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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계단 레이저는 수많은 독가스, 오염물 등의 원거리 화학센싱 및 화학 spectroscopy, λ＝3-5 μm

와 λ＝　8-12 μm의 저흡수 대기창 (atmospheric windows)을 포함한 중장적외선 영역에서의 자유공간 

광통신, 의료수술, 의약 매개물/제약, 환경 모니터링, 생의학/의료, 산업공정제어, 보건/안전, 폭발감지, 

열추적 미사일의 적외선 감지센서를 무력화하는 countermeasure 등 민간, 산업 및 군사 분야의 광범위

한 응용에 필수적이다. 1969년 Esaki에 의해 supperlattices (SLs)가 개발되었고, 1971년 Kazarinov와 

Suris에 의해 SLs에 전압을 인가해 photon-assisted 터널링을 통해 intersubband 내에 coherent한 빛

이 방출된다는 양자계단 레이저의 기본 개념이 제안되었고[1], molecular beam epitaxy와 같은 고품위 

이종접합구조의 성장기술의 진보와 함께 1994년 비로소 벨연구소에서 10 K에서의 펄스동작하는 소자

가 처음 제작된 후[2], 최근 밴드구조 엔지니어링과 에피텍셜 성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활발히 연구

되어 큰 진전을 이루어 왔다.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는 상온 연속동작에서 고출력을 갖는 광원이 필수적

이지만, cascade 구조로 인한 높은 문턱전류 및 전압이 소자의 상온 연속동작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하여 왔다. 최근 소자구조 설계, 물질성장 및 제작공정에서의 많은 진보를 통해 상온에서 연속동작을 갖

는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다[3]. 하지만, 양자계단 레이저의 활성영역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효율적

으로 제거하기 위한 소자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열확산 능력은 electroplated Au, buried 

heterostructure (BH), InP waveguide 등의 소자구조와 submount 재질 및 본딩 구조에 크게 의존한

다. 이러한 열확산 능력은 온도 의존적 펄스 및 연속 L-I-V 특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얻어진 열전

도도 (thermal conductance, Gth)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양자계단 레이저의 방열구조의 최적화를 위

해서 열적 모델링에 의한 열분석을 통해 소자의 열전도도 및 온도 의존성을 이론적으로 조사함으로써 

heat flux 및 온도분포를 통한 소자 내부의 국부적인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열전달 모델을 사용한 FEM (finite element method) 시뮬레이션에 의해 중장

적외선 영역에서 동작하는 양자계단 레이저의 열적 분석을 통해 활성영역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소자의 열전도도에 대해 electroplated Au, InP waveguide, BH 구조에 따른 영향과 AlN 및 diamond 

submount를 사용한 epilayer-up/down 본딩에 따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위해 실험 data와 비교 분석도 또한 나타나 있다.

그림 1은 다양한 소자구조와 본딩 구조에 따른 λ≈ 4.3 μm에 연속동작하는 양자계단 이 의 계산

된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L-I-V 측정결과로 부터 heat source density가 얻어졌고, 이러한 값을 통한 시

뮬레이션에 의해 다양한 열적 값들이 계산되었다. 소자의 활성층 영역에서 발생된 열은 상부와 하부로 

전도를 통해 주로 확산됨을 알 수 있다. Epilayer-up 본딩 구조에서 간단히 형성될 수 있는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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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plated Au의 사용이 InP 재성장에 의한 BH 구조와 필적하는 열확산 능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epilayer-down 본딩 구조가 열원으로부터 heatsink까지의 단축된 열전달행로로 인해 활성층 영

역에서 더 낮은 내부온도를 가진다. BH 구조의 경우 측면 방향으로의 열확산을 강화함에 따라 소자 내

부온도를 낮출 수 있다. 높은 열전도율을 갖는 diamond submount를 사용할 경우 AlN submount를 사

용한 경우보다 소자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BH 구조를 통한 diamond submount에 의

한 epilayer-down 본딩 구조가 가장 낮은 내부온도를 나타냈다. 그림 2는 λ≈ 3.8-4.3 μm에서 연속동

작하는 양자계단 이 의 heatsink 온도에 따른 이론 인 계산  실험 으로 얻어진 열 도도를 나타

낸다. 열전도도는 Gth=JthVth/∆T의 식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T는 heatsink와 소자 내부의 온

도 차이를 나타낸다. 열전도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Diamond submount를 사용한 경우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양자계단 레이저의 경우, 각 구조에 대해 λ

≈ 4.3 μm, λ≈ 4 μm, λ≈ 3.8 μm에 해 Gth= 336 W/k-cm2, 280 W/k-cm2, 251 W/k-cm2의 값들이 

얻어졌다.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Diamond submount를 사용

한 epilayer-down 본딩 구조의 λ≈ 3.8 μm에 해 얻어진 낮은 열 도도는 shorter wavelength 동작을 

한 높은 strain을 갖는 strain-compensated 구조에서 기인될 수 있다. 이들 결과는 장 외선 역에

서 동작하는 고온 고출력 양자계단 이 를 한 최 의 방열구조를 가진 소자를 설계  제작에 깊은 

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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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소자구조와 본딩 구조에 따른 λ≈ 4.3 μm에 

연속동작하는 양자계단 이 의 계산된 온도분포.

그림 2. λ≈ 3.8-4.3 μm에서 연속동작하는 양자계단 이 의 

heatsink 온도에 따른 이론 인 계산  실험 으로 얻어진 

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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