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광통신에 있어 다중화 전송 시스템은 초고속

광대역 전송망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채.
널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다중화 전송

방법에는 광시분할 다중방식 광OTDM( ), OCDM(
부호분할 다중방식 파장분할 다중방식), WDM( ),

광주파수분할 다중방식 등이 있으며OFDM( ) ,
방식은 획기적인 전송량의 증대와 광 네크WDM

웍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point-to-point

전송에서 방식의 네트웍으WDM add-drop WDM
로 발전하면서 이OADM(optical add-drop module)
핵심부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란 여러 파장의 신호가 전송되어 가는ADM
선로상에서 필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파장의 신호

를 뽑아내고 나머지 파장의 신호를 다시 올려줄

때 사용되는 모듈로 이 모듈은 과 같이 두, Fig. 1
개의 광콜리메이터와 선택적으로 파장을 통과시

켜 주는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1).

Fig. 1 Schematic diagram of 3-port ADM device

이 중 광콜리메이터는 정보전달의 중간 과정에

서 광손실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더

하기 위하여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광파이버에서

나오는 빛을 평행광으로 만들어 주는 광통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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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product of optical collimator for optical communication is depending on handiwork, and
some companies are propelling semi-automatic system composite of manual and automatic operations.
In this point of time, the importance of automatic system of optical collimator for optical

communication is taking its place as a core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parts with
high-efficiency of optical communication. In order to develop such an optical collimator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automatic assembly system, and developed a software for the system operation. At a
result of that, we could carry out a single work process individually running processes of collimator
fabrication, a constant work process constantly running all of the process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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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품으로서 현재 광통신용 광콜리메이터의 생

산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업

체에서 수동과 자동이 복합된 반자동 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통신용 광콜리메이터의 자

동화 시스템의 중요성은 고기능성 광통신 부품의

개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광통신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으로서는 생산 자동화 기술만이 이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격 경쟁력과 제품. ,
성능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콜리메이

터 자동 접속조립 및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콜리메이터의 자동 접속 조립

및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및

기능 자동접속 조립 시스템의 성능 평가 항목에,
대해 서술하였다.

광콜리메이터 자동 조립 시스템2.

자동 조립 시스템 설계 및 구축2.1
고기능 광콜리메이터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

여 유리관 내에서 피그테일 과(Glass Tube) (Pigtail)
콜리메이팅 렌즈의 거리에 따른 빔 사이즈를 설

정하거나 광 결합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초정밀정

렬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정렬 시스템과 최적의

정렬 상태에서 에폭시 및 조사기를 사용하UV
여 콜리메이터를 차 접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1
였다.
또한 차 접속 및 차 최종 접속 작업이 완료1 2
되어 완성품의 상태로 되어진 광콜리메이터의 성

능 및 기본 특성에 관련된 평가를 고속 마이크로

계측 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기능 자동 평가 시스템을 통합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에 나타내었다Fig. 2 .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manufacturing of the
optical collimator

자동 조립시스템의 특징2.2
고기능 광콜리메이터 자동 조립시스템이 갖는

특징으로는

콜리메이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1)
킨 고속 검사장비

콜리메이터 제조시 조립 반복 정밀도 향상(2)
고기능 신요소 부품에 대응하는 제조시스템(3)
작업자의 경험 의존도 감소(4)
이미지 분석에 의한 렌즈와 피그테일의 회(5)
전 정렬

향후 고품질 광콜리메이터의 자동 양산 시(6)
스템 구축 가능

등으로 향후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갖는 고기

능성의 구현에 필요한 제조기술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개발3.

성능 평가 측정 소프트웨어 개발3.1
광콜리메이터의 제작을 사용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조립 및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효

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들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ADD-ON Adapter
으며 은 각각의 의 목, Table. 1 ADD-ON Adapter
록과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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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and function of ADD-ON Adapter

본 운영 소프트웨어는 에서 장치Windows 2000
드라이버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동작

되도록 제작되었다 윈도우 설치 후 장치 관리자.
에서 요구에 맞는 제공되어진 설치 를 이용하CD
여 자동설치를 수행하면 된다 장치 관리자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장치는 자체적인 설치프로그램

을 내장한 장비이므로 설치 삽입시 실행되는CD
설치프로그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메뉴 구성3.2
광콜리메이터를 제작하고 접속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주메뉴로는 단일작업, [
공정 연속작업공정 평가 초기화], [ ], [ ], [ ], [Vis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Setting] .

단일작업공정3.2.1
콜리메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는 회전정렬[ ],
렌즈피그테일간 거리조정[ - ], [Packaging], [Inspection]
이 있다.

회전정렬3.2.1.1
광통신에서 쓰이는 콜리메이팅 렌즈와 피그테

일은 반사손실 를 최소화 하기위해(Return Loss)
의 경사면을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콜리메이터8° .

를 제조할 때 이 경사면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

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사람이 하는 작

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렌즈 경사면에서 반사된 타원의 장축과 피그테

일 경사면에서 반사된 타원의 장축을 일치시켜

두 경사면의 정렬을 수행한다 이렇게 경사진 두.
단면을 상호 평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와Fig. 4
같이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CCD
용하여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두 단면의 주축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허용.
가능한 두 축간의 각은 이내로 하고 있다1° .

Before align

After align

Fig. 4 Angle alignment between two ellipses

피그테일 렌즈간 거리 조정3.2.1.2 -
빔사이즈 기준3.2.1.2.1

회전정렬을 끝낸 콜리메이터의 빔사이즈를 기

준으로 렌즈 피그테일의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 빔사이즈를 측정하는 위치는 사용자마다 다.
른 기준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빔스, 50 mm (
캔 헤드와 렌즈면 사이의 거리 의 간격을 유지하)
며 실험을 하였다.

기준3.2.1.2.2 Coupling Loss
회전정렬을 끝낸 콜리메이터를 작업자 또는 수

요자가 원하는 에서 최적의 삽입working distance
손실로 정렬을 수행한 후 렌즈 피그테일의 거리-
에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합 손실이 가장 적은

거리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working distance
란 제작된 콜리메이터와 마스터 콜리메이터 사이

의 거리를 말한다.

패키징3.2.1.3
경화용 에폭시를 사용하여 렌즈 피그테일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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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 조정이 끝난 콜리메이터를 거리가

변하지 않도록 본딩을 한다 에폭시 디스펜서.
로 을 정량 토출하고 연속적으(dispenser) ELC4481 ,

로 빛을 조사하여 완전 경화시킨다 토출과UV .
경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이며 차 패키30~40 , 1
징이 끝난다.

평가3.2.1.4
콜리메이터 제작 완료 후 콜리메이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로서 광 손실을 측정하는데

본 단계에 해당한다.

연속작업공정3.2.2
자재 로딩을 제외한 회전정렬 렌즈 피그테일간, -

거리조정 차 패키징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1 ,
명령이다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렌즈 피그테일. -
간 거리조정을 수행하고 최종으로 까지, Inspection
수행한다 연속작업공정을 선택하면 렌즈 피그테. -
일 거리 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원하는 방

법을 선택하면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결과의 결.
과 내용은 같으며 표시 형식은 다음 와 같Fig. 5
다.

Fig. 5 Measurement screen of coupling loss

빔사이즈 기준3.2.2.1
빔사이즈 기준을 선택했을 경우 원하는 빔사이

즈만 입력해주면 된다 기준은 슬릿 과 슬릿 가. 1 2
있는데 기준 슬릿을 정하거나 슬릿 평균을 선택

하면 된다 단위는 이고 렌즈에 따라 만들어. ㎛

낼 수 있는 빔사이즈의 범위가 다르므로 빔사이

즈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콜리메이팅 렌즈는.
경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빔의 형태가 타원

으로 나타나게 된다.
피그테일과 렌즈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기 전에

먼저 피그테일을 하강시켜 피그테일과 렌0.1mm
즈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원하는 빔사이즈가 나.
타나는 렌즈와 피그테일간 거리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 초기에는 피그테일을 씩 이송하며1 rough㎛

하게 빔사이즈를 조절한다 원하는 빔사이즈와.
이하로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 씩 이송15 0.1㎛ ㎛

하며 빔사이즈를 개씩 평균한다 최종적으로50 .
원하는 빔사이즈와 이하로 차이가 나면 빔사1㎛
이즈 조절공정은 종료하며 차 패키징 공정으로1
이동하여 패키징을 한다.

결합 손실기준3.2.2.2
현재 기계적인 한계는 로 설정되3mm ~ 23mm
어 있다 기본적으로 의 가. 5mm working distance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
공정이 실행이 되면 회전정렬을 수행한 후 평가

공정으로 이동 후 최소값 정렬을 수행한 후 설정

되어 있는 에서 결합 손실이 최소working distance
가 되는 렌즈와 피그 테일간 거리를 정하게 된

다 설정된 에서 최소의 결합손실. working distance
이 나타나는 렌즈와 피그테일간 거리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 초기에는 피그테일을 씩 이송하며10㎛
결합손실을 측정한다 손실 값이 점차 작아지다.
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번 연속 증가하게3
되면 손실이 최소로 나타나는 지점보다 더10 ㎛
반대방향으로 상대거리 총 이송 이송하여( -40 ) 1㎛

씩 정밀이송하며 최소 손실 위치를 찾아간다.㎛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차 패키징 공정으로1
이동하여 패키징을 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필요.
한 것은 기준으로 설정할 마스터 콜리메이터 또

는 기준필터가 필요하다 자재를 적재하는 것 외.
에 정밀 축 스테이지에 마스터를 연결하여야 한6
다 정밀 축 스테이지에는 항상 자동평가를 위. 6
해 마스터가 연결되어 있지만 만드는 목적에 따

라서 콜리메이터 또는 마스터 필터를 연결할 수

도 있다.

스테이지 초기화3.3
정밀 축3.3.1 6

마스터 코어와 콜리메이터 콜리메이터와 콜리,
메이터 간의 광축을 정밀하게 정렬하고 성능평가

에 사용되는 축 스테이지의 초기화에6 Motorized
사용된다 초기화 시간은 약 초 소요되고. 20 ~ 30
초기화 하는 동안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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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및 회전정렬3.3.2
정확한 공정의 위치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이송 및 회.
전 정렬에 사용되는 스테이지만 초기화한다.

전체 축3.3.3 10
전체 축에 대한 모든 스테이지를 초기화하10
며 이때는 모든 스테이지에 장착되어 있는 자재,
및 마스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수행한다 초기화.
를 위해 스테이지가 이송될 때 광섬유 또는 신호

케이블 등이 스테이지 사이에 끼게 되면 광섬유

절단 및 케이블 파손일 일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화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평가항목3.4
따른 성능평가3.4.1 Optical Working Distance

제작된 샘플과 마스터 콜리메이터 사이의 거

리에 따라 광축 정렬을 수행 후 일정 간격으로

거리에 따른 손실을 측정한다 거리 이동시 최소.
값을 찾기 위한 광축 정렬을 수행하는데 다소 시

간이 많이 필요하다.

결합 손실3.4.1.1 (Coupling Loss)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콜리메이

터 또는 광통신 장비의 성능 중 하나이다 결합.
손실은 두 개의 콜리메이터를 이용해서 손실을

측정하는 것인데 하나의 콜리메이터는 항상 고,
정시킨 상태에서 생산되는 콜리메이터의 기준으

로 삼는다 이를 마스터 콜리메이터라 부르고 본. ,
장비의 정밀 축 에 장착 시켜서6 Motorized Stage
사용한다.

Fig. 5 conceptual diagram of coupling loss

3.4.1.2 투과삽입손실(Transmittance Insertion Loss)
입력된 광신호가 광 파장 필터 및 콜리메이터

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본 장비에서는 콜리메이터와 파장 통과 필터를

결합한 마스터 코어를 이용하여 싱글 콜리메이터

의 투과삽입손실을 측정한다.

Fig. 6 conceptual diagram of transmittance insertion
loss

반사삽입손실3.4.1.3 (Reflectance Insertion Loss)
광파장 필터를 이용하여 기능을 구현하는 장비

에서 쓰이는 수치이며 손실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다 통상 콜리메이터. Dual
에서 쓰이게 되는데 두개의 포트 중 하나의 포트

로 신호를 보내서 필터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나머지 하나의 포트로 받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다.

Fig. 7 conceptual diagram of reflectance insertion loss

반사 손실3.4.1.4 (Return Loss)
광신호가 광선로를 이동하는 중 미세한 이물질

이나 각 소자의 단면으로 반사되는 신호원으로

되돌아오는 양을 말한다 되돌아오는 양은 적으.
면 적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광통신에서 요구.
하는 수치는 이상이며 이는 만분의 을60dB 100 1
뜻한다.

Fig. 8 conceptual diagram of Return Loss

특성평가3.4.2
빔사이즈3.4.2.1

현재위치에서 콜리메이터 또는 다른 부품으로

부터 나오는 빔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
하기 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에 장Gripper
착한 후 메뉴를 실행한다 스테이지가 빔 스캔위.
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빔사이즈 측정화면으로 바

뀌면서 빔사이즈가 측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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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양 및 각도3.4.2.2
렌즈면 으로부터 나오는 빔의 모양과 크기를

측정하여 빔의 퍼지는 각도 수렴 발산 평행 를( , , )
알 수 있다.

Fig. 9 conceptual diagram of three trends of beam

초점거리3.4.2.3
렌즈 피그테일의 거리에 따른 빔 모양을 이용-
하여 초점거리를 구한다 주요면 을 기준으로. (H)
초점이 맺히는 곳을 초점거리 라고 하고 실제(f) ,
렌즈면에서 초점이 맺히는 곳까지를 뒷초점거리

(fb 라고 한다) .

Fig. 10 conceptual diagram of Focal Length

3.5 Vision
회전 정렬의 상태나 자재 적재시의 화면 관찰

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각도 측정, One Shot
의 항목들이 있다 각도 측Grab, Continuous Grab .

정은 차 패키징을 수행하기 전 회전정렬 상태를1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며 각도 측

정을 한 후에는 렌즈 피그테일 거리 조정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차 패키징을 수행한 후에는 각. 1
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단지 눈으로만 확인가,
능하다 은 현재 카메라에 비. One Shot Grab CCD
치는 영상을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것은 자동으로 카메라 위치로. CCD
이동하고 화면은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된, CCD
다 은 카메라에 비치는 영. Continuous Grab CCD
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조하거나 렌즈면을 관찰 또는

다른 시료를 관찰하고자 할 때 쓰인다.

결 론4.

고기능 광콜리메이터 자동조립 시스템은 괴기

능성 광통신 부품의 개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

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광콜리메이터를 개.
발하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동 조립 시스

템을 설계하고 또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콜리메이터를 만.
드는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작업 공

정과 모든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속 작업 공정 및 콜리메이터의 성능평가를 수

행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 중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중이며 이에 관계

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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