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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위한 배열된 폴리머 렌즈형 광섬유와 다채널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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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PON (passive optical network) VSR (very short reach) parallel optics
분야에서는 고효율과 저손실의 와 광섬유와의 정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역을 사light source . , 850 nm
용하는 통신에서는 낮은 문턱 전압에 비해 높은 효 율을 가지는 과 다채널 이 실제VSR VCSEL VCSEL
적인 적용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채널 과 리본형 광섬유와[1]. VCSEL
의 정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한 보다는 렌즈를 광섬유 앞, butt coupling bulk
에 두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사용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미세정렬의 어려움과coupling [2].
복잡한 패키징 과정으로 인하여 시스템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 따라서 부가적인 를 사용하. bulk optics
지 않고 높은 효율을 꾀하는 렌즈형 광섬유의 제작은 통신용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중요coupling VSR
한 부분이 된다.
현재까지 를 사용하지 않는 렌즈형 광섬유의 이용으로 를 연결시켜주는bulk optics optical end point

몇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제작과정과 특성상 몇 가지 제약점을 지닌다 렌즈형 광섬유 제작시.
이미 보고된 과 아크 방법은 복잡하고 긴 기계적 제작과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polishing discharging
곡률반경을 조정하는데 있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 로 를 대체하는 방법. graded index fiber microlens
은 비싼 시스템 가격이 수반되며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은 비교적 높은 결합손실을 야tapering etching
기 시킨다 [3-5].

본 논문에서는 단일모드 광섬

유 순수 실리카 광섬유, (coreless
폴리머 렌즈로 구성silica fiber),

된 이종 접합 폴리머 렌즈형 광섬

유의 제작방법을 이용하여 가[6]
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간단한 과

정의 단심 및 다심 제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과 통PON VSR
신 시스템에 적합한 렌즈형 광섬

유의 다채널 정합에 대한VCSEL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은VCSEL 850
대역에서 작동되며 실온nm , , 5
의 구동전류에서 의mA 2.0 mW

출력파워를 가진다. Beam

GI 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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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 장치의 개략도 및 사용된 의GIMMF index profile.
사진은 채널4 VCSEL array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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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며 의 을 가진다 그림 은 본 실험의 실험 구성도이divergence 14° 30° 18 m active laser spot . 1～ μ

다 그림의 을 가지는 통신용 위에 폴리머 렌즈를 얹어 경화 시킨. refractive index profile GIMMF UV
후 의 경우와 비교하였다butt coupling .

그림 는 채널 렌즈형 광섬유 리본의 실제 이미지 제작 과정 그리고 곡률반경의 균일도를 나타낸2 4 , ,

다 제작된 렌즈형 광섬유 리본의 효율과 광섬유 리본의 효율 균일도의 비교는. coupling butted coupling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네 개의 폴리머 렌즈의 곡률반경은 평균3 . 70μ 이고 이내의m 2.2%

변화량을 가지며 표준편차는 이었다 렌즈형 광섬유 리본의 최대 효율의 평균은 이1.58 . coupling 89.6%

고 표준편차는 를 가진다 또한 이내의 효율 변화량을 가지는데 이는1.02 . 1.14% coupling parallel optic

통신에 응용되기에 충분하다data .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종 접합형 폴리머 렌즈형 광섬유 방법을 사용하여 에 유효하게 사용되, VSR
어지는 채널 와 광섬유 리본의 효과적인 정합을 달성하였다 가 넘는 높은 정합 효율4 VCSEL array . 89%
과 우수한 채널간 균일도를 가지는 광섬유 리본을 구현함으로써 과 로의 응VSR network parallel optics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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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렌즈형 광섬유 리본의 곡률반경 균일도 그림 제작된 렌즈형 광섬유 리본과. 3 butted

광섬유 리본의 효율 균일도coup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