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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방법으로 제작한 집적형 Triplexer의 광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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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FTTH(fiber to the home) 망에 사용되는 1.55 ㎛ 파장의 아날로그 신호 수신과 1.31 ㎛/1.49 ㎛ 파장의 디지털 

신호 송, 수신이 가능한 집적형 Triplexer를 설계하였다. 이 집적형 Triplexer는 세라믹 재질로 정밀 제작한 서브마운트, 레이저 

다이오드 홀더, 포토다이오드 홀더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볼렌즈, WDM 필터, FP-LD, PIN-PD 등 광부품을 광 축에 자동으로 

정렬시키는 micro block stacking 방법으로 제작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code V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부품의 제작 

공차와 조립 공차에 따른 초점의 위치 변위를 분석하였다. 공차 분석 결과 송신부에서 초점의 위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LD spot의 위치 변위로 x, y, z 방향으로 각각 ±25 ㎛, ±25 ㎛, ±30 ㎛ 움직였을 때 초점이 최대 72 ㎛ 이동하였으며 수신부

의 경우 0.8mm 볼렌즈(아날로그 신호 수신부)와 마이크로 볼 렌즈(디지털 신호 수신부) 위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디지털 신호 수신부의 경우 마이크로 볼 렌즈가 x, y, z 방향으로 각각 ±55 ㎛, ±5 ㎛, ±55 ㎛ 움직였을 때 초점이 

최대 55 ㎛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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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 integrated triplexer which is the basic component for a FTTH(Fiber To The Home) system 
which can transmit CATV and voice/data at the same time in a single fiber. The integrated triplexer can be fabricated with a 
novel technique of “Micro-Block Stacking (MBS)” method which automatically aligns the optical components in the optical beam 
pass using accurate ceramic holders. We analyze the displacement of the optical focus according to the tolerances of the 
component dimensions and the assembly process using code V simulator. For the transmitter, the most serious shift of the focal 
points is caused by the displacements of the LD spot. So the focal point moves up to 72 ㎛ from the center point for ±25 ㎛, 
±25 ㎛, ±30 ㎛ displacements. For the receiver the most serious shift of the focal points is caused by the displacements of a 
0.8mm ball lens (for the analog receiving part) and a micro ball lens (for the digital receiving part), and the focal point moves 
up to 55 ㎛ for ±55 ㎛, ±5 ㎛, ±55 ㎛ micro ball lens displacements. 

Keywords: Triplexer, Integrated module, Micro block, OSA, CODE V
OCIS codes: (230.0230) Optical devices; (060.2360) Fiber optics links and subsystems; (120.3620) Lens system design

†E-mail: hjyoon@gwangju.ac.kr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I. 서    론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이

고 신뢰성 있는 가입자 망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가

정이나 댁내까지 광섬유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

가입자망(Fiber-To-The-Home: FTTH)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

《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ume 22, Number 4, August 2011 DOI: 10.3807/KJOP.2011.22.4.191



192 한국광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1년 8월

FIG. 1. Structure of the integrated triplexer using MBS technology.

가입자 망 기술은 전달망과 가입자 간을 연결하기 위한 전송 

장치와 전송 매체 등의 설비로 구성되며 각 가입자에게 수백 

Mbps 이상의 사용 대역을 제공할 수 있는 광통신 서비스를 

말한다.[1]

광가입자망은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주로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 등을 디지털 광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케이블 TV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는 별도의 전송망

과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와 함께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하여 전송

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필요

한 광송수신 모듈인 Triplexer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Triplexer는 광가입자망에서 가입자단에 위치하여 하나의 광

섬유를 통하여 디지털 상향 신호(1310 nm 파장)와 디지털 

하향 신호(1490 nm 파장), 그리고 아날로그 하향 신호(1550 
nm 파장)를 전송할 수 있다.[2]

이러한 Triplexer는 상용으로 1개의 LD TO-CAN과 2개의 

PD TO-CAN을 Laser Welding으로 결합한 형태의 제품이 출

시되어 있으며 PLC(Planer Lightwave Circuit)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하지만 여러 개의 TO-CAN을 사용

한 제품들은 크기가 커서 MSA(multi-source agreement) 규격

을 만족하는 광트랜시버를 만들기 어렵고 광정렬 과정과 같

은 패키징 시간이 길어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PLC 방식의 경우는 플립칩 본더 등 고가의 장비

가 필요하여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과 회로 부분 연결을 위

한 리드 선, hermetic sealing을 위한 패키지를 고려할 경우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 등으로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 세라믹 블록을 이용한 MBS(Micro 
Block Stacking) 방법으로 8 pin Mini-DIL 패키지에 장착 가

능한 집적형 Triplexer를 제작하기 위하여 code V 시뮬레이

터를 이용한 광학계 설계를 하였다.[4-5] 

II. 집적형 Triplexer 광경로 설계

먼저 정밀한 세라믹 부품을 이용하여 각 광학 부품의 위치

를 광경로에 정렬하는 MBS 방법으로 집적형 Triplexer를 제

작하기 위하여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Triplexer에는 2개의 수

신용 포토다이오드와 1개의 송신용 레이저 다이오드가 집적

되어야 하며 각각의 파장을 분리할 수 있는 파장 분할 필터

가 필요하다. 또한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발산되는 빛을 광섬

유에 집속시키고 광섬유의 빛을 수신용 포토다이오드에 집

속시키기 위한 렌즈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볼 렌즈 2개를 사용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의 빛을 

광섬유에, 광섬유의 빛을 포토다이오드에 집속하는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이 광학계는 2개의 볼 렌즈 사이에서 빛이 평행

하게 진행하도록 광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

행광 시스템은 온도 변화에 따른 광축 길이의 수축, 팽창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초점의 위치와 광출력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볼 렌즈는 전체 광모듈의 크기와 광섬유와의 

광결합효율을 고려하여 레이저 다이오드 쪽과 포토다이오드 

쪽에는 지름이 0.5 mm인 마이크로 볼 렌즈를 사용하고 광섬

유 쪽에는 지름이 0.8 mm인 볼 렌즈를 사용하였다. 한편 송

신부의 1310 nm 파장과 수신부의 1490 nm, 1550 nm 파장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2개의 WDM 필터를 45도 각도

로 배치하였다. 1310 nm/1490 nm WDM 필터는 1310nm 파
장을 통과시키고 1490 nm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며 1490 
nm/155 0nm WDM 필터는 1310 nm 파장과 1490 nm 파장을 

통과시키고 1550 nm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icro-Block Stacking 방법은 레이저 

다이오드, 수신용 포토다이오드, WDM 필터, 마이크로 볼 

렌즈 등의 광학 부품을 여러 개의 정밀한 세라믹 블록을 이

용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광경로 상에 정렬, 고정시키는 방법

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집적형 Triplexer에는 베이스마운트 

위에 2개의 서브마운트가 사용된다. 베이스마운트와 각 서브

마운트는 마이크로 볼 렌즈와 WDM 필터의 크기 및 위치, 
그리고 빛의 전달 경로를 고려하여 제작된다. 이러한 MBS
방법은 집적형 광모듈의 크기를 3 mm × 7 mm × 2 mm이내

로 줄일 수 있어 국제 표준에 맞는 소형 광모듈(small form 
factor) 제작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레이저 다이오드와 볼 

렌즈, 박막 필터가 세라믹 기판으로 연결되어 있어 온도 변

화에 따른 열팽창, 수축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광경로

나 광출력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세라믹 기판은 

열적 특성뿐만 아니라 초고주파 동작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

에 10Gbps이상의 고속 동작도 가능하며 세라믹 서브마운트 

자체에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회로 패턴과 와이어 본딩을 위

한 본딩 패드를 구성할 수 있어 집적형 소형 광모듈 제작에 

많은 장점이 있다. 
그림 1의 집적형 Triplexer 구조에서 각 부품의 위치 변위

가 초점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

웨어인 CODE V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 초점 

위치는 광정렬 패키징 과정에서 광섬유가 놓일 위치로 송신

부의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을 충분히 광섬유에 

집속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광섬유에서 방출되는 빛을 

수신부의 포토다이오드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어

야 한다. 이러한 초점이 각 부품의 위치 변위에 따라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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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Optical beam path of the integrated triplexer used in 
CODE V simulator for (a) 1310 nm transmitter, (b) 1490nm 
receiver, and (c) 1550nm receiver.

설계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송신부의 광출력이나 수신부의 

수신감도가 감소하여 상용 집적형 Triplexer 제작이 어렵게 

된다.
먼저 송신부의 경우 그림 2의 (a)와 같이 1310nm 파장의 

빛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면 마이크로 볼 렌즈를 통

과하면서 평행광에 가깝게 진행한다. 이러한 평행광은 1310 
nm 파장은 통과시키고 1490nm 파장은 반사하는 WDM 필
터 A와 1310 nm와 1490 nm 파장은 통과시키고 1550 nm 파
장은 반사하는 WDM 필터 B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진행한 

후 광섬유 쪽 볼 렌즈를 통해서 초점에 모이게 된다. 이때 

초점의 위치는 각 부품의 크기를 입력하였을 때 볼 렌즈 끝

에서 269 ㎛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1490 nm 파장 수신부는 1310 nm 송신부와는 반대로 광섬

유 위치가 광원이 된다. 즉, 광섬유 끝에서 방출된 빛은 볼렌

즈를 통과하여 평행광으로 진행한 후 1550 nm 파장을 반사

하는 WDM 필터 B에서 굴절되고 1490 nm를 반사하는 

WDM 필터 A에서 직각으로 반사되어 마이크로 볼렌즈를 통

과한 후 포토다이오드에 집속된다. 그림 2의 (b)에 1490 nm 
파장의 광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때 초점의 위치는 각 부품의 

크기를 입력하였을 때 마이크로 볼 렌즈 끝에서 72 ㎛에 위

치함을 알 수 있었다. 1550 nm PD 수신부는 1490 nm 수신

부와 마찬가지로 광섬유 끝에서 방출된 빛이 볼렌즈를 통과

하여 평행광으로 진행한 후 1550 nm 파장을 반사하는 

WDM 필터 A에서 직각으로 반사되어 마이크로 볼 렌즈를 

통과한 후 포토다이오드에 집속된다. 그림 2의 (c)에 1550 
nm 파장의 광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때 초점의 위치는 각 부

품의 크기를 입력하였을 때 마이크로 볼 렌즈 끝에서 90 ㎛
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III. 공차 분석 

설계한 집적형 Triplxer에서 각 부품 크기 공차와 조립 시 

공차가 제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부품

의 x, y, z 방향의 위치 변위를 계산하였고 이에 따른 초점 

위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1은 송신부에서 각 부

품의 제작 및 조립 공차를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 

다이오드 spot의 최대 위치 변위는 x, y, z 방향으로 각각 

±45 ㎛, ±35 ㎛, ±45 ㎛이었으며, 0.5 mm 마이크로 볼 렌즈

의 최대 위치 변위는 ±10 ㎛, ±5 ㎛, ±10 ㎛이었다. 또한 

1310/1490 nm WDM 필터의 위치 변위는 ±40 ㎛, ±25 ㎛, 
±40 ㎛이었고, 1490/1550 nm WDM 필터의 위치 변위는 세

라믹 홀더의 제작 공차가 더해져 ±110 ㎛, ±85 ㎛, ±110 ㎛
이었다. 한편 0.8 mm 볼 렌즈의 위치 변위는 에폭시 경화 시 

볼 렌즈가 움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x축과 z축 방향으로 

±105 ㎛를 가정하였다.
수신부의 경우 1490 nm 파장을 수신하는 디지털 수신부와 

1550 nm 파장을 수신하는 아날로그 수신부로 나누어 지며 

광경로는 광섬유에서 방출되는 빛이 볼 렌즈를 거쳐 WDM 
필터에서 반사한 후 마이크로 볼 렌즈를 거쳐 포토다이오드

에 집속된다. 이때 광섬유의 위치 변위는 집적형 triplexer 구
조에 따라 송신부의 초점 변위에 의해 결정된다. 1490 nm 
파장 수신부의 경우 표2에 나타낸 것과 같이 0.8 mm 볼 렌

즈의 위치 변위는 송신부와 마찬가지로 x축과 z축 방향으로 

±105 ㎛를 가정하였고 1490/1550 nm WDM 필터의 최대 위

치 변위는 세라믹 홀더의 제작 공차가 더해져 ±110 ㎛, ±85 
㎛, ±110 ㎛이었으며 1310/1490 nm WDM 필터의 위치 변

위는 ±40 ㎛, ±25 ㎛, ±40 ㎛이었다. 또한 0.5 mm 마이크로 

볼 렌즈의 최대 위치 변위는 ±55 ㎛, ±5 ㎛, ±55 ㎛이고 포

토다이오드 검출영역의 최대 위치 변위는 x, y, z 방향으로 

각각 ±40 ㎛, ±40 ㎛, ±45 ㎛이었다. 한편, 1550 nm 파장 수

신부의 경우 각 부품의 위치 변위가 WDM 필터 하나를 통

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1490 nm 파장 수신기와 동일하며 

그 분석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IV. 초점 변화 분석 

각 부품의 위치 변위에 따른 초점 위치 변화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먼저 송신부에서 각 부품의 위치가 x, y, z 방
향으로 동시에 최대로 움직였을 때 초점의 위치 변화를 시뮬

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다

이오드 spot이 x축 방향으로 ±25 ㎛, y축 방향으로 ±25 ㎛, 
z축 방향으로 ±30 ㎛ 이동하였을 때 초점의 위치는 72 ㎛ 
범위까지 변화하였으며, 0.5 mm 마이크로 볼 렌즈의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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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abrication and the assembly tolerances of the each component for 1310nm transmitter part

분석 항목 x 축 y 축 z 축

LD 칩 변위
제작 공차 ±5 ±5 ±5

Die bonding ±5 - ±5

LD holder 변위
제작 공차 ±30 ±30 ±30

Die bonding ±5 - ±5

LD   spot 최대 변위 ±45 ±35 ±45

마이크로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5 - ±5

마이크로 볼 렌즈 최대 변위 ±10 ±5 ±10

1310/1490nm WDM 필터 변위
제작 공차 ±35 ±25 ±35

Epoxy bonding ±5 - ±5

1310/1490nm   WDM 필터 A 최대 변위 ±40 ±25 ±40

1490/1550nm WDM 필터 변위
제작 공차 ±35 ±25 ±35

Epoxy bonding ±5 - ±5

holder 변위
제작 공차 ±60 ±60 ±60

Die bonding ±10 - ±10

1490/1550nm   WDM 필터 B 최대 변위 ±110 ±85 ±110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100 - ±100

볼 렌즈 최대 변위 ±105 ±5 ±105

TABLE 2. The fabrication and the assembly tolerances of the each component for 1490nm receiver part

분석 항목 x 축 y 축 z 축

광섬유 위치 변위 송신부 초점 변위 ±100 ±100 -

광섬유 최대 변위 ±100 ±100 -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100 - ±100

볼 렌즈 최대 변위 ±105 ±5 ±105

1490/1550nm WDM 필터 변위
제작 공차 ±35 ±25 ±35

Epoxy bonding ±5 - ±5

holder 변위
제작 공차 ±60 ±60 ±60

Die bonding ±10 - ±10

1490/1550nm   WDM 필터 B 최대 변위 ±110 ±85 ±110

1310/1490nm WDM 필터 변위
제작 공차 ±35 ±25 ±35

Epoxy bonding ±5 - ±5

1310/1490nm   WDM 필터 A 최대 변위 ±40 ±25 ±40

마이크로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50 - ±50

마이크로 볼 렌즈 최대 변위 ±55 ±5 ±55

PD 칩 변위
제작 공차 ±5 ±5 ±5

Die bonding - ±5 ±5

PD holder 변위
제작 공차 ±30 ±30 ±30

Die bonding ±5 - ±5

PD 검출영역 최대 변위 ±40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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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abrication and the assembly tolerances of the each component for 1550 nm receiver part

분석 항목 x 축 y 축 z 축

광섬유 위치 변위 송신부 초점 변위 ±100 ±100 -

광섬유 최대 변위 ±100 ±100 -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100 - ±100

볼 렌즈 최대 변위 ±100 ±5 ±100

1490/1550nm WDM 필터 변위
제작 공차 ±35 ±25 ±35

Epoxy bonding ±5 - ±5

holder 변위
제작 공차 ±60 ±60 ±60

Die bonding ±10 - ±10

1490/1550nm   WDM 필터 B 최대 변위 ±110 ±85 ±110

마이크로 볼 렌즈 변위
제작 공차 ±5 ±5 ±5

Epoxy bonding ±50 - ±50

마이크로 볼 렌즈 최대 변위 ±50 ±5 ±50

PD 칩 변위
제작 공차 ±5 ±5 ±5

Die bonding - ±5 ±5

PD holder 변위
제작 공차 ±30 ±30 ±30

Die bonding ±5 - ±5

PD 검출영역 최대 변위 ±40 ±40 ±45

FIG. 3.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1310nm transmitter part 
which show the displacements of the focal point when each 
component moved to maximum values with x, y, z directions 
simultaneously.

y, z 방향으로 ±10 ㎛, ±5 ㎛, ±10 ㎛ 이동하였을 때 초점의 

변화 값은 3 ㎛ 이었다. WDM 필터 A의 경우 초점 위치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WDM 필터 B에서는 9 ㎛까지 

초점이 이동하였다. 0.8 mm 볼 렌즈의 경우 부품의 위치가 

105 ㎛까지 움직였을 때 초점의 위치가 32 ㎛ 이내로 변화

하였다. 따라서 LD spot의 위치가 초점 위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집적형 triplexer 제작 시 

LD spot의 위치 변위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레이저 다이오드 spot, 마이크로 볼 렌즈, 
WDM 필터 A, WDM 필터 B, 0.8 mm 볼 렌즈가 모두 최대

로 움직였을 때 초점의 위치는 110 ㎛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490 nm 파장을 수신하는 디지털 수신부에서 각 부

품의 위치가 x, y, z 방향으로 동시에 최대로 움직였을 때 초

점의 위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 (a)
에 나타내었다. 광섬유 위치가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20 ㎛ 이동하였을 때 포토다이오드에 집속되는 초점의 위

치는 20 ㎛ 범위까지 변화하였으며, 0.8 mm 볼 렌즈의 경우 

30 ㎛ 이상 이동하였을 때 포토다이오드에 초점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x, y, z 방향으로 ±30 ㎛, ±5 ㎛, ±30 ㎛ 이동하였

을 때 초점의 변화 값은 17 ㎛이었다. 따라서 triplexer 제작 

시 볼 렌즈의 위치를 30 ㎛ 이내의 정밀도로 고정시켜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DM 필터 B의 경우 x, y, z 방향으

로 ±110 ㎛, ±85 ㎛, ±110 ㎛ 이동하였을 때 초점의 변화 값

은 12 ㎛이었고 WDM 필터 A의 경우 x, y, z 방향으로 ±40 
㎛, ±25 ㎛, ±40 ㎛ 이동하였을 때 초점의 위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마이크로 볼 렌즈의 경우 부품의 위

치가 각각 ±55 ㎛, ±5 ㎛, ±55 ㎛ 움직였을 때 초점의 위치

가 55 ㎛까지 변화하여 0.8 mm 볼 렌즈와 함께 디지털 수신

부 광정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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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receiver parts for (a) 
1490nm, (b) 1550nm which show the displacements of the focal 
point when each component moved to maximum values with x, 
y, z directions simultaneously.

1550 nm 파장을 수신하는 아날로그 수신부에서 각 부품의 

위치가 x, y, z 방향으로 동시에 최대로 움직였을 때 초점의 

위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 (b)에 

나타내었다. 광섬유 위치가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30 
㎛ 이동하였을 때 포토다이오드에 집속되는 초점의 위치는 

19 ㎛ 범위까지 변화하였으며, 0.8 mm 볼 렌즈의 경우 80 
㎛ 이상 이동하였을 때 포토다이오드에 초점이 형성되지 않

았으며 x, y, z 방향으로 ±80 ㎛, ±5 ㎛, ±80 ㎛ 이동하였을 

때 초점의 변화 값은 15 ㎛이었다. WDM 필터 B와 마이크

로 볼 렌즈의 경우 부품의 위치가 각각 110 ㎛, 50 ㎛ 이상 

움직여도 초점의 위치가 4 ㎛, 6 ㎛ 이내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날로그 수신부의 경우 집적형 triplexer 
구조상 송신부의 초점 위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광섬유의 

위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제외하면 0.8 mm 볼 렌즈의 위치 변위가 초점 위치 변화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490 nm 파장의 디지털 수신부에서 광섬유, 볼 렌즈, 

WDM 필터, 마이크로 볼 렌즈가 모두 최대로 움직였을 때 

최종 광출력 위치는 광섬유 위치 변위(x, y, z 방향으로 각각 

±20 ㎛)를 포함하여 ±100 ㎛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50 nm 파장의 아날로그 수신부에서는 광섬유 

위치 변위(x, y, z 방향으로 각각 ±30 ㎛)를 포함하여 각 부

품의 위치를 최대로 움직였을 때 최종 광출력 위치가 ±40 ㎛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적형 triplexer가 

정해진 수신감도를 만족하며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초점의 위치가 포토다이오드의 검출영역 내에 위치하여

야 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재질로 정밀 제작한 서브마운트, 레
이저 다이오드 홀더, 포토다이오드 홀더를 이용하여 마이크

로 볼렌즈, WDM 필터, FP-LD, PIN-PD 등 광부품을 광 축

에 자동으로 정렬시키는 micro block stacking 방법으로 제작 

가능한 8 pin mini DIL 집적형 Triplpexer 구조를 설계하였

다. code V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광학 설계에서 1310 nm 송
신부의 초점이 볼렌즈에서 269 ㎛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으

며, 각 부품의 공차 분석 결과 송신부에서 초점의 위치 변화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LD spot의 위치 변위로 ±25 
㎛, ±30 ㎛, ±25 ㎛ 변위에 대하여 초점이 72 ㎛ 이동하였

다. 수신부의 경우 집적형 Triplexer 구조상 송신부가 최대 

광결합 효율을 가지는 초점의 위치가 수신부 광원의 위치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되는 광섬유 위치 변위를 

제외할 경우 디지털 수신부에서는 마이크로 볼 렌즈의 위치 

변화가, 아날로그 수신부에서는 0.8 mm 볼렌즈 위치 변화가 

초점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송신부 광결합 

효율과 수신부 수신감도와 같은 집적형 Triplexer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Triplexer 조립시 0.8 mm 볼 렌즈와 마

이크로 볼 렌즈의 위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구조의 경우 디지털 수신

부는 200 ㎛, 아날로그 수신부는 80 ㎛ 크기의 지름을 갖는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상용제품 수준의 집적형 triplexer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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