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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과거 음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용량 통신망

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와 를. Sever network IP

기반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세대, 3

이동 통신 서비스의 개시 및 디지털 보급TV , IP

전화 등을 배경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UCC,

증가 유틸리티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

의 급증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

의 증가 가상화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함께,

기술이 차세대 광대역 서비스40G/100G Ethernet

대역폭 요구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40G/100G

으로의 네트워크의 진화가 시작 되고 있다Ethernet .

특히 은 빠른 속도 대용량의 전송을Ethernet , DATA

목적으로 경량화 일체화 등을 목표로 많은 관련,

기술 및 부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시장 잠재능력이 크다.

는 차세대 광통신 서비스의 광대역Optical MUX

통신 영역 폭에 부합하는 기술의40G/100G Ethernet

주요 구성 장치인 의 성능을 결정할Beam Combiner

수 있는 주요 핵심 부품으로의 사용된다.

국내의 주요 광통신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는 광학 필터를 사용하여Beam Combiner

다채널의 을 에 결합하LD(Laser Diode) Beam Fiber

는 구조와 를 사용하여 광 결합을 하는MUX Filter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장대별로.

필터를 사용하여 광학 접속 효율 저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Fig. 1

반사체 개발로 기존 시스템에서 광효율 저하의

원인을 제공하는 광학 필터를 제거하여 부품수

감소 제품단가 절감 채널 확장성 증가 시스템, ,

경량화 고효율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

Fig. 1 Schematic of 4 surfaces optical MUX

실험구성도2.

비선형 커브 근사법 수(Nonlinear Curve Fitting)

치해석을 활용한 를 이용하여CODE V Beam com-

의 가bine module Design coupling efficiency 60%

이상 가능한 글라스재 면체 형상의4 Optical MUX

를 최적화 설계하였다 정밀 금형 설계 프로그램인.

와 를Pro/Engineer (Pro/Mechanica) Thermal analysis

이용하여 고온고압 성형 환경에 적합한 성형용/

금형을 와 같이 설계 및 제작하였다Fig. 2 .

광학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ULG APS Software

를 이용하여 글라스재 면체 비구면 형상 가공4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정밀 가공장치(ULG-100C(H
3 와)) Optical

Surface Roughness < 60nm, Surface Angle tolerance

의 최적 가공조건을 이용하여 재질의< ±0.05° WC

성형용 금형을 제작하Optical MUX(Pyramid type)

였다.

다면체 메탈일체형성형기술에관한연구Glass Optical MUX

Study onmolding process for 4 surfaces glass optical MUX with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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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of mold using Pro/Engineer

핫 프레스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초경 코어의

고온고압에 따른 수축 보정 성형 기술을 개발하였/

다 또한 의 형태의 복잡한. , Optical MUX Pyramid

금형에서 발생하는 글라스 재질과 금형과의 수축

률 차에 의한 형상정밀도 저하를 극복 할 수 있는

수축 보정 성형 프로세스는 에 나타내었다Table 1 .

Table 1 Final conditions of press molding process

실험결과및고찰3.

본 논문에서는 글라스재 면체 의4 Optical MUX

핫 프레스 성형시 광학 특성 변형 방지를 위해

에 의한 굴절률 변화를 최소화Cooling rate( /sec)℃

하고 도표 작성하여 최종Cooling rate Vs. Index

성형 공정에 적용하였다 재현성 확보를 위해 구조.

해석 및 열 응력 해석을 통해 성형 공정간 발생

할 수 있는 금형의 집중 현상 제거Stress , Glass

깨짐 등을 고려한gob, Glass over flow, Glass lens

공정간 최적 성형 조건을 개발 하였다 과. Fig. 3

같이 시 성형된 글라스재 면체 는4 Optical MUX

접촉식 형상 측정기를 이용하여 면Optical MUX 4

의 반사 각도 및 반사 각도 균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와 같으며 설계 기준인Table 2 , 49

에 적합한 측정 데이터를 보였으며 각도 균일± 0.05

도는 이상을 보였다99.985 % .

Fig. 3 Fabrication of 4 surfaces optical MUX using hot

press molding process

Table 2 Optical MUX measurement data

균일도 측정각도 측정각도평균 측정각도평균* (%)=( - )/ *100+100

결론4.

초정밀광학금형설계및제작기술과핫프레스

성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40G/100G Ethernet

의 기존 의 문제점인 광효Beam combiner Filter type

율을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글라스재 면체4 Optical

메탈 일체형 성형 기술을 개발 하였다 광학MUX .

필터를 제거하여 를 높일 수 있Coupling efficiency

고 또한 제품 단가 절감 채널 확장성 증가 시스템, ,

경량화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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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내 용

차1~2

승온

가열Electronic (+/-1 )℃
비산화성 분위기(N gas)₂
점도 : 106~108 poise

차 승온3
연화 점 근접 온도 유지SP( )

점도 : 106~108 poise

차1
Pressing

최종 형상에 유사하게 차 성형1

점도 약: 1013 poise

차2
Pressing

Tg점 통과 압력경사제어,

열팽창 계수 차이 소성 변형 유도( ),

차 냉각1 서냉 기판 온도 유지( )

차 냉각2 냉각수 순환 냉각

차 냉각3

취출대기
N gas flow₂

로봇 작업을 이용한 취출

기준
각도(°)

측정
각도(°)

오차
각도(°)

균일도
(%)

1 49±0.05 48.953 0.047 99.985

2 49±0.05 48.967 0.033 100.014

3 49±0.05 48.966 0.034 100.012

4 49±0.05 48.954 0.046 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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