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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과 이를 이용한 다심광섬유 블록 및 그 정렬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라 그 상면 상에 홈들을 구비하며 상기 홈들 상에 광섬유열이 안착되는 블록에 있어서, 상기 홈들은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감소하는 제1 서브 홈들과; 상기 제1 홈들의 사이사이에 형

성되며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증가하는 제2 서브 홈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광섬유 블록, 블록, 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블록을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측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5a 내지 도 5f는 도 4에 도시된 블록을 다수의 지점들에서 본 단면도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을 나타내는 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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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내지 도 7f는 도 6에 도시된 광섬유 블록을 다수의 지점들에서 본 단면도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측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0 내지 도 12는 도 9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4 내지 도 17은 도 13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9 내지 도 21은 도 18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학 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블록 및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심 광섬유 블록은 평면 도파로 소자(Planar Lightwave Circuit, PLC)의 입출력단에 광섬유열(optical fiber array)

을 정렬하여 연결할 때 주된 부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광소자(micro-optic device) 등의 입출력 단자

로도 이용되는 광부품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제작 공정은 하기하는 바와 같다.

1. 실리콘(silicon)이나 석영(quartz), 유리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블록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폭, 두께 및 간격이 일정

한 다수의 브이-홈(V-groove)에 광섬유 열을 안착시킨다. 이 때, 상기 광섬유열은 리본 광섬유(optical fiber ribbon)

일부의 피복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2. 폭, 두께 및 간격이 일정한 다수의 브이-홈이 하부면에 형성된 커버(cover)를 상기 광섬유열을 덮는다.

3. 에폭시 수지(epoxy resin)와 같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상기 블록, 광섬유열 및 커버(이와 같은 구성물을 '다심 광섬

유 블록'이라고 칭함)를 고정한다.

4. 상기 광섬유 블록의 단면을 폴리싱(polishing)한다.

도 1은 종래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블록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측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

은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110 및 140)와, 블록(170)과, 커버(210)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110 및 140)는 상하 적층되어 있으며, 각각 그 단부의 외피(130 또는 160)가 소정 길이

만큼 제거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110 및 140)에서 외피(130 및 160)가 제거된 부분을 제1 및 제2 

광섬유열(120 및 150)이라고 칭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블록(170)은 등간격으로 배치되며 폭과 넓이가 일정한 16 개의 브이-홈들(V-groove array, 

200)을 상부면에 구비한 몸체부(180)와 상기 몸체부(180)로부터 연장된 지지부(190)로 구성된다. 상기 16 개의 브

이-홈들(200)에 각각 8 개의 광섬유로 구성된 제1 및 제2 광섬유열(120 및 150)이 안착된다.

도 1에서 상기 커버(210)는 등간격으로 배치되며 폭과 넓이가 일정한 16 개의 브이-홈들(220)을 하부면에 구비하며,

상기 브이-홈들(220)은 대응하는 상기 블록(170)의 브이-홈들(200)과 더불어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120 및 15

0)을 고정시킨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과 출력단에서 상기 블록(170)의 브이-홈들(200)과 상기 커버(210

)의 브이-홈들(220)이 만들어내는 마름모꼴의 공극들의 높이(H 1 )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1

20 및 150)의 정렬이 극히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120 및 150)의 벤

딩(bending)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에 안착되지 않는 제1 및 제2 광섬유열(120 및 150) 부분의

길이(L 1 )를 크게 한다.

한편, 리본 광섬유를 구성하는 광섬유 간의 간격보다 더 작은 간격의 다심 광섬유 블록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

법 중의 하나가 리본 광섬유를 두 겹으로 겹쳐서 블록 상에 정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렬 방법은 홈들에 정

렬된 전단의 광섬유열과 후단의 리본 광섬유의 두께 차로 인하여 상기 광섬유열의 벤딩을 초래하기 쉽다. 광섬유는 

인장 강도가 약해서 외부 충격에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광섬유의 벤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광섬유의 벤딩을 완화시키기 위해, 홈들의 길이에 비해 광섬유열의 길이를 크게 늘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광섬유열의 길이를 늘 려주고 상기 블록 상의 홈들에 안착되지 않는 광섬유열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

로 도포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다심 광섬유 블록은 크게 하기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째, 적층된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광섬유열을 홈들에 안착시켜서 고정하는 과정에 있

어서, 두 겹의 제1 및 제2 광섬유열을 동시에 좁고 얕은 홈들에 정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 째, 광섬유의 벤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1 및 제2 광섬유열의 길이를 늘려주고 홈들에 안착되지 않은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로 도포하는 경우에, 상기 도포 부분이 넓어짐에 따라서 상기 에폭시 수지의 수

축 또는 팽창 정도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stress)로 인하여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의 삽입 손실이 커

지게 되고 단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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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정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

섬유의 벤딩을 최소화하는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하 적층된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광섬유열을 홈들에 용이하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그 상면 상에 홈들을 구비하며 상기 홈들 상에 광섬유열이 안착되는 

블록에 있어서, 상기 홈들은,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감소하는 제1 서브 홈들과;

상기 제1 홈들의 사이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증가하는 제2 

서브 홈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은,

트리 구조의 제1 홈들이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제1 홈들 상에 광섬유열이 안착된 블록과;

트리 구조의 제2 홈들을 하부면에 구비하며, 상기 광섬유열을 덮도록 상기 블록과 상하 정렬되는 커버를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은,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블록 상에 제1 광섬유열을 정렬하는 과정과;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커버를 상기 제1 광섬유열을 덮도록 상기 블록과 정렬하는 과정과;

상기 제1 광섬유열과 겹쳐지게 제2 광섬유열을 상기 블록과 커버 사이의 공극들로 삽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5a 내지 도 5f

는 도 4에 도시된 블록을 다수의 지점들에서 본 단면도들이다.

상기 블록(310)은 제1 및 제2 서브 홈들(subgrooves, 342 및 344)로 구성된 트리 구조의 제1 홈들(340)을 상부면에

구비한 몸체부(320)와, 상기 몸체부(320)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몸체부(320)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지지부(33

0)로 구성된다.

상기 몸체부(320)의 입력단(P 6 -P 6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는 8 개의 제1 서브 홈들만(34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몸체부(320)의 출력단(P 1 -P 1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는 상기 제1 서브 홈들(342)과 상기 제1 서브 홈들(342

) 사이사이에 형성되며 8 개의 제2 서브 홈들(344)이 형성되어 있다.

도 5a 내지 도 5f를 참조하면, 상기 제1 서브 홈들(342)은 상기 몸체부(320)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그 깊이가 감소함(D 11 >D 12 >D 13 >D 14 >D 15 >D 16 )과 동시에 그 폭(W 11 >W 12 >W 13 >W 14 >W 15 >W 

16 )이 감소하며, 상기 제2 서브 홈들(344)은 상기 제1 서브 홈들(342)의 사이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몸체부(320)의 

입력단 측에서 출 력단 측으로 갈수록 그 깊이가 증가함(D 21 <D 22 <D 23 )과 동시에 그 폭이 증가함(W 21 <W 22

<W 23 )을 알 수 있다. 즉, 상기 블록(320)은 트리 구조의 홈들(340)을 구비함으로써, 상기 제1 및 제2 서브 홈들(34

2 및 344)에 안착되는 제1 및 제2 광섬유열의 자기 정렬(self alignment)을 유도하게 된다. 즉, 인위적으로 상기 제1 

및 제2 서브 홈들(342 및 344)을 구성하는 각 홈에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을 구성하는 해당 광섬유를 안착시켜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는 것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7A 내지 

도 7F는 도 6에 도시된 광섬유 블록을 다수의 지점들에서 본 단면도들이며, 도 8은 도 6에 도시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측면도이다.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은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370 및 400)와, 트리 구조의 제1 홈들(340)을 구비한 

블록(310)과, 트리 구조의 제2 홈들(360)을 구비한 커버(350)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370 및 400)는 상하 적층되어 있으며, 각각 그 단부의 외피(390 또는 420)가 소정 길이

만큼 제거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리본 광섬유(370 및 400)에서 외피(390 및 420)가 제거된 부분인 제1 및 제2 

광섬유열(380 및 410)은 각각 8심의 광섬유로 구성된다.

상기 블록(310)은 트리 구조의 제1 홈들(340)이 상부면에 형성된 몸체부(320)와, 상기 몸체부(320)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몸체부(320)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지지부(330)로 구성된다. 상기 몸체부(320)의 입력단(P 6 -P 6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서는 홈의 수가 8 개이며, 상기 몸체부(320)의 출력단(P 1 -P 1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서는 홈

의 수가 16개임을 알 수 있다.

상기 커버(350)는 트리 구조의 제2 홈들(360)을 하부면에 구비하며, 그 입력단(P 6 -P 6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서

는 홈의 수가 8 개이며, 그 출력단(P 1 -P 1 을 따라 나타낸 단면)에서는 홈의 수가 16개이다.

도 7a 내지 도 7f를 참조하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에서는 상기 제1 광섬유열(380)은 상기 제1 홈들(340)

측에 치우쳐 있으며, 상기 제2 광섬유열(410)은 상기 제2 홈들(360) 측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홈들(340 및 360)은 각각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그 깊이 및 폭이 감소하며 

그 홈의 개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양측에 치우쳐 있던 상기 제1 광섬유열 및 제2 광섬유열(380 및 410)은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중앙으로 집중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380 

및 410)을 구성하는 각 광섬유는 자연스럽게 상기 제1 및 제2 홈들(340 및 360)이 만들어내는 마름모형의 해당 공극

에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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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던 제1 및 제2 광섬유열(380 및 410)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중앙으로 집중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광섬유열(

380 및 410)의 벤딩(bending)은 자기 정렬 과정에서 최소화되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에 안

착되지 않는 제1 및 제2 광섬유열(380 및 410) 부분의 길 이(L 2 )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며, 도 10 내

지 도 12는 도 9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은 제1 광섬유열 

안착 및 고정 과정(510)과, 제2 광섬유열 안착 및 고정 과정(520)과,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53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 광섬유열 안착 및 고정 과정(510)은 제1 광섬유열(625)을 트리 구조의 제1 홈들(615)을 갖는 블록(610) 상

에 안착하고, 상기 제1 홈들(615)에 안착되지 않은 제1 광섬유열(625)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630)로 도포하는 과정

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16 개의 제1 홈들(615)에 제1 광섬유열(625)을 안착시키며, 이 때 상기 제1 광섬유열(625)은 상

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되는 16 개의 공극들 중에서 홀수 번째 공극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블록(6

10)의 출력단에서 형성된 홀수 번째 제1 홈들(615)에 안착된다. 이후, 상기 제1 홈들(615)에 안착되지 않은 제1 광섬

유열(625)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630)로 도포한다.

상기 제2 광섬유열 안착 및 고정 과정(520)은 상기 제2 광섬유열(655)을 트리 구조의 제2 홈들(645)을 갖는 커버 상

에 안착하고, 상기 제2 홈들(645)에 안착되지 않은 제2 광섬유열(655)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660)로 도포하는 과정

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16 개의 제2 홈들(645)에 제2 광섬유열(655)을 안착시키 며, 이 때 상기 제2 광섬유열(655)은 상

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되는 16 개의 공극들 중에서 짝수 번째 공극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커버(6

40)의 출력단에 형성된 짝수 번째 제2 홈들(645)에 안착된다. 이후, 상기 제2 홈들(645)에 안착되지 않은 제2 광섬유

열(655)의 부분을 에폭시 수지(660)로 도포한다.

상기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530)은 상기 블록(610) 위에 상기 커버(640)를 정렬하여 올려놓는 과정이다.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면, 도 10에 도시된 커버(640)를 뒤집어서 상기 블록(610)의 위에 정렬시킴을 알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며, 도 14 

내지 도 17는 도 13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은 제1 광섬

유열 안착 과정(710)과,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720)과, 제2 광섬유열 삽입 과정(73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 광섬유열 안착 과정(710)은 제1 광섬유열(845)을 트리 구조의 제1 홈들(825)을 갖는 블록(810) 상에 안착

시키는 과정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상기 블록(810)은 16 개의 제1 홈들(825)이 상면에 형성된 몸체부(820)와 상기 몸체부(820)로부

터 연장된 지지부(830)로 구성되며, 상기 제1 홈들(825)에 제1 광섬유열(845)을 안착시킨다. 이 때, 상기 제1 광섬유

열(845)은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되는 16 개의 공극들 중에서 홀수 번째 공극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블록(810)의 출력단에 형성된 홀수 번째 제1 홈들(825)에 안착된다.

상기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720)은 상기 블록(810)을 구성하는 몸체부(820) 위에 커버(850)를 정렬하여 올려놓는 

과정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상기 커버(850)는 16 개의 제2 홈들(855)이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커버(850)를 상기 블

록(810)의 몸체부(820)의 위에 정렬시킴을 알 수 있다.

상기 제2 광섬유열 삽입 과정(730)은 제2 광섬유열(865)을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에 형성된 8개의 공극들

의 내부로 삽입시키는 과정이다.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면, 상기 제2 광섬유열(865)의 선단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된 16 개의 공

극들 중 짝수 번째 공극들을 통과할 때까지 상기 제2 광섬유열(865)을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을 통해 삽입

시킨다. 상기 삽입 과정에서 상기 제2 광섬유열(865)은 상기 제1 리본 광섬유(840)의 위로 미끄러지면서 삽입된다. 

이 때, 이미 상기 블록(810)의 출력단에 형성된 홀수 번째 제1 홈들(825)에 안착되어 있는 상기 제1 광섬유열(845)과

자기 정렬 효과에 의해 상기 제2 광섬유열(865)은 상기 블록(810)의 출력단에 형성된 짝수 번째 제1 홈들(825)에 안

착된다.

도 1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 실시예에 따른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며, 도 19 

내지 도 21은 도 18에 개시된 정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은 제2 광섬

유열 안착 과정(910)과,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920)과, 제1 광섬유열 삽입 과정(93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2 광섬유열 안착 과정(910)은 상기 제2 광섬유열(1065)을 트리 구조의 제1 홈들(1025)을 갖는 블록(1010) 

상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도 19를 참조하면, 상기 블록(1010)은 16 개의 제1 홈들(1025)이 상면에 형성된 몸체부(1020)와 상기 몸체부(1020)

로부터 연장된 지지부(1030)로 구성되며, 상기 제1 홈들(1025)에 제2 광섬유열(1065)을 안착시킨다. 이 때, 상기 제

2 광섬유열(1065)은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되는 16 개의 공극들 중에서 짝수 번째 공극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블록(1010)의 출력단에 형성된 짝수 번째 제1 홈들(1025)에 안착된다.

상기 블록 및 커버 정렬 과정(920)은 상기 블록(1010)을 구성하는 몸체부(1020) 위에 상기 커버(1050)를 정렬하여 

올려놓는 과정이다.

도 20을 참조하면, 상기 커버(1050)는 16 개의 제2 홈들(1055)이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커버(1050)를 상

기 블록(1010)의 위에 정렬시킴을 알 수 있다.

상기 제1 광섬유열 삽입 과정(930)은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을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에 형성된 8개의 

공극들의 내부로 삽입시키는 과정이다.



등록특허  10-0446505

- 5 -

도 20 및 도 21을 참조하면,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의 선단이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출력단에 형성된 16 개의 

공극들 중 짝수 번째 공극들을 통과할 때까지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을 상기 다심 광섬유 블록의 입력단을 통해 삽

입시킨다. 상기 삽입 과정에서 상기 제2 리본 광섬유(1060)는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이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

록 들려져 있으며,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은 상기 제2 리본 광섬유(1060)의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삽입된다. 이 때,

이미 상기 블록(1010)의 출력단에 형성된 짝수 번째 제1 홈들(1025)에 안착되어 있는 상기 제2 광섬유열(1065)과 

자기 정렬 효과에 의해 상기 제1 광섬유열(1045)은 상기 블록(1010)의 출력단에 형성된 홀수 번째 제1 홈들(1025)에

안착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 및 이를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은 광섬유열이 

삽입되는 입력단의 공극을 최대화하고 트리 구조에 따른 홈들의 자기 정렬 유도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광섬유열

의 벤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블록을 이용한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은 상기 블록 상에 안착된 제1 리본 광섬유의 

위 또는 밑으로 단순히 제2 리본 광섬유를 미끄러지듯 밀어 넣음으로써 간단히 정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그 상면 상에 홈들을 구비하며 상기 홈들 상에 광섬유열이 안착되는 블록에 있어서, 상기 홈들은,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감소하는 제1 서브 홈들과;

상기 제1 홈들의 사이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블록의 입력단 측에서 출력단 측으로 갈수록 깊이 및 폭이 증가하는 제2 

서브 홈들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상기 홈들이 상부면에 형성된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몸체부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지지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 구조

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

청구항 3.
트리 구조의 제1 홈들이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제1 홈들 상에 광섬유열이 안착된 블록과;

트리 구조의 제2 홈들을 하부면에 구비하며, 상기 광섬유열을 덮도록 상기 블록과 상하 정렬되는 커버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상기 제1 홈들이 상부면에 형성된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몸체부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지지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 구조

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는,

상기 제2 홈들이 하부면에 형성된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몸체부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지지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 구조

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

청구항 6.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블록 상에 제1 광섬유열을 정렬하는 과정과;

트리 구조의 홈들을 갖는 커버를 상기 제1 광섬유열을 덮도록 상기 블록과 정렬하는 과정과;

상기 제1 광섬유열과 겹쳐지게 제2 광섬유열을 상기 블록과 커버 사이의 공극들로 삽입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트리 구조의 홈들을 구비한 블록을 이용한 다심 광섬유 블록의 정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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