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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렌즈산업의 경우 전자제품 및 초정밀광학기기의 발전과 휴대

단말기용 카메라모듈의 사용량의 급증에 따른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 생산기술은 국내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약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기술의 하부구조가70 80%˜

취약하여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렌즈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년 정도 앞서 있으며10 ,

소수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설계 나노미터,
의 정밀도를 가지는 초정밀 금형 성형 코팅기술을 개발하여(nm) , ,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철저한 보안으로 기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광 트랜시버용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광통신 부문의 비구. FTTH
면 글라스렌즈 사용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광 트랜시버용광학렌.
즈는 광학렌즈 선진국인 일본에서 전량수입을 하여 사용되어지

고 있고 의 경우 광 트랜시버용 초소형 비구면 렌즈를, Alps社
페라이트 스테인리스와 글라스 렌즈를 일체화시켜 성형한 렌즈

직경이 이하인 비구면 렌즈의 경우2mm Out-put Laser Beam Power
가 로 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2.7mW Coupling Efficiency: 40~45% .
광 트랜시버용 광학렌즈는 비구면 형상정밀도 이하:0.08 ,㎛

의 기술이 적용되어진AR Coating;%T=99.8 over@1310-1610 nm
다 에서는 광 트랜시버용 초소형 비구면 렌즈를. Alps Can type,社

으로 의Chip type LD(Laser Diode), PD(Photo Diode), Collimator
렌즈로 여 가지가 넘는 광 트랜시버 응용제품에 활용할 수20
있도록 렌즈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국내 및 해외로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다 광 트랜시버 용 비구면. (To can chip type)
글라스 렌즈는 직경이 이하인 초소형 비구면 광학계를1.5mm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미터의 정밀도를 가지는 광학용

초정밀 금형을 이용하여 비구면 렌즈의 고온압축 성형기술을

응용하여 광 트랜시버용 렌즈를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업체

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

2.광트랜시버용광학렌즈
렌즈는 광 트랜시버 시스템에서 과LD (To can chip type) Fig 1

같이 전기신호로 변환된 정보가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빔으로

발산되면 광섬유로 빔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수동소자

이다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빔은 비구면 렌즈를 통하여.
광섬유로 고정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그 온도범위가, -40~+85°C
의 온도범위에서 모듈 구동 시 출력변화를 로 관리해야<0.5dB
하므로 글라스 재질의 비구면 렌즈의 채용은 필수적이다 일반적.
으로 발산되는 레이저 빔은 반도체 화합물인 갈륨gallium : Ga,

등의 레이저 발진에 의해 빔이 방출되며aluminum : Al, arsenic : As ,
방출되는 레이저 빔은 구조적으로 비점 수차를 포함하고 있다.
는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발진되는 빔의 형태로써 와Fig 2 Fast axis
가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가우시안 빔이 전파될 때 레이Slow axis

저 빔과 광섬유의 가우시안 모드 프로파일의 은Mode matching
과 같이 의 레이저 빔과 광섬유Fig 3 2:1 8:8 MFD(Mode Field㎛ ㎛

에 이루어진다 레이저빔과 광섬유를 이용한 광가입자Diameter) .
용 모듈의 광학계에서는 입력되는 전기신호인 의 전기P(35mA)
신호가 로 변환되어 비구면 렌즈를 통하여 광섬유로Po (5mW) Pf( )
입력이 된다 따라서 비구면 렌즈의 는. LD Coupling Efficiency
로 정의되며 비구면 렌즈의 고효율을 위해서는 최적광학설Pf/Po ,

계와 성형에 필요한 금형의 나노미터 정밀도의 초정밀가공,
파장대역에서의 저 무반사 코팅기술이 필수적이1310/1550 nm

다.

광트랜시버시스템의 커플링 의역할및위치Fig 1 LD Lens

Fig 2 Laser Diode Beam

Fig 3 Laser-SMF coupling: mod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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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및고찰3.
실험에 사용된 장비로 초정밀 가공기 초정밀(ULG-100C(H3)),

측정기 글라스성형기 이다 실험은 경사축(FTS), (GMP-207HV) .
연삭법을 적용하여 마이크로 렌즈 성형용 코어 초정밀가공을

수행하고 코드를 보정하기 위해 로 측정된, CNC Form talysurf
형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구면 보정가공법을 수행하였다.
가공된 코어는 성형기를 통해 고온진공 상태에서 유리성형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렌즈성형용코어초정밀가공3-1.

도시바사의 초정밀가공기 로 연삭 휠의 회전속ULG-100C(H3)
도가 까지 회전하는 경사축 스핀들을 사용하여 마이100,000rpm
크로 렌즈 성형용 코어를 가공하였다 는 실제 가공에 사용한. Fig 4
다이아몬드 휠과 코어의 가공 및 제작된 코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연삭 휠은 다이아몬드 입자가 레진본#3000,

드 결합재에 집중도가 의 연삭 휠을 사용하였다 마이크로렌125 .
즈 성형용 코어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삭 휠을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인데 드레싱 전 연삭 휠의 크기는 약 이었으, 1Φ ㎜
나 드레싱을 하여 크기를 까지 줄였으며 휠의 크기가, 0.48 ,Φ ㎜

작은 문제 때문에 최적의 가공 조건을 찾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삭 휠의 회전 속도는 워크 스핀들의 회전속도80,000rpm,

이송속도 절입 깊이 로130rpm, 0.1 ~ 0.5 /min, 0.1 ~ 0.3㎜ ㎛

가공을 수행하였다 는 가공 완료 후의 코어의 형상 데이터이. Fig 5
다.
이송속도가 빠르거나 절입 깊이가 많을 경우 연삭 휠이 부러져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Fig 4 Grinding Wheel and processing process

Fig 5 Core shape measurement data

마이크로렌즈성형3-2.
마이크로렌즈를 성형하기에 앞서 유리소재의 선택과 질량을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았다 는 사의. GOB Ohara
를 사용하였으며 과 같이 의 특성을 가지고LNBH -54 , Fig 6 GOB

성형 시 필요한 렌즈의 질량을 분석 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렌즈의 질량은 Ball
로 이다GOB 1.096±0.01 .Φ ㎜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렌즈 성형 후 렌즈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의 후공정을 하지 않도록 질량을 계산하였다Centering .

Fig 6 Mass analysis simulation

마이크로렌즈성형 시렌즈의 값이크고 크기가작아서성형Seg
완료후 성형시내부에서냉각속도가빠를경우평면부분과볼록

부분이떨어지는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실제 의금형의. 565℃
온도에서 로냉각시키는시간이약 정도가소요되었다270 10 .℃

은 마이크로렌즈 최적화된 성형조건이다Table 1 .
Table 1 1.8 Lens MoldingΦ ㎜ Condition data

Z1 77.50 Z2 79.15 Z 78.70
V1 500 V2 10 V3 500
P1 0.5 P3 0.2 PT1 50
P2 0.5
Tv 565 T2 550 ST1 30
Tuv 565 T3 500 ST2 50
T1 565 T4 400
T1u 565 T5 270

여기서 는 실제적인 높이이며 는 가압조건 는 온도에Z , P , T
해당한다.

결론4.
광 트랜시버용 마이크로 렌즈를 설계 제작하였고 렌즈부는,・

이며 전체경은 이다 코어 가공 시 연삭 휠의0.65 , 1.8 .Φ ㎜ Φ ㎜

직경을 작아 드레싱 작업이 매우 어려웠으며 성형 시는 마이크로,
렌즈의 특성상 성형 후 렌즈부가 깨지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은 제작된 광 트랜시버용 광학 마이크로 렌즈. Fig 7
이며 옆의 검은 기둥은 의 샤프심이다, 0.5 .Φ ㎜

Fig 7 Micro lens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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