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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PON용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시영역 대신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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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PON 용 저가형 광원으로 유망한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

다. 해석 방법으로는 시영역 대신호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기존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특정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레이저 다이오드 구조에서의 단면 반사율에 따른 동작 특성과 디튜닝, 아이 다이어그램 

등을 모델링 하였다. 특히 단면 반사율의 값에 따른 부모드 억제율 특성 및 디튜닝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주입되는 단면의 

반사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안정된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 다이어그램의 경우 155 Mbps 급에서는 손쉽

게 아이 열림을 얻을 수 있지만, 1.25 Gbps 급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성층 두께 등의 파라미터를 적정화해야 적정한 아이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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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ing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injection-locked Fabry-Perot laser diodes (FP-LDs), promising for cost-effective 
WDM-PON sources, is proposed. The time-domain large-signal model that is used is found to provide quite similar results to 
some experimental ones. With our methodology, we model characteristics of FP-LDs, such as influence of reflectivity at a facet 
and detuning on injection-locking. The eye diagram characteristics are also investigated. It is observed that the facet reflectivity 
at the injection side should be lower than 1% to provide stable operation in terms of good side-mode suppression ratio and 
independence from detuning between narrow-band injection noise and LD modes. It is also observed that good eye opening can 
be obtained for 155 Mbps modulation while the parameters such as the active region thickness should be properly optimized to 
obtain reasonable eye opening at 1.25 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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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과 같은 HDTV급의 영

상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서 100 
Mbps 이상의 고속 광 가입자 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고속 광 가입자 망으로 상용화된 E-PON(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은 시분할 방식으로서 전송속도의 확

대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1-2] 또한, 시분할 방식은 네트워

크 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지국과 수동 광 분배기

(Optical Splitter)로 연결되어있는 가입자간의 시간적인 동기

와 기지국과 가입자 사이의 동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운

영상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망의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어렵다. E-PON의 제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가 

비트 급의 대용량 초고속 가입자 망 구축이 가능한 WDM-PON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passive optical network)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3-6] WDM-PON은 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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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ed Waveguide Grating)와 같은 광 파장 분리기/다중화

기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파장의 신호가 제공되

도록 하여 고속의 신호 전송과 망의 보안성 및 확장성이 우

수하다. 그러나 각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파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파장을 제공하는 광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망의 구축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가입자 망의 궁극적인 솔루션인 WDM-PON을 경제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서는 배열도파로 격자(AWG : Arrayed Waveguide 
Grating)와 같은 광 파장 분리기와 단일 파장 광원 등의 부품

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단일 파장 광원에 있

어서 저가형 광원으로 광대역 ASE(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광원을 AWG를 이용하여 필터링한 협대역 ASE 
광을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에 주입시켜 특정 모드만

을 발진하도록 하여 WDM 광원으로 활용하는 무색 광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현재 주입 잠금(Injected 
Lock) 된 무색 광 송신기(Colorless Optical Transmitter) 의 

WDM-PON에서 가입자단의 광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

고 있고, 155 Mbps급은 상용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주입 잠

금된 패브리-패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특성에 대한 모델

링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 다섯 

개의 모드를 가정하여 주입 잠금 레이저의 특성을 이론적으

로 모델링한 예가
[7] 보고되기는 했지만, 시변 진행파 파동 방

정식의 해를 이용하는 시영역 대신호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영역 해석 방법

[8-9]
을 이용하여 무색 광 

송신기의 주입 잠금 되었을 때의 발진 특성을 모델링하고, 
단면 반사율의 영향, 아이 다이어그램 등의 특성들을 조사하

였다.

II. 주입 잠금 패브리-패롯 레이저 다이오드 

시영역 모델

시간에 따른 랜덤한 위상변화를 주어 Coherence Length가 

짧은 광대역 광원을 모델링 한 후 필터링하여 협대역ASE 광
원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를 시영역 대신호 모델에 접목하여 

주입 잠금 된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을 계산하였다. ASE 잡
음 모델링을 위하여ASE 잡음의 위상이 랜덤하게 발생하도

록 하였다. 또한 주입 잠금된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

의 소자특성을 계산하기 위해 ASE 광원을 필터링해야 한다. 
광대역ASE 광파를 파장분할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필터를 가

정하였다.
광 도파로 내에서 전파하는 전계는 도파로 내부의 이득(Gain)

과 손실(Loss) 및 진행되는 광파간의 결합(Coupling)을 표현

하는 시변 결합 파동 방정식(Time-Dependent Coupled Wave 
Equation)을 만족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식 (1), (2)로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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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z,t)와 R(z,t)는 광 도파로의 진행 축인 z축을 따

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전파하는 광파의 크기와 위상을 포

함하는 복소수 값의 복소 전계(Complex Electric Field)값을 

나타낸다. gc 는 도파로 내에서의 군속도(Group Velocity)를 

나타내며 임의의 주파수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g 는 외

부에서 인가되는 전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광파이득, 0α 는 

도파로에서 흡수 및 산란 등의 손실을 고려한 손실 계수이

다. fS 와 rS 은 자발방출 잡음(Spontaneous Emission Noise)
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레이저 다이오드 발진 시 구동원(Driving 
Source)으로 작용하며 서로 크기는 같지만 위상은 랜덤하게 

변하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전계이다. 또한 공간 전파에 

따른 캐리어 밀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파라미터의 변화는 고

유해 방정식을 이용하여 전산화하는 알고리즘과 유한차분 

근사화(Finite-Difference Approximation) 알고리즘
[7-8]

으로부터 
구하여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패브리-페롯 레이

저 다이오드에서는 역방향 결합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

간 스텝 별 광파의 변화는 단순히 식 (3)에 의하여 추적될 수 

있다.

fzStzFzjzGttzzF Δ+⋅Δ−+Δ=Δ+Δ+ ),()]exp([),( δ   (3-1)

rzStzRzjzGttzzR Δ+⋅Δ−+Δ=Δ+Δ− ),()]exp([),( δ   (3-2)

한편, 캐리어 밀도의 변화는 아래 식 (4)를 통하여 추적할 

수 있다. 즉, 식 (3)과 (4)을 번갈아 계산함으로써 광파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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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다이오드 활성층의 이득은 파장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며 발진된 광의 특성에 따라 전체 이득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에 대한 이득 스펙트럼상에서의 분포는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 디지털 필터
[8]
를 사용하여 고

려할 수 있다. 디지털 필터의 전달함수는 식 (5)와 같이 표현

되고 0ω 는 이득 스펙트럼의 중심주파수, tΔ 는 시간 스텝이

며 η는 필터 폭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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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다이오드 단면에서 두 광파는 식 (6)의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해야 한다.

),(),0( 1 tzRrtF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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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used for calculations

Spontaneous Recombination Coefficient B 1.5 × 10-10 cm3s-1

Auger Recombination Coefficient C 3 × 10-28 cm6s-1

Transparency Carrier Density N0 1.0 × 1018 cm-3

Waveguide Loss α 10 cm-1

Confinement Factor Γ 0.5

Nonlinear Gain Suppression Coefficient ε 3.6 × 10-17 cm3

Spontaneous Coupling Factor β 5.0 × 10-4 cm-1

Reflectivity at facets r
Left facet : 0.1%, 1%, 10%
Right facet : 30%

Group Index ng 3.5

Line width Enhancement Factor αm 3

Differential Gain gn 4 × 1016 cm2

Waveguide Thickness d 0.2 ㎛
Device Length L 600 ㎛
Strip Width ω 1.5 ㎛

FIG. 1. Calculated spectrum of FP-LD.

FIG. 2. Light power versus injection current in case of 10% reflectivity 
at the injection side facet.

),(),( 2 tLFrtLR =   (6-2)

여기서 21, rr 는 양 단면에서의 전계의 반사율이다. 본 논문

에서의 시영역 모델(TDM : Time Domain Model)은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고 여러 번 반복수행 하였을 때 적당한 평균

치를 얻을 수 있으며 푸리에(Fourier) 변환에 의해 서로 중첩

되어 있는 모드들을 분리할 수 있어 구현에 있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내에서는 공간적으로 일정한 주입 전류를 인가하여

도 소자 내에서 발생하는 광 전력은 매 시간의 단계마다 위

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율 방정식(Rate Equation)에 의하면 

소자 내에서의 시간과 위치에 대한 광 전력, 캐리어 밀도, 전
계 이득 등의 파라미터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시영역 대신호 모델에서는 파라미터들을 

초기화 한 후, 인가 전류에 따른 파라미터들의 값을 계산하

고 이를 바탕으로 캐리어 밀도와 광자 밀도를 산출한다. 이
는 시간 진행에 따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파라미터

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각각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전 절에서 기술한 모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1
에 제시된 파라미터를 가지는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

의 발진 특성을 모델링 하였다. 발진 스펙트럼을 그림 1에 

보였으며 ∆ 의 식으로 계산되는 모드 간격으로 

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gn 는 레이저 매질의 군 

굴절율(Group Refractive Index)이고 L 은 레이저의 길이다.
왼쪽 단면 반사율이 10%, 오른쪽 단면 반사율이 30% 인 

경우, 주입 전류에 따른 출력 광파워를 계산하여 그림 2에 

도시하였다. 이 경우 임계전류는 약 25 mA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한 임계 이득을 이용

하여 계산되는 22.5 mA 와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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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광대역 ASE 잡음 신호와 이를 필터링한 협대역 ASE 
잡음신호 스펙트럼을 그림 3(a)에 나타내었다. 필터의 대역폭

은 0.25 nm이고 일반적인 AWG의 Crosstalk를 고려하여 통과

대역과 금지대역의 차이가 30 dB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주입 

잠금된 패브리-페롯의 출력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그림 3(b)
에 보였다.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성 

분석은 계산된 NB-ASE 광원을 반사율이 10%인 왼쪽 단면

에 인가시킴으로써 구현하였다. NB-ASE(Narrow band-ASE)
의 파워는 -15 dBm이고 단면 반사에서의 투과되는 만큼 레

이저 다이오드 내부로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

으며, 레이저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류는 임계 전류의 약 

1.2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1에 보인 주입 전의 스펙트럼

과 비교하면, 주입 잠금 후의 부 모드 억제율(SMSR : Side 
Mode Suppression Ratio)은 21 dB로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림 4에 주입 되는 NB-ASE의 파워에 따른 부 모

드 억제율을 도시하였다. 계산 결과 NB-ASE 파워가 증가함

에 따라 부모드 억제율의 증가하지만 -10 dBm 이상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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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Filtered narrow-band ASE optical source (b) Calculated 
spectrum of injection-locked FP-LD.

FIG. 4. Side mode suppression ratio and output power versus NB-ASE 
power.

(a)

(b)

FIG. 5. (a) FP-LD spectra for various injection current values and (b) 
side mode suppression ratio and injection-locked FP-LD output power 
versus injection current.

가 주입되는 경우는 부모드 억제율이 약 23 dB로 포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NB-ASE 파워에 따른 IL-LD의 출력 

파워도 같이 도시하였다.
그림 5(a)를 보면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에 주입되

는 전류가 임계 전류의1.1~1.4배 까지 증가함에 따라 모드의 

위치는 약 0.1 nm 단파장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바이어

스 전류에 따라 발진 파장이 이동하기 때문에 주입되는 NB- 
ASE의 중심 파장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5(b)에 주

입 전류에 따른 부모드 억제율과 IL-LD 의 출력 파워를 도

시하였다. 주입 전류가 임계전류의 1.1배에서 1.4배로 증가

함에 따라 부 모드 억제율이 22 dB에서 14 dB로 감소하고, 
출력파워는 0.5 mW에서 5 mW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드 잠금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특성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림 6은 3 dB 밴드 폭이 0.25 nm이

고 채널간의 간격이 100 GHz인 32채널의 배열 도파로 격자

를 통과된 NB-ASE가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에 주입

되는 경우의 출력 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들이다. 주입되는 

단면의 반사율을 10%, 1%, 0.1%로 하였고 주입 전류는 임계 

전류의 1.2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6에 보인 바와 같이 단

면의 반사율이 작아질수록 부 모드 억제율이 개선되고 주입 

잠금 출력의 채널 파장에 따른 파워변화가 작아지게 됨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단면 반사율이 작아짐에 따라 출력 파워

가 낮아지게 되며, 단면 반사율을 크게 낮추기 위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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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Overlapped lasing spectra of 32 channels from injection- 
locked FP-LD for the reflectivity of (a) 10% at the injection side 
facet, (b) 1%, and (c) 0.1%.

(a)

(b)

(c)

FIG. 7. Side mode suppression ratio versus each channel for the 
reflectivity of (a) 10% at the injection side facet, (b) 1%, and (c) 
0.1%.

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 소자를 제작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면 반사율을 가지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한 결과 배열 도파로 격자의 채널 중심에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주입 잠금 발진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가되는 

ASE의 중심 파장 근처의 두 모드들이 발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모드 간격이 0.558 

nm이고 배열 도파로 격자의 채널간의 간격이 0.4 nm이기 때

문에 주입된 ASE의 파장과 일치하는 경우와 레이저 다이오

드의 모드 사이에 주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5]

주입되는 단면의 반사율이 10%, 1%, 0.1% 인 각각의 경우

에 대하여 32 채널의 부 모드 억제율을 그림 7에 도시하였

다. 단면 반사율이 감소할수록 채널 변화에 따른 부 모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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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Lasing spectra for various detuning of (a) 5GHz, (b) 10GHz, (c) 20GHz, and (d) 30GHz.

제율의 요동이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동작할 것임

을 보여주고 있다. 주입 단면의 반사율이 10% 인 경우는 채

널에 따른 부 모드 억제율 요동이 20 dB 정도로 매우 크고, 
단면 반사율이 0.1% 인 경우는 부 모드 억제율 요동이 5 dB 
이내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WDM-PON 동작을 

위해서는 단면 반사율을 0.1% 정도로 낮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단면 반사율이 10% 이고 디튜닝 정도가 5 GHz 

~ 30 GHz 일 때의 출력 스펙트럼과 NB-ASE 스펙트럼을 나

타낸 그림이다. 5 GHz일 때 부 모드 억제율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주입되는 광파에 의해서 레이저 다이오

드의 굴절률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디튜닝 정도가 커질수

록 인접 모드에 영향을 미치고, NB-ASE의 중심 파장이 패

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모드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두 

개의 모드로 발진되게 된다.
주입 단면 반사율에 따른 디튜닝의 주입 잠금 저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면 반사율이 10%, 1%, 0.1% 일 때 디튜

닝에 따른 부 모드 억제율의 변화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a)에 보였듯이 단면 반사율이 10%일 때는, 디튜닝이 

30 GHz 일 때 부 모드 억제율이 3 dB 정도로 극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9(b)와 (c) 에 보인 바와 같이, 단면 

반사율이 1%, 0.1% 일 때는, 디튜닝이 30 GHz 인 경우에도 

부 모드 억제율이 각각 15 dB와 20 dB 이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튜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단

면의 반사율을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155 Mbps NRZ 신호 변조에 따른 주입 잠금 광신호의 아

이 다이어그램을 계산하여 그림 10(a)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라미터는 표 1에 제시한 값들을 사용

하였고, 아이 다이어그램은 계산된 여러 비트주기 동안의 신

호의 파형을 중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155 Mbps의 전송속도에 대해서는 아이 열림이 매우 양호함

을 알 수 있다. 같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경우의 레이저 다이

오드에 1.25 Gbps 신호를 인가한 경우를 계산한 결과, 그림 

9(b)에 보인 바와 같이 아이가 거의 열리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아이가 열리는 경우의 레이저 다이오드 파라미터를 정하

기 위하여, 표 1의 파라미터 군에서 차분 이득(Differential 
gain) 만 두 배로 한 경우를 고려하였고, 그림 10(c)와 같이 

상당히 열린 아이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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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Eye diagram of (a) 155 Mbps NRZ signal, (b) 1.25 Gbps 
NRZ signal for the differential gain of 4 × 1016 cm2, and (c) 1.25 
Gbps NRZ signal for the differential gain of 8 × 1016 cm2.

(a)

(b)

(c)

FIG. 9. Side mode suppression ratio versus detuning for (a) the 
reflectivity of 10% at the injection side facet, (b) 1%, and (c) 0.1%.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WDM-PON용 광원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한 

특성을 시영역 대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면 반

사율이 작을수록 채널에 따른 부 모드 억제율의 변동이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 부 모드 억제율의 요동이 5 dB 이내로 유

지하고, 부 모드 억제율을 20 dB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단
면 반사율은 0.1% 정도로 낮추어야 함을 보였다. 또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입 잡음의 중심주파

수와 레이저 다이오드의 모드의 디튜닝의 영향을 시뮬레이

션 하였다. 단면 반사율이 10%인 경우는 디튜닝이 30GHz일 

때 부 모드 억제율이 5dB 정도로 악화됨을 보였고, 단면 반

사율이 1%일 때는 부 모드 억제율을 15 dB 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적인 결과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의 해석 방법은 주입 잠금 된 패브리-페
롯 레이저 다이오드 해석에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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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이 다이어그램을 도시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는 변조속도가 155 Mbps
일 때는 아이 열림이 큰 문제없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25 Gbps 의 고속변조인 경우는 쉽게 아이 열림을 

얻을 수 없었으나, 차분 이득 파라미터를 두 배로 하는 등 

레이저 다이오드 파라미터의 적정화를 통하여 아이 열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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