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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red mesa구조를 이용한 높은 단일 모드 생성 DFB-LD

DFB-LD with high single mode yield using
tapered mesa structure

김용, 심종인, 장동훈
*
, 방동수

*
, 박성수

*
, 김인

*
, 김

*
, 어 선

한양 학교 고속회로연구실, 삼성 자 자LAB*

yong@giga.hanyang.ac.kr

1. 서론

 시 에 통신 시스템은 안정 이고 높은 단일 모드를 갖는 원을 필요로 한다. 이 조건을 만

족하는 / 4λ  phase shifted DFB
(1)
는 높은 단일모드 생성을 보 으나 high spatial hole burning문제

을 가지고 있다. / 4λ  phase shift를 사용하지 않은 dual-pitch grating DFB(2)가 소개되었지만 제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구조인 selection-free tapered stripe DFB lasers
(3)
가 제안되었는데 제작

이 간단하면서도 높은 단일모드 생성을 보 다. 이에 본 논문은 높은 단일모드 생성을 만족할 수 있는 

tapered mesa structure에 하여 시뮬 이션 하고 / 4λ  phase shifted된 구조와 비교해 보았다. 

tapered mesa structure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ser 두 역의 stripe의 폭을 다르게 하여 각 

역의 effective refractive index차이를 주어 이  모드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리이다.

2. 해석에 사용된 model

DFB를 해석하기 하여 coupled-wave eguation을 수치 해석 으로 계산하는 달행렬방법(4)을 사용

하 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높은 단일모드 생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기 해 gain margin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 다.

                             △gL @(gSM-g th )gL      

SMg 은 주요한 side mode의 amplitude gain이고 thg 는 main mode의 amplitude gain을 나타낸다. L은 

이 의 종축 길이이다. spatial hole burning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f 라는 변수를 정의하 다.

                                          f @P min /P max
   

 여기서, maxP 는  이  내에서의 최  워이며 minP 은 최소 워를 나타낸다.

 의 변수들 △gL과 ƒ를 이용하여 yield를 통계 으로 계산하 다. 그림 1의 구조에 나오는 변수들을 

그림 2의 각 값들을 이용하여 우선 L1과 L2의 길이를 결정하여 고정하고 다음으로 w1과 각각의 w2에 

하여 계산하여 1번째 region의 길이는(L1) 350um, 2번째 region의 width(w2)는 1.25um가 정한 값임

을 얻을 수 있었다.

3. 해석 결과  결론

 최 화된 변수 값을 이용하여 양 끝단의 단면반사율(R1, R2)을 각각 3.0, 1.0, 0.1%에 해 계산하여 그

림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면반사율 1%에 해 / 4λ  phase shift를 사용한 구조(그림 3.)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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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sa stripe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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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 ≥0.4인 경우 △gL이 0.3인 지 에서 30%정도 더 높은 yield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

지 tapered mesa 구조를 이용하여 단일모드 yield를 구했고 / 4λ  phase shift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

여 보았다. 앞으로 더 큰 f값에 해 높은 yield를 가질 수 있는 진보된 tapered mesa 구조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2. 사용된 변수들의 값 (단 : um)

      그림 3. / 4λ  phase shift구조의 yield

                       

                                                            그림 4. tapered mesa구조의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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