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2B 6/4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23일

10-0646599

2006년11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4-0047869 (65) 공개번호 10-2005-0123311

(22) 출원일자 2004년06월24일 (43) 공개일자 2005년12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06월24일

(73) 특허권자 포테나 옵틱스 코포레이션

캐나다 티2이 7에스8 알버타 캘거리 1212 31 애브뉴 노쓰이스트 316 에이

(72) 발명자 진용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은마아파트 17-1402

손영성

캐나다 티3에이 3티9 알버타 캘거리 31 에덴월드 크레스. 노스웨스트

손만진

캐나다 티3지 4씨5 알버타 캘거리 163 아버 리지 파크 노스웨스트

(74) 대리인 특허법인코리아나

(56) 선행기술조사문헌

05579426 * 1020030089105 *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변성철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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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광 송수신 모듈에 관한 것이며, 더 자세하게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이용하여 단일 광케이

블로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광 송수신 모듈에 관한 것이다.

광 송수신 모듈은 발광 소자, 수광 소자, 필터 및 렌즈를 모듈화하여, 이를 결합함으로써 발광 소자, 수광 소자, 필터, 렌즈

및 광케이블의 광학적 정렬이 완료되도록 한다.

정확한 정렬을 위해서, 정밀하게 가공된 가이드 홀과 가이드 핀에 의해, 발광 소자가 장착된 송신부 모듈과 수광 소자가 장

착된 수신부 모듈이 렌즈 모듈에 결합된다.

렌즈 모듈은 광케이블로의 집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렌즈 형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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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로서,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송신부 모듈;

수광 소자를 포함하는 수신부 모듈;

상기 송신부 모듈로부터 송신되는 광을 광케이블로 향하게 하고, 상기 광케이블로부터 수신되는 광을 상기 수신부 모듈로

향하게 하여 송신 및 수신되는 광을 분리하는 필터 모듈; 및

상기 송신부 모듈, 상기 수신부 모듈, 상기 필터 모듈 및 상기 광케이블과 결합시킴으로써 양 방향 광 송수신 모듈의 광학

적 정렬을 이루는 렌즈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렌즈 모듈은,

상기 광케이블을 결합시키는 리셉터클;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송신부 모듈을 상호 결합시키는 제 1 결합부;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수신부 모듈을 상호 결합시키는 제 2 결합부; 및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필터 모듈을 상호 결합시키는 제 3 결합부를 포함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 모듈, 상기 수신부 모듈, 상기 렌즈 모듈 및 상기 필터 모듈은 각각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되는, 단일 광

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모듈은,

상기 발광 소자에서 발생한 광이 평행광이 되도록 하는 송신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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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케이블에서 나온 광이 집광되어 상기 수광 소자에 입사되도록 하는 수신부 렌즈;

상기 발광 소자에서 발생한 광이 상기 광케이블로 집광되어 들어가게 하고, 상기 광케이블로부터 상기 광 송수신 모듈 측

으로 나오는 광이 평행광이 되도록 하는 리셉터클 렌즈를 더 포함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모듈은,

제 1 파장의 광은 투과시키고, 제 1 파장과는 다른 제 2 파장의 광은 반사시키는 특성을 갖는 광학 필터를 구비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결합부는,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송신부 모듈 중 어느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 핀; 및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송신부 모듈 중 다른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 홀을 포함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결합부는,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수신부 모듈 중 어느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 핀; 및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수신부 모듈 중 다른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 홀을 포함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결합부는,

상기 필터 모듈이 상기 렌즈 모듈에 결합될 수 있도록 상기 렌즈 모듈에 홈이 파여져 있고 상기 홈에 상기 필터 모듈의 상

부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형태를 가지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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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 모듈은,

상기 제 1 결합부에 의해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송신부 모듈이 결합했을 때 상기 송신부 렌즈의 중심과 대응되는 위치에

하나의 홈을 가지며,

상기 홈에 상기 발광 소자가 삽입 결합되어 상기 발광 소자에서 발생하는 광이 상기 송신부 렌즈 중심에 입사되도록 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 모듈은,

상기 제 2 결합부에 의해 상기 렌즈 모듈과 상기 수신부 모듈이 결합했을 때 상기 수신부 렌즈 중심과 대응되는 위치에 하

나의 홈을 가지며,

상기 홈에 상기 수광 소자가 삽입 결합되어 상기 수신부 렌즈에서 나온 광이 상기 수광 소자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모듈의 상기 송신부 렌즈, 상기 수신부 렌즈, 상기 리셉터클 렌즈 및 상기 리셉터클은 투명한 재료에 의해 일체

로 형성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 모듈은,

리드 프레임에 쉴드를 위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수광 소자 및 전기 소자를 실장한 후, 상기 쉴드를 위한 부분을 접어서 상기 수신부 모듈의 윗면을 덮음으로써 전기적

쉴드를 구현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 모듈은,

리드 프레임에 쉴드를 위한 부분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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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광 소자를 실장한 후, 상기 쉴드를 위한 부분을 접어서 상기 송신부 모듈의 윗면을 덮음으로써 전기적 쉴드를 구현

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광 송수신 모듈에 관한 것이며, 더 자세하게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이용하여 단일 광케이

블로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광 송수신 모듈에 관한 것이다.

광통신에서, 디지털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그 신호에 따라 수광 소자를 ON 또는 OFF 시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꾸는

것을 전광 변환 (Electrical to Optical Converting) 이라 하며, 광케이블을 따라 송신된 광신호를 수광 소자가 수신하여 다

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광전 변환 (Optical to Electrical Converting) 이라 한다. 이러한 광통신을 통해, 대량의 데

이터를 장거리로 송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광케이블 및 데이터를 수신하는 광케이블

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케이블 자체는 방향성이 없으므로, 광케이블 내에서 광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역으로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즉, 하나의 광케이블만 가지고도 양방향으로 동시에 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점에서, 발광 소자로부터 나오는 광과 수광 소자로 들어가는 광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도 1 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송신 광신호와 수신 광신호를 분리하는 모듈이 요구된다.

도 1 은 종래의 양방향 광신호 송수신 모듈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수신 신호와 송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서로 다른 파장 (λ1, λ2) 의 광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λ1 파장의 광을 내는 발광 소자 (104) 를 이용하면, B 지점에서는 λ2 파장의 광을 내는 발광 소자 (104b) 를 이

용한다. 일반적으로, 발광 소자 (104, 104b) 로는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또는 레이저 다이오드 (LD:

Laser Diode) 가 이용되고 수광 소자 (105, 105b) 로는 포토다이오드 (photodiode) 가 이용된다. 이 때,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학 필터 (101) 를 이용하여 A 지점에서는 발광 소자 (104) 에서 나오는 λ1 파장의 광이 수광 소자 (105) 로 들

어가지 않게 차단하고 광케이블 (107) 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광케이블 (107) 을 통해 전달된 λ2 파장의 광이 발광 소자

(104) 로 들어가지 않고 수광 소자 (105) 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같은 원리로, B 지점에서도, 광학 필터를 이용해 발광 소

자에서 나오는 λ2 파장의 광이 수광 소자 (105b) 에 들어가지 않고 광케이블 (107) 로 들어가게 하며, 광케이블 (107) 을

통해 A 지점으로부터 전달된 λ1 파장의 광이 발광 소자 (104b) 로 들어가지 않고 수광 소자 (105b) 로 들어가게 한다. 따

라서, 하나의 광케이블 (107) 로 동시에 양방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은 기존의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이 갖는 문제점은, 고가의 금속으로 된 티오 캔 패키지 (TO can package)

를 이용하며 렌즈, 광학 필터 (101, 102), 및 광케이블 (107) 간의 정밀한 광축 정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즉, 발광 소

자 (104) 를 작동시켜 광이 나오게 하고 그 광이 반대편 광송수신 모듈의 수광 소자 (105b) 로 정확히 들어가도록 광 송수

신 모듈 내의 소자들과 광 부품들을 미세하게 정렬해야 한다. 그 후, 금속으로 된 몸체 (103) 에 발광 소자 (104) 와 수광

소자 (105) 가 구비되어 있는 티오 캔 패키지를 레이저 용접기로 용접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광 소자 (104) 와 수광 소

자 (105) 를 작동시키고 광이 각 소자들과 광 부품에 제대로 입사되는지 확인하면서 광 부품들을 정렬하는 방식을 능동 정

렬 (active alignment) 이라 한다. 능동 정렬 방식은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레이저 용접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전술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정밀한 광학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동 정렬 (passive alignment) 방식이

다. 수동 정렬 방식에서는, 미세한 광학 정렬을 하지 않는 대신 광 부품들을 정교하게 배열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한 광도파로를 광 부품으로 이용하거나 실리콘 옵티칼 벤치 (Silicon Optical Bench)

를 거치대로 이용한다. 광도파로와 실리콘 옵티칼 벤치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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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광도파로는 광섬유와 유사한 원리로 광이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전파되도록 하는 소자이다. 즉, 특정한 구조

를 가진 코어를 형성하고 그 주변을 코어의 굴절률보다 낮은 굴절률을 가진 물질로 둘러 싼 구조를 만들면 광이 코어 내부

로만 전파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광도파로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정밀

도로 제작 가능하다. 광도파로 안으로 광이 입사되면, 광도파로의 코어로만 광이 통과하므로 어려운 광학 정렬 없이도 광

이 일정한 위치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된 위치에 광섬유와 광학 필터, 수광 소자 그리고 발광 소자를 배열하

는 것만으로도 정렬이 완료된다.

그러나, 광도파로 이용의 문제점으로서, 광도파로 자체는 정밀하게 제작 가능하지만 광도파로와 수광 소자 및 발광 소자를

일정한 위치에 정밀하게 배열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밀한 거치대는 실리콘 옵티칼

벤치로 구현이 가능하다. 실리콘 옵티컬 벤치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하 설명한다.

실리콘 기판 위에 포토리소그라피 (photo-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의 박막을 도포한다. 이를 식각액에 담

그면, 박막이 가로 막고 있는 부분은 식각되지 않고 박막이 없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식각되어 원하는 모양의 홈을 만든다.

이와 같이 제작된 거치대를 실리콘 옵티칼 벤치라 하며, 실리콘 옵티칼 벤치 위에 생성된 홈에 광도파로와 수광 소자 및 발

광 소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미세 정렬을 구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해 제작된 광학 정렬 부품들은 정밀도가 매우 높지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는

관계로 제작이 용이하지 않고 저가의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정밀 부품들 역시 또

다른 거치대 위에 놓여져야만 하므로 모든 부품들을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정밀도를 유지할 수가 없

다는 문제점도 지닌다. 그러나 모든 부품들을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양방향 광송수신 모듈에 있어서 송신부, 수신부, 렌즈부 및 필터부 등을 각각 모듈화하여 상기 각각의 모

듈화된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광학적 정렬을 완료하며, 저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

수신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플라스틱 사출물을 이용해 저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적 쉴드가 구현되는 송신부 모듈 또는 수신부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광을 발하는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송신부 모듈; 광을 받는 수광 소

자를 포함하는 수신부 모듈; 송신되는 광과 수신되는 광을 분리하는 필터 모듈; 및 송신부 모듈, 수신부 모듈, 필터 모듈 및

광케이블과 결합되는 렌즈 모듈을 포함하며, 송신부 모듈, 수신부 모듈, 렌즈 모듈 및 필터 모듈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광학

적 정렬이 완료되는,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송신부 모듈, 수신부 모듈, 렌즈 모듈 및 필터 모듈은 각각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렌즈 모듈은, 광케이블을 결합될 수 있게 하는 리셉터클; 렌즈 모듈과 송신부 모듈을 소정의 위치에서

상호 결합시키는 제 1 결합부; 렌즈 모듈과 수신부 모듈을 소정의 위치에서 상호 결합시키는 제 2 결합부; 및 렌즈 모듈과

필터 모듈을 소정의 위치에서 상호 결합시키는 제 3 결합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 송수신 모듈을 설명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광 송수신 모듈은 송신부 모듈 (223), 수신부 모듈 (224), 렌즈 모듈 (221) 및 필터 모듈 (222)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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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송수신 모듈의 기능은, 디지털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이를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로 송신하는 한편, 같은 원리로 역으로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에서 전송한 광신호를 수광 소자를 이용하여 수신하고

이를 다시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것이다. 이 때 단일 광케이블로 광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므로 송신 및 수신되는 각각의 광

의 파장은 상이해야 한다.

이하, 도 2 를 참조하여 광 송수신 모듈에 포함되는 각각의 모듈의 기능 및 구성을 간단히 설명하며, 세부사항은 후에 도 4

(렌즈 모듈 및 필터 모듈), 도 5 (필터 모듈), 도 8 (송신부 모듈) 및 도 9 (수신부 모듈)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제작된 렌즈 모듈 (221) 에, 각각 발광 소자 (204) 및 수광 소자 (205) 를 포함하는 송신부 모

듈 (223) 및 수신부 모듈 (224) 을 끼워 맞춤으로써 광학 정렬이 완료될 수 있는 구조이다.

송신부 모듈 (223; transmitter module) 은 광을 발생하는 발광 소자 (204) 를 포함하며, 발광 소자 (204) 로는 일반적으

로 발광 다이오드 (LED) 또는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diode) 가 이용된다.

발광 소자 (204) 에 일정한 전류를 흘리면 소자가 발광을 하는데 전류를 ON 또는 OFF 시키면 그에 따라 광이 ON 또는

OFF 되므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송신부 모듈 (223) 은 디지털 전기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발광 소자

를 이용하여 이를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로 송신하는 기능을 한다.

수신부 모듈 (224; receiver module) 은 광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수광 소자 (205) 를 포함하며, 수광 소자 (205) 로

는 일반적으로 포토다이오드 (photodiode) 가 이용된다. 포토다이오드에 광이 입사되면 그 광의 세기에 비례하여 전류가

흐른다. 이 미세한 전류를 증폭 IC 에 입력하여 보다 큰 세기의 전기 신호로 증폭한다. 수신부 모듈 (224) 은 상대편 광 송

수신 모듈에서 전송한 광신호를 수광 소자를 이용하여 수신하고 이를 다시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렌즈 모듈 (221; lens module) 및 필터 모듈 (222; filter module) 은 수신되는 광과 송신되는 광을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단일 광케이블로 동시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렌즈 모듈 (221) 은 송신부 모듈(223) 에서 나온 광을 평행광으로 만드는 송신부 렌즈 (211), 수신부 모듈 (224) 의 수광

소자 (205) 로 광을 집광하는 수신부 렌즈 (212), 및 광케이블로 광을 집광하는 동시에 광케이블에서 나온 광을 평행광으

로 만드는 리셉터클 렌즈 (213) 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일 광케이블 송수신 모듈은 하나의 광케이블 (207) 을 통해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로 광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동일한 광케이블 (207) 을 통해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로부터 광신호를 수신한다. 그런데 수신 광신호와 송신 광신

호를 하나의 동일한 광케이블 (207) 을 통해 전송해야 하므로 수신 광신호를 분리해 수신부 모듈 (224) 로 전달하고 동시

에 송신부 모듈 (223) 의 광신호를 동일한 광케이블 (207) 로 결합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송신부 모듈 (223) 의 광

신호가 수신부 모듈 (224) 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두 신호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송신부 모듈 (223)

의 신호 일부가 수신부 모듈 (224) 로 들어가서 수신된 신호에 영향을 미친다. 두 신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수신

광신호의 파장과 송신 광신호의 파장을 다르게 하고, 필터 모듈 (222) 에 있는 광학 필터 (201) 를 이용한다.

즉, 필터 모듈 (222) 은 송신되는 광신호와 수신되는 광신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 2 는 하나의 광 송수신 모듈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나, 상대편 광 송수신 모듈의 구조도 도 2 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한쪽 광 송수신 모듈에는 장파장 광을 발하는 발광 소자 (204) 와 장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 가 장착되어 있고, 다른 상

대편 광 송수신 모듈에는 단파장 광을 발하는 발광 소자와 단파장 투과 광학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때,

장파장 및 단파장은 소정의 파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길거나 짧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각각이 어떠한 절대적인

값보다 길거나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파장값이 상이하면 된다. 그리고 수신부 모듈 (224) 앞에는 같은 편 송신부

모듈 (223) 에서 나오는 광을 차단하는 광학 필터 (202) 가 장착되어 있다.

도 3 은 단일 광케이블 송수신 모듈을 이용한 양방향 광통신의 수행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참조하여 도 2 의 구성에 따르

는 경우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두 광신호의 분리는 두 개의 광학 필터 (201, 202) 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하나의 광학 필터 (202) 는 장파장의 광을 반

사하고 단파장의 광은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광학 필터 (201) 는 반대로 장파장의 광을 투과하고

단파장의 광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쪽 송신부 모듈 (223) (A 지점의 송신부 모듈) 에는 장파장의 광을 발하는

발광 소자 (204) 를 이용하고 상대편 송신부 모듈 (B 지점의 송신부 모듈) 에는 단파장의 광을 발하는 발광 소자 (204b)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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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이때, 장파장 및 단파장은 소정의 파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길거나 짧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각각이

어떠한 절대적인 값보다 길거나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장파장과 단파장은 어떠한 사양의 광학 필터를 이용하느냐

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 가능할 정도로 파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 한쪽 송신부 모듈에는 850 nm 파장의 광을 발하는 표면광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고 상대편 송신부 모듈에는

780 nm 파장의 광을 발하는 표면광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이 때, 광케이블 (207) 과 송신부 모듈 사이에 광학 필터

를 45° 각도로 기울여 설치한다. 장파장 레이저를 이용하는 송신부 모듈에는 장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 를, 단파장 레이

저를 이용하는 송신부 모듈에는 단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b) 를 설치한다. 그리고 광학 필터 (201) 를 중심으로 송신부

모듈 (223) 과 90° 각도로 회전시킨 곳에 수신부 모듈 (224) 을 둔다. 수신부 모듈 (224) 바로 앞에는 같은 편 송신부 모듈

(223) 에서 나온 광이 들어가지 않도록 광학 필터 (202) 를 둔다. 즉, 장파장의 광을 발하는 송신부 모듈 (223) 과 같이 있

는 수신부 모듈 (224) 앞에는 장파장 차단 광학 필터 (202) 를 두고, 단파장의 광을 발하는 송신부 모듈과 같이 있는 수신

부 모듈 앞에는 단파장 차단 광학 필터 (202b) 를 둔다.

장파장의 광을 발하는 광 송수신기 (A 지점의 광 송수신기) 와 단파장의 광을 발하는 광 송수신기 (B 지점의 광 송수신기)

를 하나의 광케이블 (207) 로 연결한다. 장파장의 광을 발하는 송신기에서 나온 광은 광케이블 (207) 과 송신기 사이에 있

는 장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 를 그대로 통과해 광케이블 (207) 안으로 들어간다. 이 광은 광케이블 (207) 을 통해 단파

장 광을 발하는 광 송수신기측으로 전달된다. 단파장 광을 발하는 광 송수신기에 도달한 광은 광케이블 (207) 과 송신기 사

이의 단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b) 에 의해 송신기측으로 가지 못하고 90° 각도로 반사되어 수신기측으로 전달된다. 비슷

한 방식으로 단파장 광을 발하는 송신기에서 나온 광이 단파장 투과 광학 필터 (201b) 를 통과해 광케이블 (207) 안으로

들어가고 광케이블 (207) 을 통해 상대편 광 송수신기에 도달한다. 광케이블 (207) 에서 나온 단파장 광은 장파장 투과 광

학 필터 (201) 에 의해 90° 각도로 반사되어 수신기측으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해 양방향 광

통신을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 송수신 모듈은 렌즈 모듈 (221), 필터 모듈 (222), 수신부 모듈 (224), 및 송신부 모듈

(223) 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각각의 모듈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 는 도 2 의 렌즈 및 필터 모듈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4 에서, 광케이블이 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리셉터클 (209; receptacle), 송신부 모듈 삽입구 (423), 수신부 모듈

삽입구 (424), 및 필터 모듈 삽입구 (422) 가 도시된다. 모듈 삽입구에는 송신부 모듈 (223) 및 수신부 모듈 (224) 이 정확

하게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핀 (433, 434) 이 설치된다. 렌즈 모듈 (221) 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 상기

렌즈 (211, 212, 213), 삽입구 (422, 423, 424), 및 가이드 핀 (433, 434) 이 일체형으로 사출 성형된다. 렌즈 모듈 (221)

의 재질은 투명한 것으로 하며, 이는 렌즈 모듈을 통해 광이 투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일예로, 투명한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또는 PC (Polycarbonate) 를 이용한다.

이하, 도 5 를 참조하여 필터 모듈을 설명한다.

도 5 는 도 4 의 필터 모듈을 확대하여 나타낸 사시도이다.

필터 모듈 (222) 은 광학 필터 (201) 를 렌즈 모듈 (221) 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렌즈 모듈 (221) 과 별도로 제작된

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광학 필터 (201) 는 약 1 mm x 1 mm 의 크기 및 약 0.1 ~ 0.2 mm 의 두께를 지닌다. 광학

필터 (201) 가 이처럼 작고 얇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고 렌즈 모듈 (221) 의 적절한 위치에 장착하기가 어렵다. 특히 광학

필터 (201) 가 렌즈 모듈 (221) 내부에 장착되어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광학 필터 (201) 의 장착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 광학 필터 (201) 를 세워서 삽입해야 하는데, 두께가 얇은 광학 필터 (201) 를 세워서 삽입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터 모듈 (222) 에 광학 필터 (201) 를 장착하고 필터 모듈 (222) 을 렌즈 모듈 (221) 에 삽

입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필터 모듈 (222) 에는 광학 필터 (201) 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광학 필터 거치대 (501) 가 설치된다.

거치대 (501) 에는 광학 필터 (201) 를 통해 광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존재한다. 광학 필터 (201) 를 거치대 (501) 위

에 올려 놓고 접착제 (예를 들어 에폭시) 로 고정한다. 광학 필터 거치대 (501) 주변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으며, 따라서

광학 필터 (201) 를 세울 필요없이 거치대 (501) 위에 올려 놓으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된 필터 모듈 (222) 은 그

크기가 광학 필터 (201) 보다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며 렌즈 모듈 (221) 에 삽입하기도 용이하다. 또한, 필터 모듈

(222) 의 상부는 광학 필터 (201) 장착 부위 안으로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뚜껑의 역할도 한다. 필

터 모듈 (222) 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

도 6 은 발광 소자에서 나온 광이 광케이블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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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에서, 상기 렌즈 모듈 (221) 은 송신부 모듈 (223) 에서 광이 나오는 부분과 광케이블 (207) 의 끝단이 결합되는 부분,

및 수신부 모듈 (224) 로 광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렌즈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송신부 모듈 (223) 의 발광 소자 (204) 에서

나오는 광은 큰 각도를 가지고 퍼져 나가며, 송신부측에 있는 송신부 렌즈 (211) 는 송신부 모듈 (223) 에서 나온 광을 평

행광으로 만든다. 이 평행광이 광학 필터 (201) 를 통과하여 광케이블 (207) 측의 리셉터클 렌즈 (213) 에 의해 집광되어

작은 크기를 가진 광케이블 (207) 안으로 들어간다.

도 7 은 광케이블에서 수광 소자로 광이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7 에서, 상대편 송신부 모듈로부터 전달된 광이 광케이블 (207) 에서 나와 리셉터클 렌즈 (213) 에 의해 평행광으로 만

들어지고 이 평행광이 광학 필터 (201) 에 의해 90° 각도로 꺾여 수신부측으로 향하게 된다. 이 평행광이 수신부측의 렌즈

(212) 에 의해 집광되고 수신부 모듈 (224) 의 수광 소자 (205) 에 입사된다.

일반적으로, 광 송수신에 이용되는 광케이블 (207) 의 코어의 지름은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이다. 이 작

은 크기의 코어에 광을 효율적으로 입사시키려면, 송신부 모듈 (223) 의 발광 소자 (204) 에서 나오는 광이 리셉터클 렌즈

(213) 를 통과해 광케이블 (207) 의 끝단에 닿았을 때 최소한의 크기로 집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렌즈의 곡률, 렌즈의 위치 및 렌즈의 굴절률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발광 소자 (204) 와 송신부 렌즈 (211) 간의 거리, 수광 소자 (205) 와 수신부 렌즈 (212) 간의 거

리, 및 광케이블 (207) 과 리셉터클 렌즈 (213) 와의 거리는 각각 약 1 ~ 2 mm 정도이다. 그리고 세 부분의 렌즈 (211,

212, 213) 의 곡률 반경은 모두 약 0.5 ~ 1 mm 정도이다.

렌즈 모듈 (221) 에 형성된 송신부 렌즈 (211) 의 중심과 송신부 모듈 (224) 의 발광 소자 (204) 의 중심이 일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수신부 렌즈 (212) 의 중심과 수광 소자 (205) 의 중심이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광케이블 (207) 의 중심 역시

리셉터클 렌즈 (213) 중심과 일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렌즈 (211, 212, 213) 의 중심과 발광 소자 (204), 수광 소

자 (205), 및 광케이블 (207) 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송신부 모듈 (223) 이 삽입되는 부분과 수신부 모듈 (224) 이 삽입되

는 부분에 가이드 핀 (433, 434) 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케이블 (207) 이 삽입되는 부분에는 리셉터클 (209) 이 설치되어

있다.

렌즈 (211, 212, 213), 송수신 모듈이 결합되는 부분 (423, 424), 및 광케이블이 결합되는 리셉터클 (209) 이 하나의 플라

스틱 사출 성형물로 형성되므로 부품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별도의 위치 정렬이 불필요하다.

도 8 은 도 2 의 송신부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8 을 참조하면, 송신부 모듈 (223) 에는 전기 신호를 발광 소자 (204) 에 전달하는 금속 리드 프레임 (804a, 804b) 이

있고, 그 리드 프레임 (804a, 804b) 위의 일정한 위치에 발광 소자 (204) 를 장착할 수 있도록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홈

안에 발광 소자 (204) 가 장착되어 있다. 송신부 모듈 (223) 을 렌즈 모듈 (221) 에 결합했을 때 발광 소자 (204) 의 중심과

렌즈 (211) 의 중심이 일치되도록 발광 소자 (204) 가 장착될 홈이 위치한다. 그리고 송신부 모듈 (223) 의 양측에는 렌즈

모듈 (221) 의 가이드 핀 (도 4 의 433) 이 결합될 수 있도록 가이드 홈 (801) 이 형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 (221) 의 가이

드 핀 (도 4 의 433) 이 송신부 모듈 (223) 의 가이드 홈 (801) 에 끼워지면서 렌즈 모듈 (221) 의 송신부측 렌즈 (211) 중

심과 발광 소자 (204) 의 중심이 일치한다. 송신부 모듈 (223) 역시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

송신부 모듈 (223) 의 발광 소자 (204) 가 위치하는 홈 안에 금속 리드 프레임 (804b) 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에 도전성

접착제를 소량 도포하고 발광 소자 (204) 를 홈 안에 장착하여 리드 프레임 (804b) 과 발광 소자 (204) 의 아랫면이 전기적

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는 금속 와이어 (802) 를 이용해 발광 소자 (204) 의 윗면과 또 다른 리드 프레임 (804a)

을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리드 프레임 (804a, 804b) 을 통해 발광 소자 (204) 의 윗면과 아랫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도 9 는 도 2 의 수신부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9 에서, 수신부 모듈 (224) 에도 수광 소자 (205) 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금속 리드 프레임 (904a,

904b, 904c) 과 그 리드 프레임 위의 일정한 위치에 수광 소자 (205) 가 장착되도록 홈이 형성되어 있다. 이 홈은 수신부

모듈 (224) 을 렌즈 모듈 (221) 에 결합했을 때 수광 소자 (205) 의 중심이 렌즈 (212) 의 중심에 일치하도록 위치한다. 그

리고 수광 소자 (205) 외에, 수광 소자 (205) 에서 발생된 전기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프리 앰프 IC (905), 및 프리 앰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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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해 필요한 소자 (예를 들면 캐패시터 (906)) 들이 장착되어 있다. 수신부 모듈 (224) 양측에도 렌즈 모듈 (221) 의

가이드 핀 (434) 과 결합될 수 있도록 가이드 홈 (901) 이 형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 (221) 의 가이드 핀 (434) 이 수신부

모듈 (224) 의 가이드 홈 (901) 에 끼워지면서 렌즈 모듈 (221) 의 수신부 렌즈 (212) 중심과 수광 소자 (205) 의 중심이

일치한다. 수신부 모듈 (224) 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

수신부 모듈 (224) 의 수광 소자 (205) 가 위치하는 홈 안에 금속 리드 프레임 (904c) 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에 도전성

접착제를 이용해 수광 소자 (205) 를 접착하여 수광 소자 (205) 의 밑면과 리드 프레임 (904c) 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든다. 금속 와이어 (902) 를 이용해 수광 소자 (205) 의 밑면과 연결된 리드 프레임 (904c) 을 프리 앰프 (905) 와 연결

한다. 수광 소자 (205) 의 윗면은 가는 금속 와이어 (902) 로 프리 앰프 (905) 와 직접 연결한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금속

리드 프레임 (904a) 위에 도전성 접착제로 프리 앰프 (905) 를 접착한다. 프리 앰프 (905) 가 구동되려면 전원이 공급되어

야 하고 프리 앰프 (905) 가 증폭한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부 모듈 (224) 에는 프리 앰프 (905) 로 전원

을 연결하는 금속 리드 프레임과 프리 앰프 (905) 의 출력을 전달하는 금속 리드 프레임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금속 리드

프레임들과 프리 앰프 (905) 는 가는 금속 와이어 (902) 로 연결된다. 도면 부호 911 은 쉴드 뚜껑을 나타내며, 도면 부호

903 은 수신부 모듈 몸체이다.

이렇게 수광 소자 (205) 와 프리 앰프 IC (905) 및 소자들 (예를 들어 906) 을 장착하고 각 소자들을 금속 와이어 (902) 로

금속 리드 프레임 (904a, 904b, 904c) 과 연결한 뒤 수광 소자 (205) 위에 광학 필터 (202) 를 부착하고 접착제 (예를 들어

에폭시) 로 고정한다. 수광 소자 (205) 위의 광학 필터 (202) 는 상대편 송신 모듈에서 오는 광 외의 다른 광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도 10 은 도 9 에 나타난 수신부 모듈 (224) 을 쉴드 (shield) 한 모습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립이 완료된 뒤, 접지와 연결된 리드 프레임 (904a) 을 도 10 과 같이 접어 수신부 모듈 (224) 의 윗부

분을 덮는다. 이렇게 하여 수신부 모듈 (224) 내부를 쉴드한다. 도면 부호 911 은 광이 들어가는 구멍을 나타내며, 도면 부

호 1002 는 내부적으로 접지된 금속 리드 (904a) 와 연결되어 있는 뚜껑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쉴드를 행함으로써, 프리 앰프 IC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주파 신호로 인한 전자파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파가 포토다이오드의 출력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신호가 아닌 잡음에 해당하는 광을 차단하여 수신 광신호의 감도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특히 본 실시예와 같은 형상으로 쉴드를 행할 경우에는, 단지 사출물에 부가된 금속 뚜껑을 간단히 접기만 하면 된다. 이는

기존의 캔 타입 수신 모듈에 있어서 용접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정을 행하는 것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쉴드를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기의 송신부 모듈 (223) 과 수신부 모듈 (224) 을 상기의 렌즈 모듈 (221) 에 결합한다. 필요한 경

우 보강을 위해 송신부 모듈 (223) 와 수신부 모듈 (224) 이 결합된 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발광 소자가 장착된 송신부 모듈과 수광 소자가 장착된 수신부 모듈이 정밀하게 가공된 가이드 홀과 가

이드 핀에 의해 렌즈 모듈에 결합되며, 단순히 이렇게 각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와 광케이블이 정확

하게 정렬된다.

또한 렌즈 모듈에 마련된 렌즈가 광케이블 안으로 광이 많이 집광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렌즈 모듈을 비롯한 모든 부품들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만 제작되므로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상기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특별히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이는 예시를 위하여 이용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발명의 본질 및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을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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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종래의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광케이블을 이용한 양방향 광 송수신 모듈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3 은 단일 광케이블 송수신 모듈을 이용한 양방향 광통신의 수행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4 는 도 2 의 렌즈 모듈 및 필터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5 는 도 4 의 필터 모듈을 확대하여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 은 발광 소자에서 나온 광이 광케이블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7 은 광케이블에서 수광 소자로 광이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8 은 도 2 의 송신부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9 는 도 2 의 수신부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0 은 쉴드 (shield) 된 수신부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광학 필터 102: (수신부측) 광학 필터

103: 몸체 104: 발광 소자

105: 수광 소자 106: 광케이블 커넥터

107: 광케이블 201: 광학 필터

202: (수신부측) 광학 필터 204: 발광 소자

205: 수광 소자 207: 광케이블

209: 광케이블 리셉터클 211: 송신부 렌즈

212: 수신부 렌즈 213: 리셉터클 렌즈

221: 렌즈 모듈 222: 광학 필터 모듈

223: 송신부 모듈 224: 수신부 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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