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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면 광소자(PLC : planar lightwave circuit)는 

고속 정보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오랜 기

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평면 광소자 제작은 주로 반도체 공정 및 복잡

한 단위 공정으로 인하여 대량 생산 및 고효율

을 위한 미세 패턴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1). 따

라서 저비용 및 생산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공정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폴리머 소

재를 이용한 광소자 제작 공정 기술이 보고 되

고 있다(2). 또한 폴리머 소재의 공정기술을 이

용하여 대량 생산 및 연속 생산을 위한 롤투롤

(Roll- to- Roll) 공정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다양한 광학소자의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평면 광소자는 광섬유와의 결합이 필수

적이며, 결합을 위해서는 정밀한 광정렬 구조 

및 광정렬 장치가 필요하다(3, 4).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평면 광소자의 제작기

술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광소자와 광섬

유의 결합 및 정렬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3). 광소자와 광섬유의 결합은 광섬유

의 고정을 위한 파이버 어레이 블럭(fiber array 

block)과 광소자와 위치정렬 및 접합공정을 통

하여 제작되고 있다(1,3). 따라서 고효율의 광소

자 제작을 위해서는 고정밀의 위치정렬이 필수

적이다. 광섬유의 고정을 위한 파이버 어레이 

블럭과 광소자는 개별적 단위 공정을 통해 제

작되어 접합부의 피치 간격의 오차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

소자와 광섬유의 위치정렬 및 접합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일체형 구조를 제안하고, 생산

성 향상을 위하여 롤투롤 공정기술을 제안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수동 광정렬 금형 제작 및 롤투롤 성형 
 

본 논문에서 설계된 일체형 구조는 Fig. 1 

과 같이 광소자 부분과 광섬유가 정렬되는 

부분으로 수동 정렬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중심축상에서 결합이 되어진다.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optical 

interconnected PLC device.   

 

기본적으로 광소자는 1 채널 입력부의 

광신호를 2 채널 출력부를 통해 50:50 으로 

분리하는 광분배기 구조이며, 다중모드 

광섬유가 입력부 및 출력부에 결합이 되어 

광소자와 광섬유가 동일 중심축상에서 수동 

정렬된다. 제안된 일체형 구조의 제작은 

롤투롤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하였다. 일체형 

구조는 정밀한 치수정밀도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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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손실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롤 

가압, Web 속도, 장력 제어를 통하여 1% 

이하의 치수정밀도의 일체형 구조를 제작 

하였다. 롤 가압 1.5MPa, Web 속도 8mm/s, 

장력 200N 의 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성형된 일체형 구조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Fig. 2 SEM images of  Integrated patterned using 

Roll to Roll imprint. 

 

3. 수동 광정렬 구조 특성평가 
 

롤투롤 임프린트 고정을 이용한 광소자의 

광특성은 Fig. 3 에 나타내었으며,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작위 10 개의 

소자를 측정 하였다.  

 

 

 

 

 

 

 

 

Fig. 3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optical device 

according to optical interconnection.   

 

측정을 위하여 850nm 의 광원을 이용하여 

삽입손실 및 2 채널의 균일도 특성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일체형 구조는 3.5dB ~ 

3.87dB 의 삽입손실과 0.2dB 의 채널균일도의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소자와 광섬유간의 수동 

정렬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생산성이 용이한 롤투롤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일체형 구조는 1% 이하의 

치수 정밀도를 보인다. 또한 패턴 제작에 대한 

롤 가압, Web 속도, 장력 제어의 롤투롤 

공정조건을 제시하였다. 광소자와 광섬유의 

결합후 특성 평가 결과 3.5dB ~ 3.87dB 의 

삽입손실과 0.2dB 의 채널균일도의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향후 롤투롤 

임프린트를 이용한 일체형 광소자 제작 

공정기법의 보완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저비용 

및 대량 생산의 유효한 기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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