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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licon microlens is a key element in advanced optical packaging. However, the difficulty of its 
fabrication process and low yield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an silicon lens based optical device 
module. A silicon Fresnel lens was studied using ray tracing optical simulation, because its small sagittal 
height allows easy fabrication and high yield. The Fresnel lens was constructed from reference spherical 
lens with a controlled zone depth and partition number. The optimum zone depth was determined by target 
wavelength and the refractive index of the lens. The partition number was controlled for the highest 
coupling efficiency. The maximum coupling efficiency varied with the radius of curvature (ROC) of the lens 
and the coupling efficiency of the Fresnel lens was always higher than that of a reference lens. When the 
ROC was 700 μm, the Fresnel lens showed a coupling efficiency of -0.331 dB while the reference lens showed 
-0.674 dB. It was noted that the high coupling efficiency of the Fresnel lens could be obtained for a wide 
range of ROCs, which is huge advantage in the design of an optical module. The superior performance of the 
Fresnel lens was attributed to the smaller beam waist, as analyzed by the beam synthesis propagation 
method. The alignment tolerance of the Fresnel lens was similar to the reference lens in lateral offset, but 
it exhibited tighter tolerance with longitudinal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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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거리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광모듈은 광신호를 

보내는 광 트랜스미터(optical transmitter)와 광신호를 받는 

광 리시버(optical receiver)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광 트랜스

미터는 광신호를 광섬유로 입사시키는 역할을 하며, 광원인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LD)와 광신호 전송매체인 단일

모드 광섬유(single mode fiber: SMF) 간의 효율적인 광결합

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소자의 패키징 과정에서 광결합

의 효율 향상과 함께 패키징 광학계 조립의 용이성, 장기적인 

안정성 및 광학부품의 비용 절감은 광모듈 시장에서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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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1]. 가장 단순한 광결합 구도로

는 렌즈없이 LD와 SMF가 직접 결합하는 버트 커플링 방법

이 있으나, 이는 LD 광원의 큰 발산각으로 인해 낮은 광결합 

효율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광모듈 패키징

에서는 다수의 렌즈를 사용하여 광결합 효율을 증가시키며, 

이 때 사용되는 렌즈 및 광학소자의 특성에 따라 패키징의 크

기, 광결합 특성, 다중 광원의 다중화/역다중화(multiplexing/ 

demultiplexing) 적용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광소자 패키징

을 위해 일반적으로 실리카나 실리콘 소재의 볼 렌즈나 

GRIN rod 렌즈, 플라노 컨벡스 렌즈 등이 주로 사용 되고 있

다 [2]. 이때 광모듈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광결합 효율과 길이, 정렬오차 허용도(misalignment 

tolerance)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광결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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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ethod of constructing a fresnel lens from a normal 
lens and (b) schematic of a Fresnel lens designed with zone depth 
of 1.5 μm and partition number of 5.

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이와 함께 

새로운 광학소재의 성장 및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도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 [4].

실리카 렌즈의 경우 저비용이며, 제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

으나, 소재의 굴절률이 작아 광모듈의 소형화가 어려운 단점

을 갖는다. 이에 반해 실리콘 렌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굴절률을 가지므로, 광모듈 패키징의 집적화에 이점이 있다. 

특히 실리콘 마이크로 렌즈는 웨이퍼 위에 패터닝 후 리플로

우 공정과 깊은 반응성 이온식각(reactive ion etching: RIE)을 

통해 제작되므로, 기존 렌즈와 차별되는 장점 및 단점을 가지

고 있다 [5]. 실리콘 렌즈의 장점은 반도체 공정에 기반한 대

량생산 및 저가격화이지만, 리플로우 공정의 열악한 재현성 

및 깊은 RIE 공정에 기인한 낮은 수율은 극복해야 할 단점으

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리콘 렌즈 제작공정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렌즈의 두께가 얇은 프레넬 구조의 마이크로 

렌즈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광소자 패키징 광학계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마이크로 크기의 프레넬 렌즈의 경우 포토리소

그래피 식각을 통해 곡면을 멀티 레벨 회절광학소자(multi 

level diffractive optical element)로 설계하므로, 곡면이 얇기 

때문에 공정면에서 이점이 있다 [6].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광결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결

합 효율 및 광정렬 특성을 계산한다. 그리고 단일 구면 렌즈

를 사용한 동일한 구조와 비교하여, 프레넬 렌즈로 구성된 패

키징 구조의 장단점과 실제 광모듈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2. 광학계의 구성 및 이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광학계는 LD-렌즈-SMF 순으로 구성

된 광학계이다. 광원으로 사용되는 LD는 발광파장이 1310 

nm인 가우시안 빔이며, 원격장패턴(far field pattern)은 횡축

(lateral axis) 20°, 수직축(transverse axis) 30°의 발산각을 갖

는다.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 모드 필드 직경이 9.2 μm인 

Corning사의 SMF-28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렌즈는 파장 

1310 nm 기준 3.503의 굴절률을 갖는 실리콘 재질로 구성하

였으며, 두께는 Axetris사의 실리콘 콜리메이터(collimator) 

렌즈와 동일한 383 μm로 설계하였다. 이 광학계에 대한 시뮬

레이션은 결상광학계 프로그램인 CODE V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프레넬 렌즈 구성의 기초가 되는 기준렌즈는 실리콘 재질

의 플라노 컨벡스 구면 렌즈이며, 직경은 400 μm, 곡률반경

(radius of curvature: ROC)는 500, 700, 900 μm의 값을 갖도

록 하였다.

그림 1(a)는 기준렌즈로부터 프레넬 렌즈를 구성하는 방법

을 나타내고 있다. 프레넬 렌즈의 곡면은 기준렌즈를 꼭지점

에서 높이 방향을 따라 zone depth(h)로 렌즈를 일정 횟수 분

할한 후 각 곡면을 평행 이동하여 동일 평면 상에서 재구성하

여 형성한다. 이 때 분할한 횟수를 partition number라 한다. 

그림 1(b)는 zone depth 1.5 μm, partition number 5로 구성한 

프레넬 렌즈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CODE V는 광

결합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빔렛(beamlet) 이라는 위상정보

가 포함된 광선에 대한 근축 광선 추적을 기반으로 진행시키

며, 광섬유에서의 광결합 효율은 식 (1)과 같이 중첩 적분

(overlap intergral) 을 통해 계산된다.

∫  ･∫mod
∫･mod (1)

mode는 모드 필드 직경에 따른 광섬유 고유 모드의 세기 

분포, PSF (point spread function)는 광학계 결상 시 광섬유 

끝 단에서 광원의 상 분포를 의미한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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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coupling efficiencies for (a) various zone depths 
from 0.4 μm to 0.6 μm, and (b) zone depth of different orders.

Fig. 3. Coupling efficiencies for various partition numbers when (a) ROC=500 μm, (b) ROC=700 μm, (c) ROC=900 μm.

3. 프레넬 렌즈 광결합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

본 연구에서는 광모듈에 최적화된 프레넬 렌즈 설계를 위

해 먼저 zone depth의 최적화를 수행한 후, 적정한 partition 

number를 찾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3.1 Zone depth에 따른 광결합 효율

투과형 렌즈에서 zone depth는 zone 경계면에서 간섭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 (2)로 주어진 값을 가져야 한다.

  


 (2)

이때 λ는 광원 파장, m은 차수이며,  , 는 각각 렌즈

소재와 공기의 굴절률이다. 식 (2)을 바탕으로 구한 실리콘 

프레넬 렌즈의 적절한 zone depth는 


≅μm의 배수

로 주어진다.

그림 2(a)는 zone depth를 0.4 μm 부터 0.6 μm 까지 0.05 μ

m씩 증가시키며 광결합 효율을 측정한 값이며, 이론적 예측

과 동일하게 zone depth가 0.5 μm에서 가장 높은 광결합 효율

을 가진다 [9].

식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레넬 렌즈의 zone depth는 서

로 다른 차수에 대응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차수 m 

= 1, 2, 3에 대응되는 0.5, 1.0, 1.5 μm의 zone depth에 대해 광

결합 효율을 계산하여 그림 2 (b)에 나타내었다. 이 때 

partition number는 기준렌즈의 전체 렌즈곡면이 모두 프레넬 

렌즈 형태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과 

는 각각 LD-렌즈 거리, 렌즈-SMF 거리이며, 렌즈의 ROC

는 700 μm, 의 거리는 최대 광결합 효율을 갖는 380 μm로 

고정하였다 [8].

계산된 결과를 살펴보면 zone depth가 0.5, 1.0, 1.5 μm에서 

최대 광결합 효율이 각각 -0.58 dB, -0.64 dB, -0.81 dB로 나타

나, 차수가 작을수록 높은 광결합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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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aussian beam radius of Fresnel lens and reference lens.
X-radius Y-radius

Fresnel lens 5.54 4.00
reference lens 5.75 4.80

Table 1. Comparison of maximum coupling efficiencies (MCEs) 
based on spherical reference lens and Fresnel lens.

< Normal spherical lens > < Fresnel lens >
ROC 500 700 900 ROC 500 700 900
(μm) 290 400 500 (μm) 290 380 500
(μm) 480 750 1050 (μm) 450 750 960
MCE -0.557 -0.715 -0.876 MCE -0.435 -0.331 -0.354

Fig. 4. BSP analysis of (a) Fresnel lens and (b) reference lens.

3.2 Partition number에 따른 광결합 효율

Zone depth를 광결합 효율이 가장 높게 계산된 0.5 μm로 

고정한 후, partition number에 따른 광결합 효율을 계산하였

다. ROC는 500, 700, 900 μm에서 계산을 진행하였으며, 렌

즈의 직경은 400 μm로 고정하였다. 은 각 ROC에 대해 최

대 광결합 효율을 갖는 값을 적용하였다. Partition number가 

0인 경우는 기준렌즈를 의미한다.

각각 그림 3(a) 는 ROC값이 500 μm인 프레넬 렌즈, 그림 

3(b)는 ROC값이 700 μm인 프레넬 렌즈, 그림 3(c)는 ROC값

이 900 μm인 프레넬 렌즈의 partition number에 따른 광결합 

효율을 계산한 그래프이다. ROC = 500 μm인 프레넬 렌즈에

서 최적의 partition number는 4회이며, 이 때  = 290 μm, 

 = 450 μm에서 최대 광결합 효율은 -0.435 dB였다. 한편 

ROC = 700 μm인 프레넬 렌즈에서 최적의 partition number

는 10회이며, 이 때  = 380 μm,  = 750 μm에서 최대 광결

합 효율은 -0.331 dB였다.  그리고 ROC = 900 μm인 프레넬 

렌즈에서 최적의 partition number는 11회이며, 이 때  = 

500 μm,  = 960 μm에서 최대 광결합 효율은 -0.354 dB였

다. 작은 partition number를 갖는 프레넬 렌즈는 큰 sag 높이

로 인해 렌즈 가장자리에서의 수차가 증가하여 광결합 효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는 단일곡면을 갖는 기

준렌즈가 이상적인 프레넬 렌즈보다 더 낮은 광결합 효율을 

갖는 특성과 일치한다. 반면 partition number가 너무 큰 경우 

절단된 렌즈 곡면을 연결하는 수직면의 개수가 증가하여 프

레넬 렌즈의 상부 곡면이 아닌 수직면에서 굴절되는 빛의 세

기가 증가하고, 따라서 프레넬 렌즈의 특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결과로부터 적절한 partition number를 적용하는 것

이 광결합 효율의 최적화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4. 기준렌즈와 비교 분석

기준렌즈와 프레넬 렌즈의 차이점을 분석하기위해 각각의 

렌즈에 기반한 광결합 시스템을 구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경우의 렌즈는 직경 400 μm 구면렌즈이며, 각 ROC에 대

해 최대 광결합을 갖도록 하는과 를 계산하였다. 표 1은 기준

렌즈와 프레넬 렌즈의 최대 광결합 효율을 비교한 표이며, 이

때 ROC는 500, 700, 900 μm로 변화시키며 비교하였다. 프레

넬렌즈의 과 는 기준렌즈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렌즈의 sag 또한 감소한다. 최대 광결합 효율은 

프레넬 렌즈가 더 큰 값을 가지며,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빔 합성 전파 (beam synthesis propagation: BSP) 방법을 통해 

광섬유 끝 면에 입사한 광 세기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림 4(a)는 구면 형상의 기준렌즈, 그림 4(b)는 프레넬 렌

즈를 BSP 방법으로 분석한 데이터이다 [11,12]. 측정 시 사용

된 기준렌즈의 ROC는 700 μm이며, 이 프레넬 렌즈는 동일

한 ROC에 대해 partition number 11회, zone depth 0.5 μm로 

렌즈곡면을 재구성 하였다. 각각의 렌즈를 지난 후 광섬유 끝 

면에서의 가우시안 광원의 세기분포가 최대값의 



인 반경

을 측정하여, SMF 모드 필드 반경과 비교하였다.  표 2는 각

각 프레넬 렌즈와 기준렌즈의 광원이 광섬유에 도달한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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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ance between peripheral focus and paraxial focus (a) 
reference lens (b) fresnel lens

Fig. 6. Types of misalignment. (a) lateral misalignment, (b) axial 
misalignment

Fig. 7. Variation of coupling efficiency with lateral offset for a 
Fresnel lens of ROC 700 μm.

가우시안 빔의 반경을 구한 값이다. SMF는 X축, Y축 모드 

필드 반경이 4.6 μm인 원형 분포이다. 기준렌즈와 프레넬 렌

즈 광학계 모두 빔 웨이스트(beam waist)가 최소가 되는 조건

으로 , 를 설정하였으며, 빔 웨이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광결합의 효율이 가장 높았다. 이 둘의 빔 웨이스트

를 비교했을 때, X축, Y축 모두 프레넬 렌즈가 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림 5는 구면수차를 비교하기 위해 각 렌즈의 외곽

을 지나는 광선인 주변광선의 초점(peripheral focus)과 중앙 

광선과 가장 가까운 부분의 광선인 근축광선의 초점(paraxial 

focus)의 길이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두 초점의 거리가 짧을

수록 구면 수차가 작다. 그림 5(a)는 기준렌즈의 초점 차이를 

비교한 그림이며, 그림 5(b)는 프레넬 렌즈의 초점 차이를 비

교한 그림이다. 빔의 발산각과 렌즈의 ROC, 의 거리는 같

게 설정하였다. 측정된 기준렌즈의 초점차이는 175 μm이며, 

프레넬 렌즈의 초점차이는 147 μm이다. 상대적으로 기준렌

즈의 구면수차보다 프레넬 렌즈의 구면수차가 낮은 값을 가

지게 된다. 기준렌즈의 경우 렌즈의 가장자리에서 구면수차

가 발생하지만, 프레넬 렌즈의 경우 렌즈 중앙과 가장자리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수차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 따라서 실제 광섬유의 모드 필드와 가장 가까운 빔 

크기는 프레넬 렌즈를 지나는 광원이라 할 수 있으며, 프레넬 

렌즈 광학계가 더 높은 광결합 효율을 가지게 된다 [13].

5. 프레넬 렌즈의 정렬오차 허용도

기준렌즈와 프레넬 렌즈의 정렬오차 허용도를 횡축과 종

축에 대해 각각 계산하였다. 그림 6(a)는 횡축 정렬오차이며, 

그림 6(b)는 종축 정렬오차를 표현한 모식도이다. LD 광원의 

진행방향이 Z축이라 하면, 횡축 정렬오차는 X,Y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며, 종축 정렬오차는 Z축으로 발생하는 손

실 오차이다 [2].

5.1 횡축 정렬오차

그림 7은 ROC 700 μm의 프레넬 렌즈의 횡축 정렬오차를 

계산한 그래프이며, X축보다 Y축이 정렬오차에 따른 효율 

손실이 크다. 이는 LD광원의 Y축 발산각이 X축 보다 커서 

생기는 비대칭적인 손실특성에 기인하며, 다른 ROC 값을 가

지는 렌즈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정렬오차 허용

도는 최대 광결합 효율에서 0.45 dB 손실을 기준으로 측정하

였으며, ROC 700 μm의 프레넬 렌즈의 횡축 정렬오차 허용

도는 X축 3.04 μm, Y축 2.46 μm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준렌

즈를 사용한 광학계는 X축 3.1 μm, Y축 2.6 μm의 정렬오차 

허용도를 보여 프레넬 렌즈와 비슷한 값을 갖는다.

5.2 종축 정렬오차

그림 8은 ROC 700 μm의 프레넬 렌즈의 종축 정렬오차를 나

타내고 있다. 종축방향은 횡축보다 정렬시 허용오차가 큰 경향

을 보이는데, 이 때 에 비해 가 더 큰 허용오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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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coupling efficiency with longitudinal offset 
for a Fresnel lens of ROC 700 μm.

0.45 dB의 추가손실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축 정렬오차 허

용도는 ROC 700 μm인 프레넬 렌즈의 경우 에 대해 10.3 μ

m, 에 대해 67 μm 값을 갖는다. 기준렌즈의 경우 에 대해 

27 μm, 에 대해 115 μm의 정렬오차 허용도를 갖게 되므로, 

프레넬 렌즈가 더 작은 정렬오차 허용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재질의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광결

합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프레넬 렌즈 시스템이 기존의 실

리콘 재질의 구면렌즈에 대해 갖는 장단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 먼저 최적화된 프레넬 렌즈의 구성을 위해 

zone depth와 partition number를 변화시키며 광결합 효율을 

측정하였다. 기준렌즈와 프레넬 렌즈의 광결합 특성을 비교

하였을 때, 동일한 ROC 700 μm에 대해 프레넬 렌즈는 -0.331 

dB, 구면렌즈는 -0.674 dB의 광결합 효율을 보였다. 즉 프레

넬 렌즈 사용시 효율이 0.34 dB 증가함을 보였고, BSP를 통해 

측정한 가우시안 빔의 반경을 비교한 결과, 프레넬 렌즈를 지

난 빛이 더 적은 크기의 빔웨이스트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레넬 렌즈가 좀 더 낮은 구면수차를 가지게 되

므로 광결합 효율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 프레넬 렌즈

의 횡축 정렬오차 허용도는 기준렌즈와 비슷한 값을 가지나, 

종축 정렬오차 허용도는 기준렌즈에 비해 더 작은 값을 갖게 

되어 패키징 공정오차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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