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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대역 파장 가변 레이저 다이오드는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서 고정 파장 레이저 다이오드에 비하여 상당한 이점을 제공

한다. 즉,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를 광통신 시스템의 광

원으로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계획을 용이하게 하고, 백업용 

광원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하며, 동적으로 파장을 제

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단순

화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생산성 측면

에서 보면 특정 파장의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생산하

기 위해서는 해당 파장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공정이 진행

되어야 하지만 파장 가변 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작 후 파장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공정 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파장 가변 레이저 다이오드가 수율 측면에서 유리해 지는 경

향이 있다. 이에 따라서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는 DWDM 

(Dense WDM) 기반의 장거리 기간망 광통신 시스템 및 메트

로 광통신 시스템 뿐만 아니라 WDM 수동 광 네트워크 기

반의 가입자 광통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광통신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자로 인식되고 있다[1-5].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가 제안되

고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는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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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형 구조의 SGDBR (Sampled Grating Distributed Bragg Reflector) 레이저 다이오드를 설계하고, 시간 영역 시뮬레이션 방법으

로 해석하였다. U형 구조의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SGDBR, 능동, 수동, TIR (Total Internal Reflection) 거울 영역들로 이루

어져 있어서, 각 영역들 간의 결합 손실의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된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장 가변 

범위는 1525 nm에서부터 1570 nm 로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설계 튜닝 범위에서 완전한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미러 영역에서의 손실은 약 2 dB 이하이고, 능동 및 수동 영역 간 butt 결합에서의 매질 간 굴절률 차이는 0.1 

이하를 유지하도록 도파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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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d Grating) 또는 SSG (Super Structure Grating) DBR 

(Distrituted Bragg Reflector) 레이저 다이오드, TTG (Tunable 

Twin Guide) 레이저 다이오드, GCSR (Grating assisted 

Codirectional coupler with rear Sampled grating Reflector) 레

이저 다이오드, ECL (External Cavity Laser) 등이 있다[6-11]. 

현재 여러 파장가변 레이저 다이오드 중 SGDBR 레이저 다

이오드는 파장가변 범위가 넓으며(>70 nm)[12], 비교적 간단

한 구조를 가지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상용화에 성공한 우수

한 레이저 다이오드이다. 또한 EA (Electro-Absorption) 변조

기 및 SOA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등을 집적한 

소자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13,14]. 

본 논문에서는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변형된 구조인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를 소개하고, 시간 영역 모델

로 해석하여 적정한 파장 가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제작 

조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소자의 중간에 식각 전반사 거울 두 개를 삽입하여 파장 선

택용 SGDBR 두 개가 상하에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소자의 

길이가 기존의 직선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에 비하여 

반 정도로 짧으며, 광 출력 방향이 동일하므로 집적화된 트

랜시버 소자를 구현하는데 용이한 등의 이점이 있다[15]. 시간 

영역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

드의 전반사 미러 영역에서의 손실,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간 결합 효율의 감소 및 두 영역의 굴절률 차이에 따른 파장 

가변 특성의 열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적

정한 파장 가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작 조건을 제시한다.

II.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

집적 광대역 파장 가변 U형 SGDBR (Sample Grating 

Distributed Bragg Grating) 레이저 다이오드의 개략적인 구

조를 그림 1에 보였다. 통상적인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이득영역, 미세 파장 가변을 위한 위상 영역, 파

장 선택을 위한 SGDBR 미러(mirror) 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이종 접합(Double Hetero-junction) 반도체 도파로 영역

으로의 전류 주입에 의한 전자 정공 캐리어 밀도의 조절에 

따른 굴절률 변화, 상단 발열 패드에의 전류 인가에 의한 온

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 변화 등의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이 

영역들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다. 단일 DBR 이 

특정 파장에서 한 개의 반사 피크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하

여, SGDBR 미러는 다수의 반사 피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

게 된다. 반사 피크의 발생 주기는 추출 격자 주기(Sampled 

grating period)에 반비례한다. 두 개의 SGDBR의 추출 격자 

주기를 약간 다르게 함으로써, 두 SGDBR로 부터의 반사 피

크의 주기가 약간 어긋나게 된다. 전자 정공 밀도 조절 또는 

열 조절을 통하여 한 쪽 SGDBR 영역의 굴절률을 변화시키

면, 해당 SGDBR로 부터의 반사 스펙트럼이 이동하게 되고, 

약간의 굴절률 변화에 의하여 반사 피크 한 주기 만큼의 발

진 파장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버니어(Vernier) 

효과에 의한 파장 가변 범위(두 SGDBR 반사 피크의 겹침이 

반복되는 파장 범위) 는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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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와 
′ 은 두 SGDBR에서 추출 격자의 주기, 

는 군 굴절률이며, 는 반사 스펙트럼의 중심파장이다. 버니

어 효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장 가변 확대 지수(Tuning 

enhancement factor)는 
′와 같다[16]. 그림 1에 보

인 바와 같이, 기존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와 비교

하여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능동 영역 중간에 에

칭 공정으로 구현되는 전반사 거울을 배치하여 레이저 다이

오드의 구조가 U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기존 SGDBR 레이저 다이

오드보다 소자 길이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 웨이퍼 당 생

산성이 우수해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또한, 기존 SGDBR 레

이저 다이오드의 출력은 좌우 양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

적 소자 설계에 있어 두 출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없어서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코히어런트 통신용 

집적 소자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반

면,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 구조는 두 개의 출력단이 

동일한 방향을 향해 있으므로 공간 활용 면에서 우수하여 집

적화에 유리하므로, 향후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코히어런트 트랜시버 등의 광집적 소자를 구현하기

에도 유리한 구조이다[15].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기존 SGDBR 레이저 다

이오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나, 중앙의 전반사 미러 구

조에서 광 파워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를 설계 및 제작할 때는 전반사 미

러 영역에서의 광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사이의 버트(butt) 결합 경계 설계의 

한 예시는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수동 도파로 영역을 재성장

(regrowth) 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의 경우에는 

우물(well) 영역의 굴절률 3.6, 장벽(barrier) 영역의 굴절률 3.4

를 고려하면 다중 양자 우물(Multiple Quantum Well, MQW) 

의 평균 굴절률은 3.52 정도로서, 수동 영역과의 굴절률 차

이는 약 0.12 정도이다. 이 버트 결합 경계에서의 결합 효율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a U-shaped SGDBR laser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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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및 두 영역의 굴절률 차이에 따른 파장 가변 특성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피 층(epitaxial layer) 구조 설계 

및 재성장된 도파구조 설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I. 시간 영역 해석 모델

도파로 내에서 존재하는 전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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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임의의 중심 주파수이고, 는 브래그(Bragg) 

주파수에서의 전파상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와 

는 각각 도파로의 진행축인 z축을 따라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전계와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계 진폭을 나타내며, 아래의 

시간변수가 있는 결합 파동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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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크기와 위상을 포함하고 있는 복

소수 형태이고 는 군속도를 나타내며 는 브래그 격자의 

역방향 결합계수를 나타낸다. 는 도파로의 손실계수를 나

타낸다. 와 은 자발방출 잡음을 나타내는 전계로 레이져 

다이오드 발진시 구동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g는 전계이득

(field gai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다음 식으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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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도파로 내에서의 구속인자(confinement factor)를 

나타내고, 

은 캐리어의 밀도 변화에 따른 이득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는 캐리어 밀도(carrier density), 는 임계 

전류(threshold current)에서의 캐리어 밀도, 는 광자 밀도

(photon density), 그리고 는 이득 억제 계수(gain suppression 

coefficient) 이다. 는 브래그 조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

는지를 나타내는 detuning factor이며 캐리어 밀도 변화에 따

른 굴절률 변화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된다.





 . (5)

위의 식에서 은 선폭증가인자(linewidth enhancement factor) 

이다. 식 (1)의 시간의존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파워가 보존

되는 개선된 유한 차분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17,18].

  exp 



 (6.1)

  exp 



 (6.2)

앞의 모든 파라미터들은 시간에 따른 캐리어 밀도의 변화

에 의해 변하게 되고 이러한 시간에 따른 캐리어 밀도의 변

화는 비율 방정식(rate equation)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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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류 밀도, 는 전하량, 는 활성층의 두께, 는 

전자-정공 재결합 계수(binary recombination coefficient), 

는 Auger 재결합 계수를 나타낸다. 한편,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사이의 butt 결합 경계면에서는 전달 행렬 방법을 통하

여 모드 결합 효율 및 매질 굴절률 차이의 효과를 고려한다.

IV.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성 시뮬레이션

전반사 미러 영역의 손실,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사이 결

합 효율 및 굴절률 차이가 파장 가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1에 열거된 파라미터 값들을 가지는 U

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를 고려하였다. U형 SGDBR 레

이저 다이오드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능동 영역에 인

가된 전류가 60, 100, 200 mA 인 경우에, 상위 SGDBR 영역

에 인가되는 튜닝 전류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그림 3에 보였다. SGDBR이 동작하기 위한 임계 전류는 약 

60 mA 근처임을 알 수 있고, 100 mA 이상의 전류를 흘리면 

1 mW 이상의 광 파워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단 SGDBR 영역의 전류를 조절하며 발진 스펙트럼과 튜

닝 커브를 살펴보기 위하여, SGDBR 영역에 주입되는 전류

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

Fig. 2. Illustration of epitaxial layer structure across butt joint 

interface after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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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는 식 (7)의 율 방정식에 의해 도파

로 내의 캐리어 밀도를 구하였고 이러한 캐리어 밀도의 변화

는 참고논문[19]에 제시된 InP의 캐리어 밀도의 변화에 대한 

굴절률의 변화 계수 값을 이용하여 굴절률의 변화로 환산 하

였다. 그림 4에 율 방정식으로 구한 도파로 내의 캐리어 밀도

의 변화를 보였다. 여기서 도파로의 두께와 길이는 각각 1 µm

와 500 µm이다. 나머지 파리미터는 표 1의 값을 참고 하였

다. 그림 4(a)는 도파로의 두께가 0.2 µm 일 때 인가되는 전

류에 따른 캐리어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이다. 시간이 약 3.5 

ns 이상 지나면 캐리어 밀도는 정상상태로 유지됨을 볼 수 

있다. 그림 4(b)는 도파로의 두께가 0.2 µm - 0.5 µm로 변할 

때 인가되는 전류에 따른 캐리어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캐리어 밀도의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 dn/dN은 –

1.63 × 10-20 cm3로 참고논문의 값을 참고하였다[19]. 튜닝 전류 

변화에 대한 굴절률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그림 5에 보였다.

(a)

(b)

Fig. 4. (a) Carrier density time response for various step injection 

currents and (b) Steady state carrier density versus injection 

current for various active layer thicknesses.

Fig. 5. Refractive index change versus injection current.

Table 1. Parameters of a U-shaped SGDBR laser diode

Upper SGDBR section length 300 µm

Lower SGDBR section length 550 µm

Active section length 830 µm

Phase section length  60 µm

Upper SGDBR sampling period  62 µm

Lower SGDBR sampling period  68 µm

Upper SGDBR burst length   6 µm

Lower SGDBR burst length   4 µm

Spontaneous recombination coefficient, B 10-10 cm3s-1

Auger recombination coefficient, C 1.3 × 10-28 cm6s-1

Transparent carrier density, N0 1.5 × 1018 cm-3

Effective refractive index without current 

injection, neff,0
3.2

Effective group refractive index, ng 3.7

Active layer thickness, dact 0.12 µm

Core thickness of SGDBR section, dref 0.23 µm

Spontaneous coupling factor, β 0.5 × 10-4

Waveguide loss

Active section 30 cm-1

Phase section 5 cm-1

SGDBR section 5 cm-1

Linewidth enhancement factor, αm 3

Nonlinear gain compression coefficient, ε 10-17 cm3

Fig. 3. Laser diode output power versus injection current into the 

upper sampled grating section for three different currents into the 

activ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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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영역에 200 mA 전류를 주입하고 상단 SGDBR 영역

의 전류를 0 mA에서 40 mA 까지 조절하며 발진 스펙트럼

과 튜닝 커브를 살펴보았다. 그림 6(a)와 6(b)를 통하여, 파장 

가변 범위는 1526.25 nm에서 부터 1569.20 nm 까지 약 43 

nm 의 파장 가변 범위를 가지며, 발진 파장 간 간격은 약 6 

nm 정도의 간격을 나타내어 식 (1)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동

일함을 확인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격자의 결합효율

이 200 cm-1인 경우에 대한 것이며, 결합 효율이 100 cm-1 또

는 300 cm-1인 경우에도 출력 광 파워의 변화 외에는 거의 

유사한 튜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사 미러 영역에서의 손실에 따른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러 영역의 손실

값을 1 dB에서 6 dB까지 변화시키며 나타난 상단 SGDBR 

영역에서의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그림 6에 도시하였다. 이 

때, 능동 영역에는 200 mA를 주입하고 상단 SGDBR 영역의 

전류를 0 mA에서 40 mA 까지 조절하였다. 그림 7(a)부터 

(a) (b)

Fig. 6. (a) Lasing spectra and (b) tuning curve of a U-shaped SGDBR laser diode.

(a) (b)

(c) (d)

Fig. 7. Spectra of a U-shaped SGDBR laser diode whose TIR mirror loss is (a) 1 dB, (b) 2 dB, (c) 3 dB, and (d) 6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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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d) 까지 미러 영역의 손실이 1 dB에서 부터 2 dB, 3 

dB, 6 dB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파워가 감소하였으며, 

미러 영역의 손실이 1 dB일 때 발진 채널의 수가 10개였으

나 미러 영역의 손실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손실이 6 

dB 감소 시 발진 채널의 수가 5개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러 영역의 손실이 3 dB일 때 1555 nm 

파장 채널에서 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러 영역

의 손실이 6 dB로 증가하게 되면 1525 nm, 1530 nm, 1545 

nm, 1560 nm, 1570 nm의 여러 파장 채널에서 발진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 설계 시 미러 영역의 손실은 약 2 dB 이하가 되도

록 세심한 설계와 제작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간 결합 효율의 변화에 따른 출력 광파워 변화에 관하여 살

펴 보았다. 능동 영역에는 전류 200 mA를 주입하고 추출 격

자 영역의 전류를 0 mA에서 40 mA 까지 조절하였으며, 굴

절률 차이는 0.075로 하였다. 결합 효율을 60%에서 80%까

지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그림 8에 보였으며, 

결합 효율이 10%씩 감소함에 따라 출력 광파워가 약 0.7 mW 

씩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butt 결합 경계면에서의 굴절률 차

이 증가에 따른 SG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성능 열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굴절률 차이가 0.05, 0.1, 0.2, 0.3인 경우의 튜

닝 커브를 그림 8에 도시하였다. 굴절률 차이가 0.05인 경우

(그림 9(a))에 비하여, 굴절률 차이가 0.2, 0.3 경우(그림 9(c), 

9(d))로 변화한 경우, 3개 정도의 파장 채널에서 발진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굴절률 차이가 0.1인 경우는

(그림 9(b)) 한 개의 파장 채널(1575 nm)에서 발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의 굴절률 

차이가 0.1 이하가 되도록 웨이퍼 에피 구조를 설계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의 예시 설계에서, 수동 도파로 영

역의 조성을 1.4-1.45 Q 정도가 되도록 재성장한다면, 굴절률

이 약 3.5 정도가 되어 굴절률 차이를 0.1 보다 작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8. Laser diode output power versus injection current into the 

upper sampled grating section for three different coupling 

efficiencies through butt coupling between the active and passive 

sections. The injection current into the active section is 2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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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ectra of a U-shaped SGDBR laser diode for the refractive index differences of (a) 0.05, (b) 0.1, (c) 0.2, and (d) 0.3 at butt coupling 

interface between the active and passiv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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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파장 가변 U형 SGDBR 레이저 다

이오드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시간 

영역 시뮬레이션을 통해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성을 해석하

였으며, TIR 미러 영역의 손실,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butt 

결합 경계면에서의 결합 효율 및 굴절률 차이에 따른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계한 U형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는 

상단의 SGDBR 전류를 조절하여 튜닝 하는 경우, 약 6 nm의 

파장 채널 간격으로 가변되며 파장 가변 범위는 약 1525 nm

에서부터 1570 nm 임을 확인하였다. TIR 미러 영역의 손실

은 2 dB 보다 작아야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로서 전체 파장 

가변 범위에서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능동 영역과 수

동 영역 사이 butt 경계에서의 결합 효율이 80%에서 10% 씩 

감소함에 따라 출력 파워가 약 0.7 mW씩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능동 영역과 수동 영역 사이 butt 결합 경계에서의 굴

절률 차이가 커짐에 따라 출력 가능한 파장 채널의 개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굴절률 차이가 0.1 이하가 되어야 전

체 파장 가변 범위에서 모든 파장 채널들의 발진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TIR 미러 및 butt 결합 경계 등을 적

절히 설계 및 공정을 진행하여 얻어지는 U형 SGDBR 레이

저 다이오드는 기존 SGDBR 레이저 다이오드보다 공간 활

용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차후 QPSK 코히어

런트 트랜시버 등 집적도가 높은 여러 복합 광통신 소자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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