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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tosecond-Laser Micromachining of a Thermal Blocking Trench 

for an Enhanced PLC Variable Optical Attenuator 

Dongyoon Yoo
1
, Hun-Kook Choi

1
, Ik-Bu Sohn

1†, Youngsic Kim
2,3

, Suyong Kim
2,3

, 

Wanchun Kim
2,3

, Jinbong Kim
2,3

1
Advanced Photonics Research Institut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wangju 61005, Korea
2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Photonic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Korea

3
Photonics Planar Integration Inc., Gwangju 61008, Korea

(Received May 12, 2016; Revised manuscript August 2, 2016; Accepted August 4, 2016)

In this paper, a trench structure was fabricated by femtosecond-laser machining to eliminate thermal crosstalk in a multichannel 

variable optical attenuator (VOA), to prevent decreasing attenuation efficiency of the VOA. Trenches of a variety of widths and 

depths were fabricated on the VOA chips by femtosecond-laser processing. After the machining, attenuation according to current 

change was observed in each VOA chip module with trenches. As a result, we could observe high responsivity of attenuation 

and low power consumption, and that the heat of each channel barely influenced other channels.

Keywords: Variable optical attenuator, Trench, Femtosecond laser, Laser machining

OCIS codes: (140.3390) Laser materials processing; (060.4510) Optical communications; (160.6840) Thermo-optical materials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PLC 가변광감쇠기 특성 향상을 위한 

열간섭 차단 트렌치 가공 기술

유동윤
1
ㆍ최훈국

1
ㆍ손익부

1†
ㆍ김영식

2,3
ㆍ김수용

2,3
ㆍ김완춘

2,3
ㆍ김진봉

2,3

1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우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2
전남대학교, 광공학협동과정

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
(주)피피아이

우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45

(2016년 5월 12일 받음, 2016년 8월 2일 수정본 받음, 2016년 8월 4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다채널 가변광감쇠기에서 발생하는 열간섭 효과를 차단하여 광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트렌치를 가공하였다. 채널간 열간섭으로 인한 광감쇠 제어효율 하락을 막기 위하여, 가변광감쇠기 채널 사이에 펨토초 레이저로 

트렌치의 폭과 깊이를 다르게 하여 가공하였고, 적용된 각 칩을 모듈화하여 전류에 따른 광감쇠율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광감쇠를 위해 가해진 열이 주변채널에 영향을 매우 작게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작은 전류에 광감쇠율이 민감하

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자로서 개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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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ncepts of Variable Optical Attenuator (VOA). (a) Thermal 

crosstalk generation in VOA. (b) VOA with trench for preventing 

thermal crosstalk. FIG. 2. VOA chip module of PPI lnc.

I. 서    론

파장분할다중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광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전송을 하기 위해 AWG(Arrayed 

Waveguide Grating), 광스위치, 가변 파장 필터, 가변광감쇠

기(Variable Optical Attenuator, VOA) 등을 사용한다. 그 중

에서 가변광감쇠기는 열광학효과(thermal optic effect)를 이

용하여 광신호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소자로 원거리통신시스

템에서 일정하지 못한 신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광학 

소자이다
[1]

. 이를 적용한 상용 시스템에서는 낮은 전력소모

와 높은 신뢰성확보가 필수적이다. 높은 응답성 및 신뢰성과 

성능, 그리고 저전력 소자로서의 특징이 있는 하이브리드 타

입(실리카와 폴리머를 결합 소자)의 가변광감쇠기가 제안되

어 연구되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2, 3]

, 현재 Silicon oxynitride

의 실리콘 계열의 무기성 재료와 폴리머를 결합한 저전력 

S-bend 가변광감쇠기
[4]

, 그리고 특정파장을 위한 Multimode 

interface (MMI) 응용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5]

.

이러한 가변광감쇠기는 각 채널 별로 열을 가할 수 있는 

히터가 있어 광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평

판형 광도파로에서 열광학효과를 이용한 소자는 Fig. 1(a)처

럼 채널간 열간섭이 발생하여 원하는 정도로 광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소자의 전체적인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

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열적 설계가 필요하

며, 채널간 열간섭을 막기 위하여 채널과 채널 사이에 Fig. 

1(b)와 같은 트렌치(Trench) 구조의 열차단 설계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6, 7]

. 이와 같은 트렌치는 채널로 구성된 소

자의 각 채널을 독립시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든 그

루브 구조로서 반도체와 광소자 등의 다채널 소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트렌치는 반도체 공정인 식각

(Etching) 공정으로 가공되며 MOSFET, Diode 등의 반도체 

소자에 적용되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고, 또

한 광학 스위치와 가변광감쇠기 등 광통신 소자의 효율적인 

저전력 소자를 제작을 위해 사용된다
[8, 9]

. 그러나 20 ㎛ 이

상의 트렌치 구조는 식각공정으로 구현이 어려워서 다양한 

트렌치 제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펨토초 레이저 가공을 사용할 수 있다. 펨토초 레

이저 가공은 매우 짧은 펄스폭으로 인해 다광자 흡수 현상으

로 다양한 소재의 물질이 가공 가능하며 나노초, 피코초 레

이저보다 작은 열영향으로 인해 미세 회절격자 가공, 광섬유 

팁 가공, 마이크로 드릴링 등의 정밀가공에 많이 사용된다
[10-12]

. 그래서 이를 사용하면 보다 물질을 더 깊고 빠르고 효

율적으로 가공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

하여 트렌치 구조를 가공하여 PLC 스플리터 칩에 적용하여 

광섬유를 정밀하게 정렬하여 광손실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
[13]

.

본 논문에서는 미세 정밀 가공의 장점을 가지는 펨토초 레

이저를 사용하여 가변광감쇠기 채널 사이에 열간섭을 차단

하는 트렌치를 가공하여 가변광감쇠기의 성능 및 특성 변화

를 관찰하였다. 트렌치는 깊이와 폭을 변화를 주어 가공하였

고, 다양한 깊이와 폭으로 가공된 트렌치를 적용한 가변광감

쇠기의 광학,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II. 트렌치 가공 실험 구성 및 목표

가변광감쇠기 특성 향상을 위한 열차단 트렌치 가공 기술 

연구를 위해서 Fig. 2의 ㈜피피아이에서 개발한 실리카-폴리

머 기반의 하이브리드 가변광감쇠기 모듈을 사용하였고, 레

이저는 785 nm의 중심 파장, 185 fs의 펄스폭, 1 kHz의 반복

률과 1 W의 최대출력을 갖는 CyberLaser사의 Ti:Sapphire 

femtosecond laser(모델명: IFRI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세 

정밀 가공을 위해 Fig. 3과 같이 펨토초 레이저와 정밀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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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mtosecond laser system in APRI and schematic of 

laser machining trenches on VOA chip with the system.

FIG. 4. Schematic of laser machining trenches on VOA chip.

이지가 연동되어 구성된 펨토초 레이저 가공시스템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스테이지의 X, Y 축은 선형 모터 스테이지로 

스트로크가 300 mm × 300 mm 이며 20 nm의 분해능을 가

지고, Z축은 Ball screw 스테이지로 최대 가공 범위는 200 

mm 이며 500 nm의 분해능을 가지고 XYZ축 모두 1 µm 제

어 정밀도로 미세 정밀 가공에 적합하다.

이러한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의 스테이지에 가변광감

쇠기를 고정하여, 대물렌즈를 통과하여 모인 빔은 고정하고 

스테이지가 움직여서 형상을 가공하는 스테이지 가공방식을 

사용하여 채널 사이에 트렌치를 가공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Fig. 2는 실험에서 사용한 가변광감

쇠기 칩과 모듈이다. 모듈은 가변광감쇠기 칩에 채널마다 전

류를 흘러주기 위한 전극을 연결하고 광섬유를 각 채널의 광

도파로와 연결하여 구성되어있다. 칩은 실리카 재질로 총 10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채널은 표면에 금속 전

극을 만들고 그 아래에는 폴리머 재질의 광도파로를 삽입하

여 제작되었다. 채널의 간격은 250 µm, 채널의 금속 전극 사

이의 간격은 125 µm 이고 실리카 층의 두께는 150 µm 이다. 

그리고 Fig. 2의 칩에서 채널의 금속 전극이 좁아지는 부분

은 히터부분으로서 열을 발생시켜 금속 전극 아래에 있는 폴

리머 광도파로의 굴절률을 변화시켜 광감쇠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트렌치는 채널마다 발생하는 열

간섭을 막기 위하여 Fig. 4의 가공개념도와 같이 채널 사이

의 실리카 부분에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트렌치의 폭(W)가 

깊이(D)를 변화시켜 각각 다르게 가공하였고, 이에 대한 가

변광감쇠기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감쇠효율 증가에 가장 

유리한 최적 트렌치 형상 조건을 확인하였다.

III. 트렌치 가공 실험 결과

트렌치의 최적 가공 조건을 찾기 위하여 먼저 가변광감쇠

기의 구성 물질인 실리카 위에 가공하고 광학현미경과 공초

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폭과 깊이를 측

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가공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변

광감쇠기 소자 위에 트렌치를 가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20배

율의 대물렌즈(Mitutoyo사, NIR x20, NA 0.42)를 사용하였

고, 펨토초 레이저의 펄스에너지 48.0 ~ 51.3 µJ, 가공 속도

(스테이지속도) 1 mm/s (기초 가공), 0.5 mm/s (보정 가공)의 

조건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공 형상은 사각형 가공으로 하였

으며, 내부 사각형을 채우며 가공 후 Z축을 내려가는 방식으

로 깊이 있는 트렌치를 가공하였다. 트렌치의 폭은 75 µm, 

100 µm으로, 깊이는 50 µm, 100 µm, 150 µm 로 변화시켜 

가공하여 Fig. 5(a), (b)의 가공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펨토초 레이저 가공의 특성상 

나타나는 테이퍼링 현상으로 완전한 사각 트렌치가 아닌 사

다리꼴 형상으로 가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폭과 깊이

의 오차가 약 1 ~ 5 µm 정도로 있지만, 원하는 폭과 깊이의 

트렌치에 가깝게 작은 오차범위로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트렌치 가공을 가변광감쇠기 전체 소자에 적용한 결

과는 Fig. 5(c)이며,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레이저로 정밀 가

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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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Result of laser machining of trenches on VOA chip. (a) 

Laser machining with fixed width of 75 µm and varied depth of 

50 µm, 100 µm, 150 µm. (b) Laser machining with fixed depth 

of 100 µm and varied width of 50 µm, 75 µm, 100 µm. (c) 

VOA chip after laser machining trenches.

(a)

(b)

(c)

FIG. 6. Graphs of attenuated optical power for 5 channels of 

trenched VOA chips according to change current with comparing 

to before non-trenched VOA, in the case of trenches of VOA 

chip with (a) width 75 µm and depth 50 µm, (b) width 75 µm 

and depth 100 µm, (c) width 75 µm and depth 150 µm.

IV. 가변광감쇠기 특성 측정 및 결과

트렌치를 적용한 가변광감쇠기 소자의 성능이 일반 가변광

감쇠기 소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

해 가변광감쇠기를 모듈화하여 칩을 만들었고, 광통신에 사

용되는 단파장 광원(1310 nm or 1550 nm)과 디텍터를 연결

하고 PC를 통하여 소자의 각 채널의 전류량을 변화시켜가면

서 감쇠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였다. 뿐만 아

니라 단일 채널에 전류를 가하여 발생하는 열이 주변 채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감쇠량 변화을 관찰하여 트렌치 적

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트렌치 폭과 깊이를 조절하여 가공한 가변광감쇠기 칩의 

전류 변화에 따른 광감쇠량 변화 그래프를 Fig. 6과 7에 나

타내었다. 각각의 그래프는 칩 위에 각각 동일한 조건으로 

채널 사이에 트렌치를 레이저 가공하여 그 사이 5개 채널의 

광감쇠량을 측정한 결과이고, 가공하기 전 칩의 각각 채널 

평균 광감쇠량과 비교하였다. Figure 6은 위에서 레이저 가

공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트렌치의 폭을 75 µm 고정하고 깊

이를 50, 100, 150 µm 변화시켜(차례대로, (a), (b), (c)) 가공

한 소자에 대해 측정한 결과이며, Fig. 7은 트렌치의 깊이를 

100 µm로 고정하고 폭을 50, 75, 100 µm으로 변화시켜(차례

대로, (a), (b), (c)) 가공한 소자에 대한 감쇠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단일 채널의 감쇠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6과 7의 두 가지 경우에서 확인할 있는 것처럼 트

렌치를 가공한 가변광감쇠기에서는 트렌치를 가공하기 전보

다 작은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감쇠가 시작되고, 같은 감쇠

량을 위해 사용된 전류량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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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Graphs of attenuated optical power for 5 channels of 

trenched VOA chips according to change current with comparing 

to before non-trenched VOA, in the case of trenches of VOA 

chip with (a) depth 100 µm width 50 µm, (b) depth 100 µm and 

width 75 µm, (c) depth 100 µm and width 100 µm.

TABLE 1. Change of current need for attenuation of 5 dB, 10 

dB, 15 dB; Case of trenches of VOA chip with depth 50 µm, 

100 µm, 150 µm and fixed width 75 µm

　 W 75 µm Attenuation 5 dB 10 dB 15 dB

Chip 

1　

　 without Trench 39.61 mA 43.43 mA 51.49 mA

D 50 µm with Trench 33.14 mA 37.27 mA 45.95 mA

Chip 

2　

　 without Trench 39.42 mA 43.80 mA 52.43 mA

D 100 µm with Trench 31.28 mA 35.67 mA 44.31 mA

Chip 

3　

　 without Trench 38.13 mA 42.34 mA 50.81 mA

D 150 µm with Trench 30.11 mA 34.19 mA 42.49 mA

D: depth, W: width

TABLE. 2. Change of current need for attenuation of 5 dB, 10 

dB, 15 dB; Case of trenches of VOA chip with width 50 µm, 75 

µm, 100 µm and fixed depth 100 µm

　 D 100 µm Attenuation 5dB 10dB 15dB

Chip 

1　

　 without Trench 29.26 mA 32.94 mA 39.37 mA

W 50 µm with Trench 28.89 mA 31.91 mA 37.63 mA

Chip 

2　

　 without Trench 28.60 mA 32.31 mA 38.95 mA

W 75 µm with Trench 27.56 mA 30.43 mA 35.80 mA

Chip 

3　

　 without Trench 28.74 mA 32.50 mA 39.32 mA

W 100 µm with Trench 26.85 mA 29.69 mA 35.01 mA

트렌치의 폭을 고정하고 깊이를 변화시킬 때 혹은 트렌치 깊

이를 고정하고 폭을 변화시킬 때 모두 트렌치의 크기가 증가

할 때 전류에 따른 광감쇠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트렌치 깊이를 고정하고 폭을 증가시키

는 경우 전류에 따른 광감쇠량이 적게나마 계속 증가하지고, 

트렌치 깊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깊이 증가에 따라 전류

에 따른 광감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깊이 100 µm과 

150 µm의 경우에 비슷한 수준의 광감쇠량을 보인다. 이는 

채널 사이에 채워진 물질의 깊이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거

될 때, 차단되는 열간섭량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트렌치가 가공된 소자의 최대 광감쇠량이 서로 비슷

하게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트렌치의 깊이와 폭에 따른 

5 dB, 10 dB, 15 dB의 감쇠에 필요한 전류량의 변화를 정리

하여 Table 1과 Table 2로 나타내었다. 트렌치를 가공한 경

우가 트렌치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작은 전류로 많은 

감쇠량을 나타내어 트렌치를 가공한 가변광감쇠기가 높은 

광감쇠효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트렌치

의 폭의 변화보다 깊이의 변화에 감쇠에 필요한 전류가 더욱 

줄어듦을 알 수 있어 트렌치의 깊이에 민감함을 알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가변광감쇠기를 위해 깊게 가공할 필요가 있

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류에 대한 광감쇠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트렌치로 

인한 열전달 방향의 변화 때문이다. 트렌치 가공이 되지 않

는 소자는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고르게 

퍼지게 되는데, 옆으로 퍼지는 열이 바로 옆에 있는 채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쇠 효율이 낮다. 그에 비해 트렌

치 가공된 소자는 가공된 트렌치 부분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열이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열전달계수가 높은 칩의 

실리카 부분, 즉, 광도파로와 heat sink인 칩의 바닥으로 많이 

퍼지게 되어 옆 채널에 주는 열영향을 매우 작게 되기 때문

에, 작은 전류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서 열간섭으로 인한 다른 채널의 감쇠율의 변화가 트

렌치를 가공한 소자에서는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실험 및 측정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트렌치를 적용한 

가변광감쇠기는 작은 전류로 높은 광감쇠량 제어가 가능하

여 높은 응답성과 저전력 소자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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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다채널 가변광감쇠기

의 채널 사이에 폭과 깊이가 다른 트렌치를 가공하고 광감쇠 

변화를 측정하여 트렌치를 적용한 가변광감쇠기에 대한 특

성을 분석한 것이다.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펄스 에너지

와 가공 속도를 조절하여 다채널 가변광감쇠기에 적용이 가

능한 트렌치의 가공 조건을 수립하여 다양한 폭과 크기의 트

렌치를 가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변광감쇠기의 채

널 사이에, 폭을 고정하고 다양한 깊이로, 깊이를 고정하고 

다양한 폭으로 트렌치를 가공하여 각각의 경우의 전류에 따

른 광감쇠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트렌치를 적용한 가변광감쇠기는 모두 작은 전류 변화에 민

감하게 광감쇠율의 변화가 일어나며 주변 채널의 감쇠에 영

향을 매우 작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트렌

치를 가공하지 않은 소자의 경우 채널의 히터에서 주는 열이 

다른 채널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지만, 트렌치를 가공한 경우

에는 이러한 주변 채널에 주는 열간섭을 차단하여 원래 광감

쇠 제어를 하기 위한 전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

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감쇠량 변화를 보면, 작은 

전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류 당 광감쇠율이 높아서 가변광

감쇠기의 동작에 필요한 전류를 줄일 수 있어 소비전력이 작

고 높은 응답성의 민감한 소자로 개발할 수 있어 고효율 고

부가가치 소자로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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