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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및 그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 그 제조방법은 투명 유리 기판에 감

광제를 도포하는 단계, 광 도파로 형상과 상기 광 도파로 형상의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패터닝된 마스크를 통하여 자외선

을 상기 감광제에 조사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자외선 조사된 부분을 현상하여 포토레지스트 스탬프를 제작하는 단

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스탬프에 PDMS를 도포하여 PDMS 몰드를 제조하고 코어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PDMS 몰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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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형성된 광도파도를 제작하는 단계 및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형성된 파티션 블록 내부로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를 떨어뜨려 응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저렴하고 간단하게 다양한 곡면 형상의 반

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도파로를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2l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도파로를 적층하기 위한 유리 기판;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클래드층;

상기 클래드층 위에 형성되며, 광을 전달하기 위한 코어층;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연장 형성되는 파티션 블록; 및

상기 파티션 블록 내부에 형성되며 광을 반사시켜서 코어로 광로를 변경하기 위한 타원형을 이루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형 거울면은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를 상기 파티션 블록에 떨어뜨리고 응고시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상 폴리머는 코어층을 형성하는 폴리머와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

하는 광 도파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는 VCSEL 어레이 또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정렬하기 위한 정렬 마크가 더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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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사 거울면은 볼록 또는 오목한 모양의 곡면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청구항 6.

투명 유리 기판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단계;

광 도파로 형상과 상기 광 도파로 형상의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패터닝된 마스크를 통하여 자외선을 상기 감광제에 조사하

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자외선 조사된 부분을 현상하여 포토레지스트 스탬프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스탬프에 PDMS를 도포하여 PDMS 몰드를 제조하고 코어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PDMS 몰드를 이용하여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형성된 광도파도를 제작하는 단계; 및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형성된 파티션 블록 내부로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를 떨어뜨려 응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에는 VCSEL 어레이 또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정렬 마크가 더 패터닝되어 있고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정

렬 마크가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을 베이스와 함께 고니오메터

에 올리고 각도를 가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패너 형상의 파티션 블록의 배면을 표면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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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는 하나의 유리 기판 위에 다수개가 형성되는 어레이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접속을 위한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수직으로 광을 연결하여 결합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원형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도파로를 잉크젯 기술을 이용하여 간

단하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속의 전자 시스템에서 회로 기판과 회로기판, 칩과 칩 또는 시스템간의 연결은 전기적인 금속 케이블을 통하

여 이루어지나, 대용량 병렬 컴퓨터로 구성되는 차세대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1Tb/s급 이상의 ATM 스위칭 시스템 등에서

와 같이 정보가 대용량화되고, 전송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금속 케이블을 이용할 경우 스큐(skew),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등과 같은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시스템의 동작 효율이 저하되고 시스템 집적화가

어려워진다.

근래에 들어 광 송신/수신 모듈을 이용하여 광 연결을 이루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광 송신/수신 모듈 내부의 광 결합 방

식으로는 45°의 경사각으로 위치된 반사경을 구비하는 리본 광섬유 다채널 광 콘넥터에 광 수신 소자를 직접 결합시키는

방식, 45°의 경사각으로 위치된 반사경을 구비하는 폴리머(polymer) 광도파로에 광 송수신 소자를 폴리머 광도파로에 수

직으로 결합시키고 폴리머 광도파로를 다채널 광 콘넥터에 연결시키는 방식, 플라스틱 팩키지에 고정된 광 송수신 소자를

다채널 광 콘넥터에 수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 등이 이용된다.

이때, 광 송신 소자인 광원으로는 대개 표면방출 레이저(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어레이가 사용되

며, 광 수신 소자 즉 검출기는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 어레이가 사용된다.

상기 광원에서 광을 수직 연결하여 광 도파로에 결합하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광모듈 또는 광 접속 모듈이 발표되었다.

그중에, 국내특허출원 제2000-7003642호에 개시된 광모듈은 출사구를 통해 발진된 광이 광도파로에 의해 90°로 반사된

후 기판에 형성된 코어를 따라 광 콘넥터와 연결된 광섬유로 전달되도록 구성된다.

한편,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03-94712에는 광 섬유와의 결합시 정렬오차로 인해 발생되는 결합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

도록 한 렌즈형 반사면을 갖는 광도파로를 구비하는 병렬 광접속용 광송신/수신 모듈에 대하여 개시되어 있다.

도1은 상기 한국공개특허공보 제2003-94712호에 개시된 반사곡면을 가지는 광 도파로의 구조도이다.

상기 도1을 참조하면, 상기 광 도파로의 코어(42)의 종단부는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반사면(4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코어(42)는 일정 범위의 파장을 갖는 광이 투과될 수 있는 폴리머 또는 에폭시 계열의 물질로 형성되는데, 상기 물질

의 종단부를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갖도록 둥글게 가공하여 코어(42)로 집속되는 가공면의 반사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으

로 광 도파로(40)의 끝부분에서 원형의 곡면 반사면(44)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수직 광연결용 거울면을 만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종래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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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45° 거울면의 경우는 90° 다이아몬드 다이싱 쏘우(diamond dicing saw)를 이용한 방법, 마이크로톰 블레이드

(microtome blade)를 이용하는 방법, 폴리싱(polishing)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45° 거울면의 제작과는 달리 곡면 형태를 갖는 도1에 개시된 원형 거울면의 제작은 엑스레이 리소그래피(X-ray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상기 엑스레이 리소그래피(X-ray lithography) 공정에는 입자가속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상의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2차원 또는 3차원 곡면으로 형성되는 반사 거울

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를 잉크젯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곡면 형태의 반사 거울면을 가지는 광 도파로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

파로는, 광 도파로를 적층하기 위한 유리 기판,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클래드층, 상기 클래드층 위에 형성되며, 광을 전달

하기 위한 코어층,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연장 형성되는 파티션 블록, 및 상기 파티션 블록 내부에 형성되며 광을 반사

시켜서 코어로 광로를 변경하기 위한 타원형을 이루는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 상기 타원형 거울면은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를 상기 파티션 블록에 떨어뜨리고 응고시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 상기 액상 폴리머는 상기 코어용 폴리머와 동일

한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는 VCSEL 어레이 또

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정렬하기 위한 정렬 마크가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 상기 반사 거울면은 볼록 또는 오목한 모양의

곡면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방법은, 투명 유리 기판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단계, 광 도파로 형상과 상기 광 도파

로 형상의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패터닝된 마스크를 통하여 자외선을 상기 감광제에 조사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자외선 조사된 부분을 현상하여 포토레지스트 스탬프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스탬프에 PDMS를 도포하여

PDMS 몰드를 제조하고 코어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PDMS 몰드를 이용하여 단부에 파티션 블록이 형성된 광도파도를 제

작하는 단계 및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형성된 파티션 블록 내부로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를 떨어뜨려 응

고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에는 VCSEL 어레이 또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정렬

마크가 더 패터닝되어 있고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정렬 마크가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단계는 상

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을 베이스와 함께 고니오메터에 올리고 각도를 가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패너 형상의 파티션 블록의 배면을 표면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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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2a 내지 도2m는 본 발명에 따른 곡면 형상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어레이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상세도

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곡면 형상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어레이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도파로 양쪽에 파티션 블록과 VCSEL/PD(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정렬마크를 갖는 광도파로를 제작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잉크젯 헤더를 이용하여 광 도파로 끝의 파티션 블록 사이에 폴리머(polymer)를 떨어뜨려 타원형의 곡면을 만드는

단계이다.

도2a 내지 2m는 광 도파로 양쪽 끝에 파티션 블록과 VCSEL/PD 어레이 정렬마크를 갖는 광도파로 제작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포토레지스트 스탬프를 만드는 과정으로, 유리 기판(10)에 감광제(16)를 도포하고, 광 도파로 형상과 상기 도파로 형

상의 단부에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제작하기 위한 파티션 블록과 VCSEL/PD 어레이 정렬을 위한 정렬마크가 패터닝된 마

스크(20)를 통하여 자외선을 상기 감광제(16)에 조사한다(도 2a, 도 2b).

여기서, 상기 도 2a는 사시도이고, 도 2b는 그 단면도를 나타낸다.

상기 자외선이 조사된 감광제(16)를 식각하여 파티션 블록과 정렬마크를 갖는 광도파로 제작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스탬프

(15)를 제작한다(도 2c, 도 2d).

여기서, 상기 도2c는 포토레지스트 스탬프의 사시도이고, 도 2d는 그 단면을 나타낸다.

상기 제작된 포토레지스트 스탬프(15)에 PDMS(polydimethylsiloxane, 21)를 도포하고 자외선(UV)를 이용하여 경화시

킨다(도 2e).

그리고 상기 PDMS(21)를 상기 포토레지스트 스탬프(15)에서 분리하여 PDMS 몰드(22)를 제작한다(도 2f).

그 다음으로, 상기 PDMS 몰드(22)에 코어용 폴리머(예를들면 Chemoptics사의 ZP51)(30)를 도포하고(도 2g), 칼날(32)

등을 이용하여 잔여 폴리머를 제거한다(도 2h, 도 2i).

그리고, 상기 제작된 코어용 폴리머(30)가 채워진 PDMS 몰드(22)를 클래딩층(예를들면, Chemoptics사의 ZP49)(42)이

도포된 투명한 유리 기판(41)에 부착하고 열과 압력을 가한다(도 2j).

그 다음으로 상기 PDMS 몰드(22)만을 유리 기판(41)에서 때어내어(도 2k), 양쪽 끝에 파티션 블록(46)과 정렬마크(48)가

있는 광도파로(40)를 제작한다(도 2l, 도 2m).

여기서, 상기 도 2l은 파티션 블록과 정렬마크가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광 도파로의 사시도이고, 도 2m은 그 단면을 나타

낸다.

상기 클래드층(42)과 코어의 굴절률 및 크기는 결합되는 광섬유 및 VCSEL/PD의 사양을 고려하여 광결합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후술하는 도3a 내지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광 도파로의 단부에 형성된 파티션 블록(46) 내부로 잉크

젯 헤더(50)를 이용하여 액상 폴리머(43)를 떨어뜨려 응고시키는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광 도파로 단부에 2차원 또는 3차

원의 다양한 곡면이 형성된다.

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곡면의 반사 거울면의 제작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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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a를 참조하면, 상기 제작된 광 도파로(40)를 빗면의 각도가 45°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베이스(60) 위에 놓고 상기 베이

스(60)의 진공 홀더(62)에 의해서 진공으로 고정을 한 후, 잉크젯 헤더(50)를 이용하여 도 3b와 같이 원하는 양만큼의 폴

리머(코어용 폴리머와 동일한 재료로서 예를들면, Chemoptics사의 ZP51)(43)를 파티션 블록(46) 안으로 떨어뜨려, 도3c

와 같이 광 도파로(40) 단부에 3차원의 곡면 반사 거울면(45)을 제작 한다.

여기에서,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은, 상기 광 도파로가 형성된 기판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즉, 도 3a와 같이 45° 베이스(60)를 고니오메터(70, goniometer)에 올리고 상기 고니오메터(70)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도4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곡면 거울면을 제작할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3a에 도시된 상기 고니오메터(70)를 이용하여 상

기 베이스(60)의 각도를 조절하여 광 도파로의 단부에 형성되는 다양한 곡면의 거울면(45)을 제조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즉, 경사각 α=45°인 경우에는 원 또는 구형상의 곡면 구조를 얻을 수 있고, 경사각의 45°보다 큰 경우나 작은 경우에는 다

양한 타원형상의 곡면 부분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파티션 블록의 내부의 거칠기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서 표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액상의 폴리머가 파티션 블록안에

떨어져서 상기 파티션 블록 내부면과 접촉하면서 응고될 때, 거칠기에 따른 표면장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볼록한

곡면뿐만 아니라 오목한 모양의 곡면까지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형성된 곡면 형상의 반사 거울면(45)는 광원부 쪽에서 광 신호가 광 도파로(40)로 수직 연결되는 경우에서 상

기 광 신호를 반사시켜서 광 도파로(40) 방향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광 신호의 수직 연결은 광 도파로쪽에서 전달되어 온 광 신호를 반사시켜서 광 검출 장치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곡면으로 제작된 수직 광 연결되는 효율을 살펴보면 도5a,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원형 곡면으로 이루어

진 반사 거울면의 경우가 도6a, 도6b에 도시된 단순한 원형 곡면보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실린더 모양의 원형 거울면 제작만 가능하고, 한쪽만 원형 곡면이 되기 때문에 곡면에서 반사된 빛이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광도파로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제작해야하는 한계가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

법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한 3차원 곡면 거울면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곡면 형상의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는 광 도파로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잉

크젯 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곡면으로 형성되는 반사 거울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곡면 형태의 반사 거울면

을 가지는 광 도파로를 저렴하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

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병렬 광접속 모듈의 측면도이다.

도2a 내지 도2m는 본 발명에 따른 곡면 형상의 반사 거울면의 제작을 위한 파티션 블록 및 VCSEL/PD 어레이 정렬마크를

포함하는 광 도파로 어레이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상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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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곡면의 반사 거울면의 제조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4a 내지 도4c는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곡면의 반사 거울면을 제조하기 위한 경사각도

에 따른 곡면 형성 상태도이다.

도5a, b와 도6a, b은 각각 타원형 곡면, 원형 곡면으로 제작된 광 도파로에서 수직 광 연결되는 효율을 보여주는 모의실험

결과 상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판 15 : 포토레지스트 스탬프

16 : 감광제 20 : 포토마스크

21 : PDMS 22 : PDMS 몰드

30 : 코어용 폴리머 40 : 광도파로

41 : 유리기판 42 : 클래딩층

43 : 폴리머 45 : 반사 거울면

46 : 파티션 블록 48 : VCSEL/PD 정렬마크

50 : 잉크젯 헤더 60 : 베이스

70 : 고니오메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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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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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e

도면2f

도면2g

도면2h

도면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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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j

도면2k

도면2l

도면2m

등록특허 10-0697606

- 11 -



도면3a

도면3b

도면3c

등록특허 10-0697606

- 12 -



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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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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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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