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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a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and Its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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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using the value theoretically calculated to emit multidirectionally a beam coming into an optical fiber with 

diameter of 125 μm, we modeled and produced a cone-shaped structure at the distal end of the fiber. A numerical simulation 

was performed for an optical fiber tip in which all incident beams were totally reflected and emitted toward the side, as well 

as for an optical fiber tip from which the beams could be emitted forward and sideways simultaneously. We produced 

multidirectional-firing optical fiber tip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 and model. Laser fabrication of the optical fiber was done 

by processing a cone-shaped structure at the distal end of an optical fiber with diameter of 125 μm using a femtosecond pulsed 

laser and polishing the processed surface with a CO2 laser. We also conducted an analysis to compar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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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직경 125 μm의 싱글모드 광섬유에 입사된 빔을 다방향으로 방사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을 광학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를 이용하여 광섬유 끝단에 원뿔형 구조물을 모델링 하고 입사된 모든 빔이 전반사 되어 측면으로 방사되

는 광섬유 팁과, 전방과 측면으로 동시에 방사가 가능한 광섬유 팁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광섬유 

끝단에 펨토초 레이저와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뿔형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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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internal reflection in the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I. 서    론

광섬유는 코어(Core)와 클래드(Clad)로 구성되어 있어 적

은 손실로 원하는 곳까지 빛을 전달해 준다. 광섬유를 구성

하는 클래드는 석영계 고순도 유리 성분으로 제작되어 코어

에 입사된 빔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

며, 코어보다 굴절률을 다소 낮게 제조하여 광섬유 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 코어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1] 일반적인 광

섬유는 코어를 따라 단순하게 전방으로만 방사되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섬유

의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가공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2-4] 특히, 전방으로 방사되는 일반적인 광섬유의 빔이 

측면으로 방사되도록 Metal reflector를 광섬유 앞 단에 접합

하거나, 광섬유 끝 단을 약 40° 정도 연마한 후, 측면으로 빔

이 방사되는 광섬유 팁 제작 연구가 진행되었다.[5-9] 그러나 

Metal reflector를 광섬유 앞 단에 접합한 측면방사 광섬유는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고가였으며, Metal reflector에 의해 부

피가 커서 사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후 기계적인 연마, 

MEMS, Packaging, 화학적 애칭 등 다양한 기술 들을 적용하

여 광섬유 끝단을 가공한 측면 방사 광섬유 팁이 개발되었지

만,[10] 특정 방향으로만 방사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3차원적

인 방사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이저 가공기술을 적용

하였다. 레이저 가공 기술은 기계적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정

밀, 미세가공이 가능하여 그 응용분야 또한 다양하게 적용된

다.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절단, 용접, 판금뿐만 아니라 최근

에 초정밀 가공용 극초단 펄스 레이저 개발로 인해 전자부

품, 반도체, 의료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 가공 

기술은 다광자 흡수 프로세스에 의해 기존의 레이저 가공기

술에서 한계가 있었던 마이크로 단위 가공뿐만 아니라 가공 

시 발열로 인한 물성과 형태가  변하는 등의 문제가 없어 다

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1-12] 

본 논문에서는 직경 125 μm 싱글모드 광섬유의 전반사 조

건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 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또한 선행논문에서 발표한 의료용 광섬유 팁 가공 

기술이나 펨토초 레이저와 Arc 방전을 통하여 광섬유 팁을 

제작하였던 결과를 바탕으로[13-15] 펨토초 레이저와 CO2 레이

저를 이용하여 광섬유 팁을 제작한 후 빔 프로파일을 비교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다방향 조사 광섬유 팁 해석

광섬유에 입사된 빔이 다방향 조사를 위해 스넬의 법칙

(Snell’ Law)을 이용하여 계산된 전반사가 가능한 원뿔형 구

조를 설계하였다. 먼저 빔이 코어로 입사되어 광섬유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수광각의 범위를 구하기 위하여 개구수

(Numerical aperture)를 먼저 계산하였다. 개구수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ladcore nnNA
22 −=

위 식을 이용하여 코어의 굴절률은 1.457, 클래드의 굴절

률은 1.44인 광섬유의 개구수는 0.22로 계산되었고 이 값을 

이용하여 수광각을 계산하였다. 수광각을 구하는 식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수광각) = sin-1NA

위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최대 수광각은 12.71° 이며, 계산

된 수광각의 범위에 있는 빔은 모두 광섬유 내부로 입사된

다. 입사된 빔은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매질에서 빔이 진행

할 때 각 매질에서의 굴절률에 의해 광속이 달라지며 빛이 

꺾이게 되는데, 이러한 빛의 꺾임에 대해 빛이 “굴절된다”고 

한다. 이 굴절 정도를 빔의 입사 평면상에서 각도로 표시하

면 α1과 α2가 되고, 각 매질의 굴절률과 굴절각 α1과 α2를 이

용하여 수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관계를 정의한 것

이 스넬의 법칙이다. 이때 스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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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α2가 90°가 되면 α1은 임계각이라 하고, 임계각

보다 큰 각으로 입사할 경우 빔은 전반사 되어 광섬유의 내

부로 진행한다.

그림 1은 광섬유 내에서의 전반사 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

림이다. 코어(n1)에서 클래드(n2)로 투과가 일어나지 않고 광

섬유 끝단으로 진행하려면,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서 전

반사가 일어나야 한다. 스넬의 법칙에 의하여 코어와 클래드 

사이의 임계각을 계산하게 되면 81.28°이며, 코어와 외부(na)

의 임계각은 43.36°로 계산된다. 즉, 코어에서 클래드로 전반

사가 가능한 입사 각도는 81.28°보다 크며, 코어에서 외부로 

43.36° 이상으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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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θ = 35° (b) θ = 45°

FIG. 2. Modeling image of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using LightTools simulation program. (a) θ=35°, (b) θ=45°.

      

(a) θ = 35°

      

(b) θ = 45°

FIG. 3. Lum viewer and raster graphic intensity profile of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using LightTools simulation program. 

(a) θ=35° and (b) θ=45°.

경우는 측면방사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수직평면 

l에 대한 입사 빔의 최소각도(βmin)는 α-θ, 최대각도(βmax)는 

180°-α-θ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측면 방사가 일어나기 위해

서는 코어에서 외부로의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해야 하

고, βmin=α-θ≥43.36°, 그러므로 θ는 37.92°보다 작아야 한다.

앞선 식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ORA(Optical Research 

Associates)사의 LightTools 8.1 광학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원뿔형 구조의 측면 방사가 가능한 광섬유 팁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몬테카를로 방법에 근거하여 광선

추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LightTools 8.1은 빛의 사실적인 표

현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원에서 나온 빔이 표면

에 반사 또는 굴절되는 경로를, 광자의 움직임 운동 크기와 

방향을 벡터화 시켜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

하고 있으며 광학 설계 및 조명 광학계 분석 프로그램 중 상

용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16]

다방향 조사 광섬유 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실제 

광섬유와 광원, 그리고 원뿔의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섬유, 광

원, 측정 장비의 조건을 모두 같도록 설정하여 실제 실험값

과 비교하였다.

그림 2는 LightTools 8.1로 다방향 조사가 가능한 광섬유 

팁을 모델링 한 것이다. 본 시뮬레이션의 모델링 조건은 실

리카 계열의 광섬유를 직경 125 μm, 코어의 직경 8 μm로 

설정하였으며, 광섬유의 굴절률은 코어 1.457, 클래드 1.44, 

광섬유의 외부는 공기의 굴절률인 1.00029를 적용하고 레이

저를 이용하여 샘플을 제작할 광섬유와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또한, 광섬유 끝단의 원뿔형 구조물의 모선과 모선이 만

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전반사가 가능한 35°와 전반사 각에 

벗어나는 각 45°로 각각 모델링 하고, 원뿔의 각도에 따라 

방사되는 차이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조건은 광섬

유의 입사 부와 100 μm 간격을 두고 방사시켰으며, 650 nm

의 파장을 갖는 빔을 12.71°의 발산각을 설정하고 1,000,000

개의 추적광선을 방사시켰다. 또한 실제 실험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광섬유 끝단으로부터 5 cm 앞에서 평면 

Receiver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시

뮬레이션에서 모델링 된 원뿔형 구조물의 광도를 Receiver를 

통해 얻은 Lum viewer와 레스터 도표로서 원뿔의 모선과 모

선이 만다는 최대 각에 따라서 방사되는 빔 피로파일을 시각

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이다. 그림 3(a)는 원뿔의 모선과 모선

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전반사가 가능한 35°의 각을 갖

는 원뿔형 구조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입사된 모든 

빔이 링 형태로 전반사 되어 측면으로 방사되는 것을 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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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θ=35°

(b) θ=45°

FIG. 4. Intensity profile (slice-view) of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using LightTools simulation program. (a) θ=35° and (b) θ=45°.

통해 확인하였다. 반면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전반사 각을 넘어선 45°의 각도를 갖는 원뿔형 

구조물 그림 3(b)는 링 형태의 측면 방사 빔을 포함하여 전

방으로 동시에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방과 측

면으로 동시에 빔이 방사되는 이유는 입사된 일부의 빔은 원

뿔형 구조물의 면에서 전반사 되지 못하고 굴절이 일어나게 

되어 전방에 링 형태로 방사되고, 나머지 일부 빔은 원뿔형 

구조물의 면에서 전반사 되어 측면으로 방사되기 때문이다. 

위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에서 시뮬

레이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광

원의 파장은 650 nm 이며 파워는 1 W로 설정하였다. 그 결

과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35° 샘플 

그림 4(a)의 최고 광도는 42 cd이며 빔의 방사 범위는 

±50°~75°의 영역으로 방사되었고 전방 방사 빔은 측정되지 

않았다. 반면 원뿔의 각이 전반사 조건에 벗어나는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45° 각을 갖는 그림 

4(b) 샘플의 측면 방사 빔의 최고 광도는 32 cd 였으며 

±80°~90°의 영역에서 방사되었다. 또한, 빔이 굴절된 전방 

방사 빔의 최고 광도는 51 cd 였으며 ±15°~50°의 영역에서 

방사되었다. 이때 그림 4(b)의 최고 광도가 더 높은 이유는 

빔이 전반사 되지 않고 바로 방사되어 광도가 높지만 광량은 

그림 4(a)가 높았다.

III. 레이저를 이용한 다방향 조사 광섬유 팁 제작

앞선 계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광섬유의 직경 125 μm

인 싱글모드 광섬유의 끝단에 두 가지 공정과정을 통하여 원

뿔형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먼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각각 35°와 

45°인 원뿔형 구조를 제작하고 후공정으로 펨토초 레이저 가

공 시 생기게 되는 원뿔 표면의 거칠기를 CO2 레이저 표면

으로 연마하였다. 

본 연구에서 샘플 제작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에서 보유하고 있는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사

용하였다. 785 nm의 중심파장과 1 kHz의 반복률을 갖는 펨

토초 레이저는 CyberLaser사의 Ti:Sapphire femtosecond laser 

system(모델명: IFRIT)으로 사양은 최대 출력 1 W 이며 184 

fs 의 펄스 폭을 가진다. 이 레이저 시스템인 스테이지의 X, 

Y 축은 선형 모터 스테이지로 최대 가공범위는 300 mm× 

300 mm 이며 20 nm의 정밀도를 가지고, Z축은 Ball screw 

스테이지로 최대 가공 범위는 200 mm 이며 500 nm의 정밀

도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 된다.

본 실험에서는 코어 사이즈가 8 μm 이며 광섬유의 직경은 

125 μm인 싱글모드 광섬유를 사용하여 광섬유 끝단에 원뿔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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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femtosecond laser and CO2 laser

Femtosecond laser CO2 laser

Wavelength 785.5 nm 10.6 μm

Pulse width 184 fs CW

Max power 1 W(1 mJ@1 kHz) 30 W

M2 < 1.364 1.3±0.2

Stage accuracy 20 nm 1 μm

FIG. 5. Optical microscope and confocal microscope image of 

unpolished (right) and polished (left) silica surface. Roughness of 

unpolished region: 4.28 μm, roughness of polished region: 0.78 μm.

(a) θ=35° 

(b) θ=45°

FIG. 6. Optical microscope side image of multidirectional side- 

firing optical fiber tip. (a) θ=35° and (b) θ=45°.

의 절반이 35°인 샘플 제작을 위해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

여 3.6 μJ의 펄스 에너지를 가지는 출력의 레이저 빔을 20배

율(NA=0.4)의 Objective lens를 통하여 샘플에 집속하고, 직

경 100 μm의 원 가공을 시작으로 매회 가공을 할 때마다 직

경을 5 μm 간격으로 줄여가며 원 가공을 하였다. Z축은 매

회 가공할 때마다 8 μm의 간격으로 내리면서 가공을 하여 

원뿔형 구조가 완성되게 한다. 또한 전반사 각을 넘어선 45°

인 샘플 제작을 위해 레이저 빔의 출력, Z 축의 이동 거리를 

각각 3.2 μJ, 5 μm로 변경하여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35°인 원뿔형 구조물을 제작하는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가공된 광섬유 끝단의 원뿔 표면은 3~7 μm의 거칠

기가 생기는데 이는 광섬유로 전달된 빔이 원뿔의 가공 면에

서 산란 되어 반사도가 감소하고 빔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공정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하

여 원뿔의 표면을 연마하였다. 원뿔형 구조물의 표면 연마에 

사용된 CO2 레이저(모델명: ULR-30, Universal)의 중심파장

은 10.6 μm 이며, CW 레이저로 30 W의 최대출력을 가진다. 

CO2 레이저 연마 시스템의 스테이지 X, Y축은 선형 모터 스

테이지 300×300 mm의 가공 범위를 가지며, 스테이지 정밀도

는 1 μm이다. 그리고 Z축은 Ball screw 스테이지로 이동 범

위는 50 mm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 된다.(Table 1)

펨토초 레이저에 의해 가공된 원뿔형 구조물의 표면 연마

를 위하여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이 각각 다

른 두 샘플을 동일하게 1.35 W의 출력의 CO2 레이저빔을 초

점거리가 50 mm를 가지는 Convex lens를 사용하여 빔을 집

속 시켜 연마하였다. 연마 방법은 0.05 sec 동안 포커싱 

(Focusing) 지점으로부터 60 μm 디포커싱(Defocusing) 후 2

회 연마하고, 포커싱 지점으로부터 다시 40 μm Z축을 올려 

1회 연마하였다. 이때 빔을 디포커싱 한 이유는 Convex lens

를 통해 집광된 CO2 레이저 빔의 초점 크기는 약 50 μm 정

도이고 광섬유의 직경이 100 μm 이상 되기 때문에 광섬유 

끝단의 표면 전체를 연마하기 위하여 Z축을 60 μm 디포커

싱 하여 연마하였다.

이렇게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뿔형 구조물의 연마 

전에 대한 표면 거칠기와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마 후의 

표면 거칠기의 연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2 μm의 분

해능을 가지는 Confocal(OLYMPUS, OLS3000) 장비를 이용

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실리카 기판에 원

뿔형 구조물 제작 시 최초 직경 380 μm의 원가공의 가공조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공 후 원의 우측면을 광섬유 팁 연

마 조건과 동일하게 CO₂ 레이저로 연마하여 측정한 200배

율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와, 연마 전과 후 각각의 표면 거칠

기를 Confocal을 이용하여 500배 확대하여 측정한 이미지이

다. 실리카 기판에 가공 후 거칠기를 측정한 이유는 광섬유 

내부의 거칠기 측정은 깊은 경사를 비롯하여 애로사항이 많

아 실리카 기판 표면에 가공 후 연마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연마 전 표면의 거칠기는 4.28 μm 에서 연마 후 0.78 μm

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6은 펨토초 레이저 가공과 CO2 레이저 연마 기술을 

이용하여 측면 조사가 가능한 다방향 조사 광섬유 팁을 제작

하여 200 배율의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이미지이다. 



《연구논문》다방향 조사가 가능한 광섬유 팁 해석 및 제작 ― 정 덕ㆍ손익부 외 205

(a) θ=35° 

(b) θ=45°

FIG. 7. Emission image of multidirectional side-firing optical 

fiber tip. Measured by digital camera. (a) θ=35° and (b) θ=45°.

광섬유 끝단에 펨토초 레이저와 CO2 레이저의 가조건을 조

절하여 원뿔의 각을 35°와 45° 두 가지 샘플을 제작하여 투

과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7은 제작된 샘플의 빔 방사 분포도를 측정한 이미지

이다. 650 nm의 파장을 가지는 Fiber checker (VFL-250)를 

사용하여 빔을 광섬유에 입사시키고 측면에 스크린을 설치

하여 측정하였다. 디지털카메라(Canon, 550D)를 이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

이 35°와 45° 두 가지의 샘플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림 7(a)

는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35°로 광

섬유에 입사된 빔이 원뿔의 표면에서 모두 전반사 되어 측면

으로 방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

는 최대 각의 절반이 45°를 가지는 그림 7(b)는 모든 빔이 

전반사 되지 못하고 일부 빔만 전방으로 방사되며, 나머지의 

빔은 전반사 되어 측면으로 방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수행하였던 시뮬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35°인 샘플은 실제 방사 분

포와 시뮬레이션 값이 일치하였다. 하지만 원뿔의 모선과 모

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45°인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에서는 전방 방사 빔이 링 형태로 방사되었지만 실제 제작한 

샘플에서는 링 형태가 아닌 면 형태로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CO2 레이저를 이용한 연마과정에서 

원뿔의 꼭지 부분이 시뮬레이션에서 모델링 된 샘플과 제작

된 샘플의 구조가 변형되어 생긴 차이라 생각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여 광섬유에 입사된 

빔이 끝단에서 원뿔형 구조물에 의해 전반사 되어 측면으로 

방사되는 원뿔형 구조물의 수치를 계산하고, 그 값을 광학 

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값을 통하여 펨토초 레이

저와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싱글모드 광섬유 끝단에 원뿔

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각각 35°와 45°

인 샘플을 제작하여 방사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뿔

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대 각의 절반이 전반사 조건인 

37.92°보다 작을 경우 입사되는 모든 빔은 측면으로 방사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최

대 각의 절반이 37.92°보다 크면 입사되는 일부의 빔은 굴절

되어 전방으로 방사되고 나머지의 빔은 전반사 되어 측면으

로 동시에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뮬레이션 결

과 또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다방향 조사가 가능한 광섬유 팁은 별도의 장치가 필

요 없고 구조가 간단하며 광섬유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소형

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광섬유 레이저 치료 시스템에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광섬유 가공 기술은 기존의 기계적 연마와 화학적 애칭 공정

의 한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광섬유 응용 소자 제작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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