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명/총괄책임자 스마트양자통신연구센터 / 허 준
학생창의자율과제명 3D 프린터를 이용한 장주기 광섬유 격자 제작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8. 08. 14 – 2018. 11. 06
연구 필요성

o 장주기 광섬유 격자는 온도, 압력, 장력 등을 측정하는 광섬유 센서, WDM 필터, 광섬유 분산 보정용 

소자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o 기존의 식각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는 레이저 식각, 금속 마스크 또는 폴리머 코팅을 추가로 사용하거

나 금속으로 된 제조 틀을 통해 구현했기에 제조비용이 비싼 문제가 있었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원

하는 구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응용하여 제조단가를 낮추면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o 일반적으로 식각에는 레이저 식각과 같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나 화학적 식각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요

구치가 낮은 반면, 몸에 유해한 HF(불산)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본 과제에서는 인체에 유해하

지 않은 NH4F/(NH4)2SO4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3D프린터를 이용한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만들어 이를 센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o 2가지 방법(압력식각/화학적식각)을 통하여 만들어진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통해 기존 센서와의 성능

을 비교한다.

□ 주요내용

o 3D 프린터를 이용한 장주기 광섬유 격자 틀을 제조하여 장주기 광섬유 격자의 제조를 단순화 및 공

정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o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조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실제 센서로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o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인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국내 학술대회 발표 1건(2018)

o Photonics Conference 2018

김윤택, 이진호, 김태윤, 이주한*, 고해상도 3-D 프

린터를 활용한 기계적 광섬유 장주기격자에 대한 

연구

o 국내 학술대회 발표 1건(2019)

o Photonics Conference 2019

강건규, 이진호, 이주한*, 3차원 프린터 식각틀을 

이용한 표면 식각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 기반 온

도 센서 제작에 관한 연구

o 해외 학술대회 발표 1건(2020)

o CLEO Pacific Rim 2020

Jinho Lee, Jihwan Kim and Ju Han Lee*, 

Temperture Sensor Based on Mechanically Induced 

Long Period Fiber Gratings Using a 3-D Printer.

o 광섬유 압력 구조체를 이용한 온도센서 SCI급 논

문 저술

o Journal of Modern Optics 2020

Jinho Lee, Yoontaek Kim and Ju Han Lee, A 

3-D-printed, temperature sensor based on 

mechanically-induced long period fibre gratings, 

Journal of Modern Optics, 67(5) 469-474. (2020))



o 광섬유 압력 구조체를 위한 3D 프린터 출력물

o 광섬유 장주기 격자의 화학적식각을 위한 3D 프

린터 출력물

o 화학적식각을 통하여 만들어진 장주기 격자의 

현미경 사진 중 일부

o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장주기 광섬유 격자 및 장주기 광섬유 격자의 제조 

방법(등록특허)

출원번호/일자 1020180047157 (2018.04.24.)

등록번호/일자 1021212290000 (2020.06.04.)

광섬유 에칭 장치, 광섬유 에칭 장치의 제조 방법 

및 주기 광섬유 격자의 제조 방법(출원특허)

출원번호/일자 1020190094920 (2019.08.05.)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압력구조체를 이용하여 기계적 방식으로 만든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온도 센서/장력 센서의 

활용.

o 화학적 식각을 통해 만든 장주기 광섬유 격자의 센서 활용

o 고출력 레이저에서 반드시 필요한 Cladding Light Stripper로의 활용

(관련 기사 참조 http://naver.me/5gx5dc6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