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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건식식각과 V-groove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여

다량의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광섬유의 하드 폴리머 클래딩 (hard 

polymer cladding)을 선택적인 부분만 제거한 후, 테이퍼링

(tapering)을 통해 광섬유들을 일정한 각도를 갖도록 제작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테이퍼링된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를 한번에 다량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제작된

광섬유들은 광유전학 분야의 신경 프로브 (neural probe)에서 어레이

형식의 도파관 (waveguide)에 사용된다.

일정한 길이로 cleaved 된 광섬유를 V-groove 실리콘 기판

위에 올린 후, 캡톤 테이프로 광섬유를 고정 및 마스킹한다. 산소와

사불화탄소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RIE 건식식각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한다. 캡톤 테이프로 마스킹 되지 않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클래딩이 제거되었다. 클래딩이 제거되어 드러난 코어부분과 클래딩이

남아있는 경계면의 peak-to-peak 길이는 평균 22.75 µm, 표준편차

2.01 µm 를 보였다. 클래딩이 제거된 광섬유들을 불산용액과

실리콘오일을 이용한 습식식각으로 테이퍼링 공정을 실시하였다. 자체

제작된 테프론 지그를 사용하여 광섬유 끝단 각도를 평균 14.29°, 

표준편차 0.04°로 갖는 광섬유를 한번에 48개 제작했다. 제작된

테이퍼링된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로 신경 프로브의 실험을 위한

완성도와 빛의 집적도를 높이는 4×4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높은 개구수를 가지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를 광유전학의 신경프로브에서 도파관으로써 사용 할 수 있다. 

건식식각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선택적으로 특정 부분만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다량의 광섬유를 동일한 길이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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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가지고 제작 할 수 있다.

주요어: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 광섬유 테이퍼링; 반응성 이온 식각; 

V-groove 실리콘 기판; 신경 프로브;

학   번: 2016-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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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의 배경

1.1.1 광 유전학

광유전학(Optogenetics)은 빛의 자극을 이용하여 신경 활동

살펴 탐색하고 검출하는 연구분야이다 [1]. 이 광유전학은 생체 조직

안에서 각각의 개별 뉴런들의 활동을 제어하고 관찰하기 위해 광학과

유전학의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신경 변조 방법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조작 효과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다 [2]. 이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뇌 신경망의 조절, 신호 검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뇌 활동과 뇌 관련 질환의 기저를 규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뇌 관련 연구는 뇌에 직접 전극을 꽂아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뉴런을 자극하거나 전기신호를 읽어들이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자극은 신체 내부의 전극을 삽입하고, 

전극에 전압을 인가한다. 그리고 별도의 감지 전극이 삽입된 전극의

가까운 주변부에 삽입되어 전위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전기적 자극

방법은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간섭현상을 거르기 위해 출력을 미세하게

조정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전기적 자극 방법이 전기적

자극에 대한 생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는 있지만, 광 유전학의

광학적 자극보다 누전과 높은 전류 밀도와 관련된 위험성은 큰 것이

사실이다. 생체 적합성 또는 호환성 및 안정성 문제가 있고, 또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탐색 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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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전기적 자극과 광학적 자극의 비교, (b)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한 빛에 관여하는 이온채널과 옵신(Opsin) [3].

반면, 광유전학에서 사용되는 광학적인 자극은 기존의 전기적

자극 및 탐색에 비해 명확하고 특정 영역을 자극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전기적 자극 방법과는 달리, 광유전학에서 사용하는 광학적

자극은 그림 1.1 [3] 에서와 같이 특정 세포가 특정파장영역의 빛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다. 

요약하면, 광유전학에서 사용하는 광학적 자극 방법은 세포 특정

세포만 반응하는 세포선택형인 특징을 가진다. 즉, 공간적 정확도가

밀리미터 단위의 길이 단위가 아닌 각각의 세포를 선택하여 자극할 수

있다. 세포를 자극하고 탐색 할 때 있어서 생체 적합성 및 안정성이

전기적 방법보다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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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발광 다이오드-광섬유 기반의 신경 프로브

광유전학에서 세포를 자극하고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를 신경

프로브(Neural probe)라고 한다. 즉,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신경세포까지 전달하는 장치가 신경 프로브이다. 신경 프로브는 크게

전극 프로브와 패키지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극 프로브는

직접 뇌에 삽입 되어 뇌 활동으로 인한 전기신호를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패키지는 전극 프로브와 외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 프로브는 광원의 선택에 따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프로브와 발광

다이오드 기반의 프로브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광 유전학의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광원을 신경 프로브 외부의

레이저로 사용하고 빛을 전달하는 광 전달 탐침을 광섬유로 사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되었다 [4].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신경

프로브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빛의 퍼짐이 적고, 빛의 출력 세기를

크게 조절 할 수 있어서 특정 영역의 세포에 높은 출력의 빛을 조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레이저 기반의 신경 프로브는 이후에 금속 전극 [5], 

폴리머 기반의 도파관(waveguide) [6] 그리고 유리 광학 전극

어레이(array) [7]와 함께 집적되어 연구결과들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레이저 광원을 갖는 신경 프로브의 동물의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환경에서 큰 단점을 가진다. 광원인 레이저 부분을

외부의 광원 시스템과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리

연결부를 고정하고 부드럽게 개선하더라도, 연결부의 기계적인 딱딱한

강성이 실험 시의 동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유선으로 인한 동물실험에서의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신경 프로브를 무선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광섬유 또한 어레이 형식으로

확장하고, 전기신호 검출을 위한 전극이 추가 될 때 연결부의 기계적

강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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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을 발광 다이오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발광 다이오드로 광원을 사용하면 발광 다이오드를 구동하는

회로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무선시스템을 위해서는 낮은 전력소비가 필수적이고, 이는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로 구현 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와 광 전달 탐침의 집적이

성공함이 보고 되었다 [8]. 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는 크기, 

파장대역, 출력의 세기 등 여러 구성요소 측면에서 다양한 사양으로

상용되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의

사양들이 안정적인 구동과 빠른 스위칭 속도를 보장하므로 신경

프로브에서 빛을 출력하는 광원으로써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충분한 광 출력의 효율적인 전달은 광학 신경 프로브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전기가 제한된

무선 제어 시스템을 위해 신경 프로브를 설계 할 때 효과적인 광 전달

효율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하지만 발광 다이오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광 전달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즉, 광원에서

출력되는 입력 파워 대비 광 탐침에서 출력되는 출력 파워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레이저가 빛의 직진성이 뛰어난데 반해, 발광 다이오드는

빛의 직진성이 떨어지는 램버시안 (Lambertian) 발광으로 빛의 세기가

각도에 따라 줄어드는 원리를 가진다.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의 낮은 광

전달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를 직접 세포에

조사하는 것은 도파관을 통한 조사 보다 광 전달 효율이 높지만, 

국부적인 곳에 큰 열과 전류의 발생으로 인해, 생체 적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파관을 광섬유로 사용한 빛의 전달은

광섬유 및 레이저 기반의 두 시스템의 광학적 이점을 포함하면서 빛의

전반사로 인한 낮은 광 손실 성능이 장점이다. 또한, 광섬유를

도파관으로 사용하면 다른 유형의 광 전달 방식과 비교할 때 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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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뿐만 아니라 깊은 뇌 자극에서 중요한 프로브 길이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발광 다이오드와 광섬유가 결합된 신경 프로브 소자들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9], [10]. 

그림 1.2 LED 기반의 신경 프로브 (MIT) [9]

그림 1.3 LED 기반의 신경 프로브 (University of Freiburg) [10]

광학 신경 프로브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도 도파관으로 광섬유를 이용하거나 MEMS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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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만들어진 신경 프로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 실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해서 따로 금속

전극 집적을 해서 신호를 읽어 들이려면 전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상호 오염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

프로브에서 광원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도파관은

광섬유를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광섬유 기반의 MEMS 다채널

이식형 신경 프로브 어레이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 배경의 소자의

연구목적이 되었다 (그림 1.4). 이 신경 프로브는 4×4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여기에 광섬유가 결합된 광학 전극 어레이 (array)로

제작하려고 한다.

그림 1.4 신경 자극을 위한 분리형 4×4 MEMS 광학 전극 어레이의

단면도

이 신경 프로브는 빛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데,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유선시스템과는 달리, 빛의 세기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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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경세포에 적정 값 이상의 자극 (>1 mW/mm2) 을 주려면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에서 출력되는 빛을 최대한의 효율로 광섬유

끝단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즉, 광 전달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의 제한된 광 전달 효율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기 위해 본 연구단이 설정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일반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렌즈의 모양인 원형

렌즈가 아닌 사각형 렌즈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사각형 렌즈는

원형렌즈보다 채우기 비율이 약 1.3배 높을 뿐만 아니라 모서리의 빛을

더 많이 모아 광섬유 끝단까지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11]. 두번째, 광섬유를 일반적인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구수

(numerical aperture (NA)) 가 큰 특수광섬유를 사용해 빛을 더 많이

모을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광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두번째

방법인 특수 광섬유를 위의 본 연구단이 설계한 신경 프로브에 집적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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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동기

1.2.1 광섬유 테이퍼링의 목적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광섬유는 한 쪽 끝을 테이퍼링 (tapering)

하여 제작할 목적이 있다. 테이퍼링 이란 끝이 뾰족해진, 가늘어진 이란

뜻으로, 원뿔 모양의 모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단은

광섬유의 한쪽 끝은 수직으로 잘라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실리콘

기판에 직접 붙여서 빛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하고, 다른 한쪽 끝은

테이퍼링 하여 세포에 삽입할 목적이 있다. 

한 쪽 끝의 광섬유를 테이퍼링 하여 사용하려는 이유는

광섬유가 세포에 삽입 될 때 세포에 받는 힘을 줄여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사고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물질의 조건일 때, 외부 물질의 끝부분이 날카로울수록 삽입하는 내부

조직으로 쉽게 삽입 할 수 있다. 즉, 광섬유의 끝단이 가늘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잘린 광섬유보다 끝이 뾰족한 광섬유가 세포삽입시에 광

자극을 목표로 하는 특정 세포 손상 혹은 주변 세포의 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

광섬유 끝단의 테이퍼링 각도에 따른 세포가 받는 힘의 크기를

데이터로 알기위해 마이크로 바늘의 끝단의 날카로움에 따른 세포

삽입시의 받는 힘에 대한 연구 보고를 참조하였다 [12].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 바늘의 끝단의 영역이

적을수록 즉, 끝단이 세포와 닿는 부분이 적어서 끝단이 가늘어질수록

세포에서 받는 삽입 힘이 선형적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

유전학에서 원하는 자극을 주려는 세포를 보호하고, 주변 세포에도

손상을 억제하기위해 광섬유 테이퍼링은 동물실험 전에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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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a) 피부 삽입 테스트에 사용된 마이크로 바늘 끝단 크기,      

(b) 각각의 마이크로 바늘 크기에 따른 삽입시 힘 [12]

그림 1.5 마이크로 바늘의 끝단 영역에 따른 삽입시 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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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

광섬유는 고체 또는 액체 구조 내에서 빛을 전달하기 위해

전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을 이용하는 도파관으로 사용된다. 

광섬유는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예로는 통신, 

분광학, 조명 및 센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광섬유는 (200 µm Core Step-Index 

Multimode Fiber, 0.50 NA, thorlab) 다중모드 (Multimode) 계단형

(Step-index)형 광섬유 이고 구조는 그림 1.6과 같이 크게 외피

(Coating), 클래딩 (Cladding) 그리고 코어 (Core)로 나눌 수 있다. 

멀티모드 광섬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빛의 직진성을 가지는 레이저와는

달리 빛이 확산되는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의

지름이 싱글모드 (Single-mode)보다 보통 5~8배 큰 멀티모드

광섬유를 사용한다. 이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의 구조는 실리카

코어 밖에 얇은 하드 폴리머 재질의 클래딩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

광섬유 외피가 둘러쌓여진 형태이다. 외피는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6 하드 폴리머 클래딩과 일반적인 광섬유의 구조 및 성질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카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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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딩을 가지는 광섬유를 대체하고 하드 폴리머 클래딩 (Hard 

polymer cladding)을 가지는 광섬유를 사용한다. 하드 폴리머 클래딩은

생체 적합성을 가진 광섬유이다.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는 수십년

전부터 많은 광학 응용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는 코어와 클래딩이 실리카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광섬유보다 전송 속도가 적어서 약 2km 미만의 거리의 통신에

사용된다. 장점으로는 고강도이고, 코어와 클래딩 경계면에서의 변형이

적고, 개구수가 크며 중량이 더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3]. 

그리고 플라스틱 광섬유 보다는 장거리 통신에 사용되고 열적으로

구조적으로 튼튼한 성질을 가진다 [14]. 

표 1-2 일반적인 광섬유 (FG105UCA)와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 (FR200URT)

Item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

(FR200URT)

일반 광섬유

(FG105UCA)

NA(Numerical 

aperture)

0.50±0.02 0.22±0.02

Wavelength Range 300~1200 nm 250~1200 nm

Core Pure Silica Pure Silica

Cladding Hard Polymer Fluorine-Doped 

Silica

Coating Tefzel Acrylate

Core Diameter 200 ± 5 µm 105 µm ± 2% 

Cladding Diameter 225 ± 5 µm 125 ± 1 µm

Coating Diameter 500 ± 30 µm 250 µm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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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의 장점은

개구수이다.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 (NA=0.5) 는 일반적인 광섬유

(NA=0.22) 에 비해 개구수가 2배 이상이다. 클래딩은 일반적인 유리

(Silica) 광섬유는 스텝 인덱스 (Step-index) 광섬유로 알려진 구조를

사용하는데 스텝 인덱스 섬유는 주변 클래딩 보다 높은 굴절률을 갖는

물질로 제조된 내부 코어를 갖는다. 광섬유 내에서 광이 주변 매질로

굴절하지 않고, 코어와 클래딩 경계면에서 반사되도록 임계 입사각이

존재한다. 광섬유에서 전반사에 대한 조건을 충족 시키려면 광섬유로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이 허용 각도 θmax로 정의되는 특정 각도보다

작아야 한다. 스넬의 법칙을 사용하여 이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7 광섬유에서의 굴절 및 전반사 개념도

그림 1.7에서 n1는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 n2는 섬유 클래딩의

굴절률, n은 외부 매질의 굴절률, θmax는 임계각이다. 개구수 (NA) 는

빛을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외부 매질의 굴절률과 임계각의 사인값의 곱으로 계산되고, 각 클래딩과

코어의 굴절률의 제곱의 차이의 제곱근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13

개구수는 차원이 없는 양이고, 광섬유 제조업체에서 제작 사양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다. 개구수는 원거리 빔 프로파일을 추적하고 빔

중심과 빔 세기가 최대치인 지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다중 모드를 갖는 스텝 인덱스

광섬유에서 NA는 이 식을 사용하여 직접 계산하면 정확한 값을

이론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림 1.8 광섬유 내에서 빛 전달효율은 개구수의 제곱에 비례 [15]

개구수가 큰 광섬유일수록 빛을 잘 모은다는 성질은 개구수의

수식과 그림에서 알 수 있다. 광원과 광섬유의 빛 전달 효율과 개구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 참고문헌 [15]에 따르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이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의 수광부에 전달 될 때, 빛 전달

효율은 수광부에 비례하고, 발광부와 굴절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개구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의 개구수에 대입해보면 일반적인 광섬유보다 약

5.17배의 광전달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은 같다고 가정할

때, dB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약 7 dB의 광효율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단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제한된 빛을

최대한의 효율로 광섬유 끝단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구수가 최대한 큰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에 부합한다. 따라서 빛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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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다. 또한 상용 제품인 이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는 개구수가

0.5인 광섬유의 지름이 200 µm, 400 µm, 600 µm, 1000 µm, 1500 

µm로 다양하다. 광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목표에 따르면 지름도 크면

클수록 빛을 받는 수광부가 커져서 큰 지름의 광섬유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단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사각렌즈의 한 변이 300 µm인 크기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용제품으로써 200 µm의

광섬유를 마이크로 렌즈와 함께 어레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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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의 제한사항

그림 1.9 광섬유가 불산용액에서 테이퍼링 되는 과정

하드 폴리머 클래딩은 일반적인 실리카 계열의 클래딩과 물질의

특성 자체가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인 광섬유의 끝단을 테이퍼링 할 때

주로 불화수소산에 넣어 습식 식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부식액(Etchant)인 불화수소산과 휘발성이 강한 불화수소산의 휘발을

막는 용도의 용제인 실리콘 오일(Silicone oil) 경계면의 밀도차이와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뾰족한 광섬유 끝단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일반적인 클래딩은 코어와 같은 실리카 계열이기 때문에

습식식각 중에 코어와 같이 불화수소산에 함께 용해되어 테이퍼링 된다.

하지만, 하드 폴리머 클래딩은 불화수소산에 녹지 않아서 같은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코어는 가늘어지게 만들어지지만 클래딩은 그대로 녹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코어가 클래딩 밖으로 노출 되지 않게 된다. 

테이퍼링 공정시의 이런 제한사항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빛

전달효율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우선시 되므로, 이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광섬유 테이퍼링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광섬유 끝단의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정확하게 원하는 길이만큼

제거하고 나서야 테이퍼링 공정을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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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동향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벗겨내어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황산용액 습식식각 방법인데, 황산을 337도로 끓인 용액에다 광섬유를

넣어서 클래딩을 완전히 벗겨내는 방법이다 [16]. 이 방법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클래딩을 벗겨내는 길이를 조절하기 힘든 방법이므로, 본

과제의 목표와 본 논문의 목표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림 1.10 황산용액에서 클래딩 제거하는 방법 [16]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중에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만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17]. 이는 위의

끓인 황산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발전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벗겨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한번에 하나씩의

광섬유의 클래딩만을 정렬하여 제거가 가능하다. 어레이를 필요로하는

본 연구에서 많은 양의 광섬유를 똑같은 영역의 길이를 한꺼번에

제작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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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펄스를 이용한 레이저로 클래딩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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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목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벗겨내는 다른 여러 방법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한 길이로 제거하기 어렵거나, 광섬유를 하나씩

벗겨내는 양산을 하기 힘든 구조들이다. 

그림 1.12와 같이 테이퍼링 된 광섬유 어레이를 제작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하드폴리머

클래딩을 원하는 길이와 부분에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는 원거리 통신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도파관의 용도로 어레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의

짧고 일정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셋째, 광섬유가 신경 프로브에 집적

될 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광섬유가 어레이 형식으로

집적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광섬유를 한꺼번에 제거 할 수

있는 양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1.12 테이퍼링 된 광섬유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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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계

2.1 설계 배경

2.1.1 하드 폴리머 클래딩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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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하기 위해 이

하드 폴리머가 어떤 성분인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클래딩을 직접

만드는 업체에서는 업체의 기밀을 이유로 물질의 성분을 알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직접 하드 폴리머 클래딩 물질의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7800F Prime)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법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을 실시했다. 이는 주사전자현미경의 전자빔이 시료에 주사되면, 들뜬

전자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특정 X선을 방출하게 되고, 이때 방출되는

X선은 물질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가진다. 따라서 디텍터를 이용하여

X선을 수집하고, 수집된 X선을 세기 별로 분류하여 시료에 대한

정성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2.1은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확대사진을 나타낸다.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법을 통해 그림

2.2와 같은 원소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표 2-1과 같은 성분의

무게비와 원자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림 2.1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주사전자현미경 확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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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원소별 스펙트럼 그래프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원자비가 약 C:O:F=4.38:1:2.2 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폴리머 물질의 고분자 라는 것과 무게비와 원자비의

정보만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정확한 화학식은 알 수 없었다.

표 2-1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무게비와 원자비

원소 Wt % Atomic %

C 47.63 % 57.77 %

O 14.50 % 13.20 %

F 37.86 % 29.03 %

Total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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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폴리머의 건식식각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원하는 길이로 정확하게 제거하여야 하므로

제거 시, 높은 선택비와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습식식각 혹은 레이저 식각이 아닌 플라즈마 건식식각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플라즈마

(Plasma)는 물질의 제 4상태로, 이온, 전자, 원자, 분자, 라디칼 등이

섞여있는 것으로 이온화된 기체이다. 활성화된 원자, 전자와 라디칼들은

반응성이 아주 커서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또한, 플라즈마

상태에는 존재하는 짧은 파장의 자외선영역의 광자 (Photons)들은

대부분의 유기결합(C–H, C–C, C=C, C–O, C–N) 을 파괴한다. 산소

플라즈마의 경우, 산소가 해리되고, 이온화되고, 여기됨에 따라 각각의

산소 종(O2
+, O3, O, O+, O−) 이 형성된다. 불안정하여 반응성이 크고

에너지가 높은 산소 종들 또한 유기결합을 가지는 유기 물질,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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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파괴하여 H2O, CO, CO2 등을 만들어내며, 이 기체들은 진공

펌프로 제거 된다. [18]. 기본적으로 폴리머, 중합체 물질은 산소

플라즈마에 제거된다 [19].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공정과정 중

사진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제 (Photoresist)가 산소 플라즈마에서 제거

된다 [20].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고분자와 유기물을 제거할 때, 산소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것이 불소이다. 사불화탄소 (CF4)와 산소 (O2) 가

함께 플라즈마 상태에 있을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큰 불소 라디칼과

산소 라디칼을 각각 만들어낸다. 이 화학적 반응물들은 폴리머와

유기물에 반응하여 HF, CO, CO2 등의 기체를 만들어낸다. 또한, 

사불화탄소를 산소에 10~20% 비율로 섞어 식각하면, 식각률을 약

5배~15배로 높일 수 있다 [20],[22]. 식각 속도의 증가는 중성원자

불소가 수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소와 매우 반응성이 큰 알킬기를 남기기

때문이다 [23]. 사불화탄소가 산소에 추가되면 표면 반응에 의한 식각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지만 다량의 불소는 불화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

표면에 보호막을 씌워 오히려 식각을 방해한다 [22].

건식식각은 반응성 이온 식각 (RIE; Reactive Ion Etching)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두개의 평행 평판형 전극을 사용하여 RF (Radio 

Frequency)를 한쪽에 인가하여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에 의해

발생되는 플라즈마는 라디칼과 이온을 발생시키고, 큰 에너지를 가진

이온들이 웨이퍼 표면을 때리고 반응하여 식각을 한다. 즉,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보통 10-100 mTorr의 압력에서

진행되고 이방성 식각 형태를 가져 수직 식각속도가 측면 식각속도를

크게 초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전면 제거하는 것이아니라

선택적으로 특히 끝단만 제거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식식각에 견딜 수

있는 보호물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와 사불화탄소의

건식식각의 마스킹 물질로 캡톤(Kapton) 테이프를 제안했다. 캡톤은

1969 년 듀폰에서 개발한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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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C에서 400 °C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캡톤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정전기에 약하고 깨지기 쉬운 부품의 절연 및

보호 층으로 전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데, 우수한 전기 절연 특성, 

고온 내성 및 우수한 용매 내성을 나타낸다. 캡톤 테이프의 총 두께는

88.9 μm이고, 폴리이미드 물질의 필름 두께는 약 50.8 μm, 

실리콘(Silicone) 물질의 접착부분의 두께는 38.1 μm 로 구성된다.

폴리이미드 또한 폴리머 물질이어서 건식식각에 식각되고 참고

논문에서의 식각률은 약 130 nm/min이다 [25]. 폴리이미드 필름자체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아래의 실리콘물질의 접착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약 코어와 클래딩의 타겟 식각 거리인 25 μm인 폴리머 재질을

식각하는 동안 캡톤테이프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2.2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를 위한 V-groove

기판

2.2.1V-groove 기판 설계

연구 목표에서 언급한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과 동시에

기존의 다른 방법들이 아닌 반도체 공정중의 건식 식각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플라즈마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원하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벗겨내기 위한 방법을 그림 2.3의 V-groove 실리콘 기판을

설계 및 고안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선택적으로 광섬유를 벗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 V-groove를 만들어 광섬유가 저절로 V자 홈에

정렬되도록 하게 설계 했고, 실리콘 기판 위에 관통 부분을 관통된

부분에 올려진 하드 폴리머 클래딩만 벗겨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84개의 광섬유의 하드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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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딩을 균일한 길이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2.3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를 위한 V-groove 기판 설계도

KOH 습식식각은 실리콘 결정면 방향에 따라 다른 식각률을

보이며 습식식각이 되며 (111)방향과 (100)방향이 약 54.7 °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계산하여 225 μm의 광섬유가 실리콘 웨이퍼 기판보다

드러나지 않도록 그림 2.4와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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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설계된 V-groove 실리콘 웨이퍼의 단면도

본 연구단에서 광섬유의 길이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광섬유의 길이를 유동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림 2.5와 같이

설계하였다. 밑의 2 mm는 캡톤 테이프로 고정을 하기 위함이고, 5 

mm의 관통된 부분은 건식식각을 위함이다. 약 1.35 mm 간격으로

광섬유를 기판에 정렬하기 좋게 함과 동시에 건식식각중에 여유공간을

둬 식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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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설계된 V-groove 배치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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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V-groove 기판 공정

V-groove 실리콘 기판 공정을 설계된 아래 그림 2.3의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기판의 앞면은 V-groove를 만들어 하드 폴리머

클래딩 광섬유를 저절로 정렬되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그 이후

뒷면에 정확히 앞면과 같이 정렬을 하여 설계된 부분과 같이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벗겨낼 관통 부분을 패터닝하여 DRIE 건식식각으로

실리콘을 식각한다. V-groove 실리콘 기판 공정의 첫 번째 과정은

실리콘 웨이퍼 준비 과정이다. 본 공정은 양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으로 연마된 웨이퍼 (Double Side Polished Wafer) 를 준비하고

두께 약 501 µm 로 측정되었다. 

두번째 순서는 실리콘 질화막 (Si3N4)을 LPCVD 장비 (E-1200, 

Centrotherm)으로 실리콘 기판 양면에 300 nm 타겟으로 증착했다. 

이는 V-groove가 제작될 KOH 용액에 대한 실리콘의 마스크 물질로

사용된다. 실리콘 질화막의 KOH에서의 식각속도가 44%, 80 ℃에서 1 

nm/min 이 채 되지 않는다. 위의 설계에서 V-groove의 (100) 방향의

가장 깊은 곳의 타겟은 318.25 μm로 약 320 μm이다. 이 깊이까지

식각을 하기 위한 마스크로 실리콘 질화막 (Si3N4)을 사용했고, 충분한

실리콘 질화막 증착을 하였다. 실제 LPCVD 장비 (Recipe 333, 1h 

50min)에서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한 후 두께를 측정하니 약 370 nm

로 측정되었다. 

세번째 과정은 설계된 V-groove를 위한 직사각형 패턴을

만들기 위한 사진공정과 실리콘 질화막의 식각과정이다. 설계 및 제작된

크롬 마스크로 원하는 곳만 패터닝을 표2-2와 같이

양성감광제(AZ4330)을 이용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MA-6, Karl-

Suss)로 사진 공정을 하였다. 패터닝 공정 후에 웨이퍼 전면을 P-

5000 장비(P-5000 II, Applied Materials) 로 증착된 실리콘 질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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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의 15 %를 과식각함으로써 실리콘 질화막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건식식각을 마치면 사진공정으로 패터닝을 했던 부분만 실리콘 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 이후 패터닝 되지 않은 감광제가 올려진 부분은

황산과수 습식식각으로 웨이퍼 전면에 남아있는 감광제를 제거한다. 

표 2-2 AZ4330 감광제의 공정조건

단계 공정조건

Spin coating 35 sec @ 4000 rpm

Soft bake 90 sec @ 110 ℃

Exposure 8 sec @ 25mW

Develop 3 min

네번째 과정은 드러난 실리콘 V-groove를 수산화 포타슘

습식식각으로 v홈을 만드는 과정이다. 먼저 KOH 40 wt%의 용액을

비커에 담아 가열 기능이 포함된 물 중탕기에 넣어 온도의 안정화를

위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 중탕기의 온도는 약 85도로

유지하고, 계산 시간인 약 5시간 33분을 넘겨 6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면서 습식식각 공정을 진행했다. 54.7도의 정해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식각이 저절로 끝나는 공정이므로 시간

여유를 주었다. V-groove 공정을 다 끝낸 후, 패터닝 되지않은 웨이퍼

전면에 남아있는 실리콘 질화막을 P-5000 장비로 똑같이 과식각하여

건식식각으로 제거하였다. 

뒷면은 관통 부분을 패터닝하고 뚫는 공정 진행이다. 다섯번째

관통 부분을 패터닝 하는 과정이다. 이 때 앞면에 패터닝된 V-

groove와 정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윗면 정렬이 아닌 뒷면

정렬을 진행한다. 이는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아래의 현미경으로

정렬을 맞추는 것으로, 마스크를 먼저 아랫면에서 이미지 저장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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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이미지와 아랫면을 보고있는 공정이 된 패턴을 정렬시켜

웨이퍼의 윗면과 아랫면을 정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성감광제가 아닌 이미지 반전 감광제 (Image reversal resist)를

사용한다. 이는 양성감광제를 음성감광제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추후의

감광제를 제거하는 과정인 리프트 오프 공정에서 남아있는 감광제가

음성 기울기 (Negative slope)를 가지면 리프트 오프가 깔끔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반전 감광으로 사진공정을 하는 것이다. 양성 감광제와

다른 점은 노광 후에 베이킹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빛을 맞은 부분이 적당 온도와 시간에서 비활성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표 2-3 AZ5214 감광제의 공정조건

단계 공정조건

Spin coating 35 sec @ 4000 rpm

Soft bake 210 sec @ 95 ℃

Exposure 4.8 sec @ 25mW

Post Exposure Baking 150 sec @ 95 ℃

Flood-Exposure 24 sec @ 25mW

Develop 120 sec (AZ300 : D.I water=6 : 1)

이렇게 패터닝 된 부분만 감광제가 올려진 상태에서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웨이퍼 전면에 200 nm정도

증착한다. 그 이후 리프트 오프 과정으로 아세톤 용액에 10 분정도

담근 후, 초음파 발생장치로 약 1분간 초음파를 발생시켜 감광제를

웨이퍼로부터 떼어낸다. 이 때 감광제는 음성 기울기를 가져 양성

기울기를 가지는 것보다 설계된 패터닝과 가깝게 패터닝이 구현된다. 

다음에 관통이 될 부분만 실리콘이 드러나고, 나머지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증착된 상태에서 DRIE 장비로 (Deep Si Etch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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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Therm)실리콘을 이방성 식각을 한다. 주의 할 점으로는

식각중에 관통이 되버리면 헬륨 누출 (He leakage) 가 발생해 식각이

중단되므로, 관통이 되기전에 더미 (Dummy) 웨이퍼로 밑판을 감광제로

붙여 헬륨이 누출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준다. 관통부분의 식각이

완료되면 알루미늄과 감광제로 붙은 더미 웨이퍼를 황산과수 용액에 20 

분 이상 담가 웨이퍼를 클리닝하여 V-groove 기판 공정을 완성하였다.

그림 2.6 V-groove 실리콘 기판 공정 제작 진행도

그림 2.7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통한 V-groove 기판 제작

결과이다. 기판의 앞면은 광섬유가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V-groove가

완성되었고, 앞 뒷면이 깔끔하게 DRIE로 관통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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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V-groove 실리콘 기판 앞, 뒤 제작 결과

그림 2.8은 제작된 V-groove의 단면 주사 전자 현미경 (SEM, 

FE-SEM, Hitachi S-4800) 사진이다. 설계된 수치들과의 오차율은 표

2-4와 같고 설계 값과 거의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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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제작된 V-groove 단면 SEM 사진

표 2-4 V-groove의 각 항목별 설계값, 측정값과 오차율

항목 설계값 측정값 오차율

(111)면과 (110)

면 사이 각도
54.74 ° 54.74 ° 0 %

V-groove

가로 길이
450 μm 446 μm 0.89 %

V-groove

세로 길이
318.25 μm 316 μm 0.7 %

Wafer 밑면까지

세로 길이
156.75 μm 156 μm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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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

3.1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 공정

V-groove 실리콘 기판 제작이 완료 되었으므로, 실제로

광섬유를 실리콘 기판위에 올려 하드 폴리머를 제거하는 공정을

실시한다. 캡톤 테이프로 광섬유를 고정하는 방법이 수동적인

방법이므로, 광섬유를 일정하게 V-groove 실리콘 기판에 고정시키기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림 3.1(a)와 같은 지그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3.1 (b)와 같이 V-groove 실리콘 기판을 지그를

고정하고, 광섬유들을 일직선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3.1 (a) 클래딩 마스킹을 위한 지그, (b) 지그를 이용하여 캡톤

테이프를 일정하게 정렬한 사진

클래딩 마스크 지그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림 3.2 (a)와 같이

광섬유 클래딩 제거 정렬 오차의 길이가 비교적 길었고, 편차도 컸다. 

하지만 클래딩 마스크 지그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정렬 오차가 20 µm

안 쪽으로 비교적 짧았고, 편차도 적어졌다. 따라서 지그를 사용하여

클래딩 마스킹의 수작업의 단점을 다소 보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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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광섬유 클래딩 제거 정렬 오차 길이, (a) 클래딩 마스킹 지그를

사용하기 전, (b) 클래딩 마스킹 지그를 사용한 후

광섬유 클래딩 제거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3.3과 같이

제작된 V-groove 실리콘 기판위에 17 mm의 길이로 cleaver로 잘려진

각각의 광섬유들을 실리콘 V-groove에 V자 홈에 정렬시켜 넣는다. 

그리고 캡톤 테이프로 실리콘 기판의 관통되지 않은 면을 클래딩 마스킹

지그와 현미경을 통해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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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groove 실리콘 기판 위에 광섬유를 정렬한 후 캡톤 테이프로

고정한 결과

그림 3.3과 같이 광섬유들은 V-groove에 저절로 정렬이 되면서

기판에 올려졌다. 이렇게 고정된 실리콘 기판을 반응성 이온 식각을

이용한 플라즈마 장비에 넣어 설계된 조건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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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IE 건식식각을 이용한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 공정

C, O, F 의 성분을 가지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와 불소 플라즈마가 폴리머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보고된 논문들의

산소와 사불화탄소의 가스 조합률, 순방향전력, 챔버 압력에 따른

식각률에 대한 연구 [22]를 참고 하여 플라즈마 건식식각 조건을 표 3-

1과 같이 설계 하였다. 목표는 원기둥형태의 코어를 감싸고 있는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약 25 µm 제거하는 것이다. 플라즈마와 반응성 이온

식각을 이용하기 위한 장비로써 RIE 플러스 (RIE 80 Plus, Oxford 

instrument)로 건식식각을 실행했다. 산소 가스는 장비에서 가용한

최대양인 100 sccm로 사용하였다. 사불화탄소는 참고에 따라 산소에

비해 10 %의 양을 인가했다. 순방향 전력은 높일수록 식각률이

증가하지만, 장비의 제한한계로 200 W로 설정했다. 압력도 최저

압력으로 맞춰서 진공도를 높였다. RIE 장비의 반응성 이온은

수직적으로 내려와 식각되는 이방성 식각형태를 가져 한면만 식각이

되므로, 앞면과 뒷면을 같은 시간으로 식각하였다. 광섬유들을 앞면과

뒷면 양쪽을 모두 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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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 건식식각 설계조건

장비 RIE 80 Plus, Oxford instrument

가스 O2 100 sccm + CF4 11 sccm (10% in O2)

압력 100 mTorr

순방향 전력 200 W

시간 15분 +15분 (앞,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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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드 폴리머 클래딩 제거 공정 결과 및 고찰

그림 3.5는 광섬유의 클래딩이 성공적으로 벗겨진 결과를

보여준다.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 각 부분의 측정된 지름의 수치들에

의해 확인 된 바와 같이, 원하는 부분에 클래딩이 제거되어 코어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캡톤 테이프로 마스킹 했던 영역은 클래딩이 약

225 μm로 플라즈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캡톤 테이프로

마스킹되지 않은 영역은 광섬유의 지름이 약 200 μm로 측정되었고, 

클래딩은 제거되고, 코어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건식식각 공정후의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

클래딩이 이론적으로는 직선으로 벗겨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둥근 형태로 안쪽으로 조금 더 제거된 형상을 볼 수 있다. 약 30개의

광섬유에 대해 클래딩이 벗겨진 가장 끝 쪽 길이와 아래쪽 길이의

차이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평균값은 22.7 μm 이고, 표준편차는 2.0 

μm로 계산되었다. 그림 3.6에서는 서른개의 광섬유 각각의 코어 쪽

끝과 클래딩의 끝의 길이를 나타낸 막대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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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30개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 peak-to-peak 값

이렇게 둥글게 안쪽으로 파 들어간 원인은 마스킹 물질의

정확성과 물질자체가 아니라 마스킹을 하는 방법과 지그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림 3.7과 같이 V-groove에 광섬유를 올리고

캡톤테이프로 위를 고정하며 마스킹을 하는데, 이때 V-groove 실리콘

기판 설계상 필연적으로 광섬유에 캡톤테이프가 붙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 세 곳의 삼각형 부분이 마스킹이 되지않고, 반응성

이온 식각이 비등방성 식각임은 맞지만, 가스들이 이 세 곳의 틈 사이에

마스킹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틈

사이의 반응을 막기위해서는 이 세 곳의 영역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 자체를 광섬유를 V-groove 실리콘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설계하고

캡톤 테이프로 고정하면 일직선으로 클래딩을 제거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캡톤 테이프가 광섬유 클래딩에 묻은 후 잔여물이 남는

점과 V-groove 실리콘 기판에 광섬유를 정렬하고, 캡톤 테이프로

고정을 할 때, 여러 개의 위로 올라와진 광섬유를 깔끔하게 고정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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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 광섬유와 캡톤테이프가 올려진 V-groove 실리콘 기판 모식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제거된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를 직접

측정 했다. 클래딩이 잘 제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림 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클래딩에 금이 가있는 것으로 보아, 마스킹이 탄탄히

되지 않아 식각가스가 밑에서 들어와서 금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클래딩은 한겹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코어를

감싸고 있는 것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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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클래딩이 벗겨진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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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드 폴리머 클래딩이 제거된 광섬유

테이퍼링

4.1 광섬유 테이퍼링 공정, 결과 및 고찰

하드 폴리머가 불산용액에 녹지않았던 문제점을 건식식각, V-

groove 실리콘 기판으로 해결하였으므로, 불산과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여 광섬유의 끝을 테이퍼링을 할 수 있었다. 테이퍼링 과정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불산용액과 실리콘 오일로 진행한다. 실리콘 오일의

용도는 불산 용액의 휘발을 막고, 표면장력과 밀도, 물질의 특성에 따라

테이퍼링 각도를 다르게 제작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진다 [27], [28]. 

단일 광섬유로 광섬유 테이퍼링에 대한 실험 자체를 수행했다. 그림 4.1

(a)과 같이 길이에 맞는 불산과 실리콘 오일의 부피를 계산하였고, 

테프론 지그에서 식각이 중단되는 충분한 시간인 2시간동안 상온에서

식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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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 단일 광섬유의 테이퍼링 모식도, (b) 테이퍼링 후 광섬유

끝단 결과

그림 4.2 (b)의 결과는 실리콘 오일과 불산 용액의 농도,

광섬유의 지름에 따라 테이퍼링 각도가 달라지는데, 약 14.35 °로 제작

되었다.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 결과 광섬유 끝단의 테이퍼링 된 부분이

검게 보이는데, 빛이 반사하지 않고 산란하여 흩어짐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즉, 빛 전달이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고, 빛이 퍼져나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광 전달 효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클래딩이 제거된 광섬유를 2×2 어레이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에 조립하여 만들어 그림 4.2 (a)와 같이 테이퍼링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을 진행 후, 측정해본 결과 그림 4.2 (b)와 같이 각

광섬유 어레이의 안쪽 각도는 3.1 °, 광섬유 어레이 바깥쪽의 각도는

12.5 °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광섬유의 안쪽과 바깥쪽의 각도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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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유는 불산과 실리콘 오일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표면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개의 광섬유 사이의 간격이 약 95 μm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광섬유에 작용하는 불산의 표면장력이 크게 작용하여

끝단 각도가 작게 나타나 더욱 뾰족한 모양을 보인다 [29]. 따라서

바깥쪽의 메니스커스 높이보다 안쪾의 메니스커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안쪽의 광섬유가 불산에 더 높은 높이까지 영향을 받아서, 각도가 더

좁은 것으로 생각되고, 실험중에 불산용액이 저어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2시간동안 지속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이 된다.

그림 4.2 (a)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판에 2×2 어레이로 조립된 광섬유

테이퍼링 모식도, (b) 테이퍼링 후 광섬유 끝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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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정한 각도를 가지는 광섬유 테이퍼링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는 동일한 모양의 광섬유가 제작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테이퍼링된 후의 끝단 각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섬유의 간격을 띄워 테이퍼링 할 테프론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자체 실험결과 두개의 광섬유 사이의 간격이 약 5 mm 이상이 되면

끋단 각도가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광섬유의 사이를 5 mm

이상 여유있게 10 mm로 띄우고, 다량의 광섬유 48개를 한꺼번에

제작하기 위해 용기의 지름을 30 cm 로 설정하였다.

그림 4.3 일정한 각도의 광섬유 테이퍼링을 위한 테프론 용기 설계, (a) 

불산용액과 실리콘 오일이 담길 용기, (b) 손잡이 부분과 연결시켜줄 고리

부분, (c) 광섬유를 로딩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 (d) 광섬유가 로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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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수치

제작된 테프론 용기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a) 용기에

불산용액과 실리콘 오일을 붓고, 그림 4.4 (b)와 같이 고리 부분을

결합한 후 용액의 안정화를 위해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 이후

그림 4.4 (c)처럼 광섬유를 각각 로딩한 후 캡톤 테이프로 고정한다. 

그림 4.4 (d)처럼 고리부분과 손잡이부분을 같이 불산과 실리콘 오일이

담긴 용기에 담가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은 상온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다.

그림 4.4 (a) 불산용액과 실리콘 오일이 담길 용기 (b) 용기 위에

고리부분을 결합한 사진 (c) 손잡이 부분에 광섬유를 로딩하고 캡톤

테이프로 고정한 사진 (d) 세 부분을 모두 결합한 사진

테프론 용기를 가지고 실험한 후, DI water로 충분히 클리닝한

후 광섬유를 하나씩 테프론 용기에서 분리한다. 이후 각 광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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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으로 적셔 조심스럽게 와이퍼로 닦으면서 광섬유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림 4.4의 테프론 지그를 사용하여 광섬유를 테이퍼링 공정을

완료한 후, 광섬유의 끝단 각도를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가 그림

4.5와 같다. 끝이 뾰족하게 테이퍼링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각

광섬유가 동일한 각도로 테이퍼링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4의

테프론 지그를 사용하여 한꺼번에 총 48개의 광섬유를 제작할 수

있었고, 제작된 광섬유를 전수조사한 결과, 각도의 평균은 14.29 °이고, 

표준편차는 0.04 °로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끝단 각도를

가지는 다량의 광섬유를 한번에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4.5 각각 다른 광섬유 (a),(b)와 (c)의 동일한 광섬유 끝단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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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총 48개의 광섬유 끝단 각도

그림 4.7는 테이퍼링된 광섬유의 전자주사 현미경 사진이다.

광섬유의 끝단 각도는 광학 현미경에서 측정한 각도와 동일하게

14.3 °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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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끝단이 테이퍼링 된 SEM 사진

이를 본 연구의 목표인 신경 프로브에 집적하기 위해 기판에

4×4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 조립하였다. 조립 결과는 그림 4.8 과

같고 본 연구의 목표인 다량의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테이퍼링 된

광섬유를 제작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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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정한 끝단 각도로 테이퍼링 된 4×4 광섬유

이후 그림 4.9와 같이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하우징에

집적하고, 470 nm 파장의 발광다이오드가 부착된 PCB 보드에 연결하여

광자극을 위한 소자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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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실제 하우징과 발광 다이오드에 연결된 신경 프로브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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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식식각과 V-groove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하드 폴리머 라는 특수한 광섬유의 클래딩을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존 방법과는 다른 플라즈마 건식식각을

사용했고,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V-groove와 관통된 부분이 포함된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이어서 선택적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이 제거된 광섬유를 가지고

광섬유 테이퍼링에 성공하였다. 자체 제작된 테프론 지그를 사용하여

48개의 광섬유를 한꺼번에 동일한 끝단 각도를 가지도록 테이퍼링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하드 폴리머 클래딩의 장점으로는 기존 광섬유에 비해 이론적으로

빛 전달 효율을 약 5.17배로 높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 광섬유 기반의 신경 프로브에 적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자체 제작된 V-groove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하드 폴리머 클래딩을 벗겨낼 수 있다. 다른방법들은 정확한

길이를 컨트롤하기 어렵거나, 양산을 하기 힘든 구조인데 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V-groove 실리콘 기판과 건식식각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와 부분에만 하드폴리머 클래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여러 개의 광섬유를 한꺼번에 공정,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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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ry etching of hard polymer 

cladding for optical fiber tapering

Hongkyun Lee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hard polymer cladding of optical fibers are selectively 

removed using dry etch and V-groove silicon substrate and with a 

large amount of the same length the optical fibers are tapered to 

have a constant ang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abricate numerous tapered 

hard polymer cladding optical fibers with the same length in a single 

batch, and the fabricated optical fibers are used in array type 

waveguides for neural probes in optogenetics field.

The optical fibers which are cleaved to the same length are

placed on the V-groove silicon substrate, the optical fib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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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and masked with Kapton tape. The hard polymer cladding is 

removed by plasma RIE dry etching using oxygen and carbon 

tetrachloride. The cladding is selectively removed from the 

unmasked part. The peak-to-peak length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exposed core and the cladding showed a mean of 22.75 μm and 

a standard deviation of 2.01 μm. The cladding removed optical 

fibers are subjected to a tapering process by wet etching using 

hydrofluoric acid solution and silicone oil. Using a Teflon jig, 48 

optical fibers are fabricated with an average fiber angle of 14.29 °

and a standard deviation of 0.04 ° at a time. With the fabricated hard 

polymer cladding fiber, optical fibers, a neural probe integrated 4×4 

microlens array is fabricated to enhance the degree of 

completeness and light intensity for the experiment of the nerve 

probe.

Keywords: Hard polymer cladding optical fiber; Optical fiber 

tapering; Reactive-ion etching; MEMS microfabrication; V-groove

silicon wafer; Neural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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