬유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모재 지름의 확장을 위한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MCVD법으로 생성된 광섬유 1차모재에 오버클래딩(over 
cladding) (또는 오버 재킷(over jacket)이라고도 칭함)을 수행한다. 광섬유 1차모재의 오버크래딩 방법
과 장치는 본 발명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하여 1993년 특허출원된 제25712호에서 자세하게 개시되어 있다. 
광섬유모재를 오버클래딩할 경우, 설계자는 미리 광섬유 모재를 MCVD법에 의한 클래드와 오버클래딩의 클
래드의 두께를 고려하여 코어의 두께를 알맞은 비율로 증착해야한다. 광섬유모재의 오버클래딩 방법을 간
략히 설명하면, 먼저 광섬유 1차모재보다 적어도 큰 직경(예를 들면, 내경 21mm 외경 41mm 정도)을 가지
는 미리 만들어진 2차 석영관에 상기 1차모재를 삽입한다. 통상적으로 2차 석영관은 1차석영관과 동일한 
재질인 천연석영관을 사용하게된다. 다음으로 상기 2차 석영관을 버너를 사용하여 2000℃ 정도의 열로 가
열하고, 동시에 2차 석영관 내에 있는 공기를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빼낸다. 그 결과 광섬유 1차모재 위에
는 상기의 2차 석영관이 덧입히게 된다. 상기 오버클래딩 방법으로 형성된 광섬유 최종 모재는 제2a도 및 
제2b도에 보여주는 바와 같고, 이것은 광섬유 인출공정에서 사용된다.

제2a도는 최종모재(28)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제2b도는 최종모재(28)의 사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2a도 및 제2b도에서, 참조번호 10은 MCVD법에 의한 증착층(코어와 클래드로 형성)이고 참조번호 2는 
MCVD법에 사용된 1차 석영관(제1도에 도시됨)으로서 클래드 A에 속한다. 참조번호 20은 오버클래딩할때 
사용된 2차 석영관으로서 클래드 B에 속한다. 참조번호 22는 클래드 A(2)와 클래드 B(20)의 경계면으로서 
오버 재킷면(over jacket surface)이라 불린다.

제2도에 도시된 1차 석영관인 클래드 A(2)와 2차 석영관인 클래드 B(20)는 종래에는 동일한 물성(열전도
율 또는 점성계수)을 가지는 석영관을, 주로 천연석영관을 사용한다. 천연석영관은 일반적으로 합성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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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비하여 값이 싸고 순도가 낮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1차 석영관과 2차 석영관이 동일한 물성으로 만들어진 광섬유 최종모재(28)는 광손실 
특히 인출공정에서 레이리 산란손실(Rayleigh Scattering Loss)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기술분야에
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레이리 산란손실의 발생원인은 주로 i) 코어와 클래드 경계의 불균일 ii) 코어내 
GeO2 성분의 불균일 iii) 굴절율이 파장에 따라 변화 등이 있다.

후술되는 광섬유 인출공정에서는 상기 최종모재(28)와 같은 자재와 공정의 인출조건에 의하여 광손실 증
가를 불러일으킨다.

제3도는 단일모드 광섬유 인출공정을 수행하는 장치의 일반적인 블럭도이다. 광섬유 인출공정을 제3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모재  위치제어기(42)의  위치제어  메가니즘에  의하여  광섬유  최종모재(28)가 노
(furnace)(30)에 천천히 공급된다. 노(30)는 수천 ℃의 열을, 전형적으로는 2250∼2300 ℃정도의 열을 가
한다. 이에 의하여 미피복된 광섬유는 최종모재(28)로부터 단면적 감소부분으로부터 인출된다. 인출력은 
미피복된 광섬유에 인가되며 캡스턴(38)으로부터 제공된다. 직경 측정기(32)는 인출되는 미피복 광섬유의 
직경이 미리 정한 길이(전형적으로 125㎛)가 되는가를 측정하여 직경제어기(44)로 알려주므로, 직경제어
기(44)에서는 광섬유의 직경이 125㎛가  유지 되도록 캡스턴(38)을  제어한다.  캡스턴(38)은 직경제어기
(44)의 제어에 응답하여 광섬유의 인장하는 강약정도를 조절하도록 회전된다. 광섬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차 코딩유니트(34)와 제2차 코팅유니트(36)에서는 하강하는 광섬유를 폴리머 피복물(예를들면 아크릴, 
주로 내부피복과 외부피복을 포함)로 각각 피복한다. 여기서, 폴리머 피복물은 비교적 냉각된 상태의 미
피복된 광섬유에 피복된다. 캡스턴(38)의 인출력(drawing force) 제어로 인출되는 피복된 광섬유는 권취
수단(take-up means)(40)에 감긴다. 캡스턴(38)의 회전속도는 전형적으로 20m/sec 정도로서 비교적 높은 
인발속도를 가진다.

인출공정에서 광섬유의 레이리(Rayleigh) 산란손실은 주로 광섬유 인출공정에서의 인출조건에 의하여 결
정된다. 특히 온도, 속도 및 인장의 세 가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온과 저인출 장력은 레이리 산란
손실과 UV흡수손실을 증대시킨다. 캡스턴(38)의 인출장력과 노(30)의 온도는 최종모재(28)의 단멸적 감소
부분으로부터 미피복된 광섬유가 인출되는 위치인 넥다운 존(neck down zone)을 제4도의 참조번호 48에 
표시한 바와 같이 형성시킨다. 상기 넥다운 존(48)은 유리(glass)의 현화점때문에 생긴다. 유리는 소정의 
연화점(천연석영관: 약 1750℃이하, 합성석영관: 약 1600℃이하)을 갖게 되는데, 만약 주위의 온도가 연
화점 이상이 되면 유리는 고체상태에서 액체상태로 변화하고 점도는 떨어진다. 그후 자체무게(중력) 또는 
소정 인장에 의하여 변화된 물질은 아래로 떨어지며 제4도와 같은 넥다운 존(48)을 형성한다.

상기 넥다운 존(48)은 광섬유 외경이 125㎛로 결정되는 부분으로서 이 존(zone)에서 코어는 최대의 열을 
받는다.

그러나 종래의 광섬유 최종모재는 1차석영관과 2차 석영관이 동일한 물성(열전도율 및 점성계수)을 갖기 
때문에 상기 넥다운 존의 변화가 아주 심하다. 넥다운존의 변화가 가장 심한 경우는 클래드외부에 인가되
는 온도와 코어내부에 인가되는 온도가 동일할 때이다. 광섬유 인출공정에서 제2도와 같은 종래의 최종모
재(28)는 코어 중심축 가까운 클래드A(2)에 인가되는 온도가 바깥쪽의 클래드B(20)에 인가온도보다는 비
록 낮은 온도를 갖게되지만 그 온도차가 크지 않아 넥다운 존의 심한 변화가 발생한다.

넥다운 존의 심한 변화는 광섬유의 길이에 대응하는 코어 및 클래드의 굴절율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
은 광전송효율의 손실 중 가장 큰 문제인 레이리 산란손실(Rayleigh Scattering Loss)에 귀착된다. 결과
적으로 제2도와 같은 광섬유 최종모재(28)는 넥다운 존의 심한 변화에 의하여 레이리 산란손실이 크게 증
가된다.

또한 인출시의 노(30)의 높은 온도는 최종모재 중 코어의 주요성분인 GeO2를 이온화(약 2150℃에서 이온화

함)하므로 그 분포를 고루게 못하게 하여 레이리 산란손실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광전송 효율이 좋은 단일모드 광섬유를 만들기 위한 광섬유모재 제조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레이리 산란손실을 줄이는 단일모드 광섬유를 제공하는 광섬유 모재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단일모드 광섬유 형태로 사용되는 광섬유모재 제조방법에 있어
서, 클래드로 사용되는 제1 석영관을 제1 열전도율을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과, 상기 제1열전도율을 가지
는 제1석영관 속에 코어층과 클래드층을 내부증착시키는 과정과, 상기 코어층과 클래드층이 내부증착된 
제1석영관을 열로 내부를 부착하여 광섬유 예비모재로 만드는 과정과, 클래드로 사용되는 제2석영관을 적
어도 상기 제1열전도율보다 적어도 낮은 제2열전도율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과, 상기 광섬유 예비모재에 
상기 제2석영관을 열로 오버클래딩하여 상기 광섬유모재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1994년도 2월 20∼25일 광섬유 통신상에 기술적 소화능력회담에서 발표된 논문집 제목 OFC '94 Technical 
Digest의  Tuesday  Morning  ■  1쪽의  주제  Fluorine's  effect  on  fiber  optical  losses  induced  by 
drawing의 논문을 보아라. 이 논문에서는 플루오린(Fluorine,  원소기호:F)을 코어에 도핑하므로 레이리 
산란손실을 줄이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코어에 도핑(doping)되는 플루오린(F)은 코어에 인가되는 인출
온도에 적게 의존하게 하여 코어의 GeO2에 대한 이온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에서는 코어의 GeO2에 대한 이온화를 방지를 위하여 중심축의 가까운 클래드층에서 미리 설정된 석

영관 중 최고의 열전도율을 가지게 하고 중심축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열전도율이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인출공정시 코어에 인가되는 온도를 낮추게 하여(제5도가 참조되어 설명되어 질 것임) 코어
에 있는 GeO2의 전리(dissolution)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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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물성치의 분포는 코어에 인가되는 온도를 낮추게 하므로 광손실의 증가를 방지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먼저 본 발명의 정신에 따라 물성치가 서로 다른2개의 석영관을 사용하여 최종 
모재를 만든다. 따라서 2차 석영관인 클래드B(20)는 1차 석영관인 클래드A(2) 보다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
는 재질이다. 물질적으로 열전도율은 통상 점성계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클래드 B(20)는 클래드 
A(2)보다 높은 점성계수를 가진다. 이를 정리하여 표현하면 하기와 같은 관계가 된다.

열전도율(K) : 클래드A(2)  클래드B(20)

점성계수(μ) : 클래드A(2)  클래드B(20)

(단, K: 열전도율 단위 μ : 점성계수 단위)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적응되는 광섬유 최종모재(28)의 물성치는 제5a,b,c도에 도시된 (나)의 곡선을 만
족한다.

제5도는 최종모재(28)의 물성치(예를 들면 열전도율 또는 점성계수)에 따라 코어에 인가되는 온도의 변화
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제5도에서, 가로축은 반지름(r)을 나타내는 것으로, r0는 중심축을, r1은 증착코어

까지의 반지름을, r2는 증측클래드까지의 반지름을, r3은 클래드 A(2) 외반경까지의 반지름을, r4는 클래

드 B(20)의 외경까지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먼저 제5a도에 도시된 최종모재(28)의 1차 석영관(2) 및 2차 석영관(20)이 종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물
성을 가질 때를 살핀다. 광섬유 최종모재(28)의 단면적은 제5a도와 제5b도에 도시된 (가)의 곡선(점선으
로 표시)과 같은 열전도율과 온도 분포를 갖는다.

다음으로 1차 석영관(2) 및 2차 석영관(20)이 본 발명과 같은 물성치 즉 열전도율(K) :클래드A(2)  클래
드B(20), 점성계수(μ) : 클래드A(2)  클래드 B(20)일 경우를 살핀다. 이때 광섬유 최종모재(28)의 단면
적은 제5도(b)와 (c)에 도시된 (나)의 곡선(실선으로 표시)과 같은 열전도율과 온도 분포를 갖는다.

긴 원통에서 온도와 열전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9월 10일 범한서적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책제목 열
전달(Heat Transfer) 152페이지 그림 4-11에 도시된 그래프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기 그래프는 제5c도와 
비슷한 곡선을 가짐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5a도의 증착증(10)의 코어에는 제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T2-T1의 온도차(여기서, T1: 본 
발명에 따른 물성치에 의해 만들어진 광섬유에서 코어에 인가되는 온도, T2: 클래드 (A)(B)가 동일 물성
치에 의해 만들어진 광섬유에서 코어에 인가되는 온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온도차는 그 
온도차 만큼 코어의 GeO2가 이온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소온도에서 인출되는 광섬유는 손실레벨이 감소하는 것은 이미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알려져 있
고 또한 본 발명에서 인용한 논문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5b,c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열전도율과 온도 특성을 가지는 본 발명은 광섬유의 산란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1차 석영관(2)을 합성 석영관으로 사용하고 2차 석영관(20)을 천연 
석영관을 사용한다. 상기 합성석영관과 천연석영관을 사용한 광섬유 최종모재(28)는 제5도의 온도특성을 
비교적 만족한다.

하기 표 1은 상기 천연석영관의 합성석영관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1]

그리고 제6도를 보면 천연석영관과 합성석영관에 대한 온도와 점성계수와의 관계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이 그래프의 모든 온도영역(1000∼2000℃)에서 천연석영관이 합성석영관보다 높은 점성계수를 가진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1차 석영관(2)을 합성석영관으로의 사용은 제5a도에 도시된 증착층(10)의 클래드 
두께를 줄일수 있게 된다. 증착 클래드는 1차 석영관에서의 수신기(OH)가 농도차에 의하여 코어에 스며드
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층이다.

종래와 같이 1차 석영관(2)을 천연석영관(수산기(OH)가 20ppm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흡수손실을 적게하
기 위하여 제5도(a)에 나타난 D/d비(D는 중심측에서 증착클래드까지의 반지름, d는 중심축에서 증착코어
까지의 반지름)는 7이상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되어 있다. 즉 보호층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과 같이 1차 석영관(2)을 합성석영관(수산(OH)기가 5ppm정보)을 사용할 경우 수산(OH)기의 농도가 적
어 보호층인 증착클래드의 두께가 줄어지게 된다. 상기 증착 클래드의 두께가 줄어드는 것은 MCVD법에 의
한 증착에 따른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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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대구경 모재 제조와 품질향상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오버 클래딩[또는 오
버 재킷(Over Jacket)]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광손실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광손실의 
감소를 만족하려면 제7도의 물성치(예를 들면 열전도율 또는 점성계수)는 아래와 같은 부등식 관계를 가
져야 한다.

· 열전도율(K) : K  K  K …  K

· 점성계수(μ) : μ  μ  μ… μ

여기서 1∼n : 오버클래딩하는 횟수

K, μ : MCVD법에서 사용하는 1차 석영관의 열전도율 및 점성계수 실제로 합성석영관을 1차 석영관으로 
사용하면 천연사용관은 외곽쪽으로 갈 때마다 상기 합성석영관의 열전도율에서 그 열전도율이 점차로 떨
어지도록 해야 한다.

석영관의 열전도율은 석영관내 금속이온(예를 들면, Li, Na, K, Al, Fe, Cu 등) 성분의 농도 및 수산(O
H)기 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금속이온 성분 및 수산(OH)기 농도가 낮을수록 열전도율은 증가
한다. 따라서 석영관 제조시 금속 이온 성분 및 수산(OH)기 농도를 조절하면 K, K, K… K과 같이 서로 다
른 열전도율 가지는 석영관을 만들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기 다른 열전도율의 다수 석영관들이 상기 
K  K  K… K의 열전도율 분포를 가지도록 오버클래딩되면, 광섬유의 손실은 줄어든다. 이때 오버클래딩에 
사용되는 석영관들(각 석영관의 물성치는 다름)은 제조자의 의하여 그 두께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으므로 
제시된 코어와 클래드의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최종모재를 만드는 공정은 종래의 모재 제조공정과 동일한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
른 별다른 설비가 필요없다. 다니지 MCVD법에 의한 클래드 증착의 두께를 종래보다는 얇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따른 단일 모드 최종모재는 모재의 길이별 특성이 균일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광섬유 모재가 되는 단면이 소정의 열전도율 또는 점성계수의 기울기를 가져 
광섬유 인출조건에 따른 광손실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섬유는 광섬유보재의 길
이별 특성이 균일하며 수율 향상에 의한 제조원가를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일모드 광섬유 형태로 사용되는 광섬유모재 제조방법에 있어서, 클래드로 사용되는 제1 석영관을 제1 
열전도율을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과, 상기 제1열전도율을 가지는 제1석영관 속에 코어층과 클래드층을 내
부증착시키는 과정과, 상기 코어층과 클래드층이 내부증착된 제1석영관을 열로 내부를 부착하여 광섬유 
예비모재로 만드는 과정과, 클래드로 사용되는 제2석영관을 적어도 상기 제1열전도율보다 적어도 낮은 제
2열전도율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과, 상기 광섬유 예비모재에 상기 제2석영관을 열로 오버클래딩하여 상기 
광섬유 모재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석영관은 상기 제1석영관의 반경 방향 제2석영관의 외부 방향으로 소정의 기울
기로 열전도율이 떨어지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으로 만들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석영관은 합성석영관으로 만들어지며, 상기 제2석영관은 천연석영관으로 만들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석영관은 적어도 5ppm이하의 수산(OH
-
)기를 갖으며, 상기 천연석영관은 200ppm

의 수산(OH
-
)기를 갖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석영관을 만드는 과정이 제3클래드층을 가지는 제2클래드층을 소정 횟수에 걸친 
오버클래딩으로 만듦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3클래드층은 상기 제2클래드층보다 열전도율이 낮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클래드층은 상기 제3클래드층보다 점성계수가 낮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석영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기 제1석영관은 합성석영관으로 만들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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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석영관은 적어도 5ppm이하의 수산(OH
-
)기를 갖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석영관은 천연석영관으로 만들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1 

광섬유모재 제조방법에 있어서, 열전도율 K0인 합성석영관을 만드는 과정과, 상기 합성석영관 속에 코어층

과 클래드층을 내부증착시키는 과정과, 상기 코어층과 클래드층이 내부증착된 합성석영관을 열로 내부를 
부착하여 광섬유 예비모재로 만드는 과정과, K0  K1  K2 …  Kn의 열전도율 관계가 있는 K1∼KN에 상응하는 

N개의 클래드층을 연속적으로 오버클래딩하여 천연석영관을 만드는 과정과, 상기 광섬유 예비모재에 상기 
천연석영관을 열로 오버클래딩하여 상기 광섬유모재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
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석영관의 점성계수가 μ0이고, N개의 천연석영관들의 점성계수μ1∼μn은 μ1  

μ2 … μn의 관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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