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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光)통신, 광 컴퓨터 등을 위한 광집적회로는, 초소형, 저전력, 집적화가 용이한 마이

크로 공진기 형태의 발광 소자가 필요하다. 마이크로 공진기 레이저 중, PQR 레이저는 잘 

알려진 수직공진표면방출 레이저(vertical-cavity surface-emitting laser, VCSEL) 빔의 수

직발진 특성과 2-dimensional Whispering Gallery Modes 마이크로디스크 레이저

(microdisk laser)의 수평발진 특성들과는 다른 3-dimensional Whispering Cave Modes 

toroid cavity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VCSEL 구조의 까다로운 레이징 조건도 대

폭 완화되며, helix manifold 모드 중 PQR 레이징 모드 envelope가 선택될 수 있으며, 문

턱전류가 매우 낮고, 적색편이는 이상적인 양자선과 같은 온도 안정성을 보인다. 

WGM 인 2차원 평면형 마이크로디스크 레이저에 반해 광양자테 레이저는 수직 

dominant한 3차원 WCM 레이저이다 [1]. 즉, 3D WCM레이저는 공진기의 2차원 경계면을 

따라 전반사가 일어나 수평방향으로 광자를 구속하는 한편, 활성층 위, 아래의 DBR에 의해 

수직방향 공진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3차원의 RFP(Rayleigh Fabry-Perot) 공진기를 형성하

게 된다. [2]

그림 1. Home-built 2D/3D single photon scanning system for measuring the beam 

profile

   그림 1은 PQR laser 의 beam profile을 측정하기 위한 Home-built 2D/3D single 

photon scanning system의 schematic diagram이다. PQR 소자 표면 바로 앞에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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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한 single mode fiber를 위치시킨 후, step moter를 이용하여 x-,y- 방향으로 1um 

step씩 이동시키며 2차원 평면을 scanning 한다. 한편, SMF를 통해 집속된 photon flux는 

single photon counting module (SPCM)을 통해 photon counter 로 전달 및 전기적인 신

호로 변환 되어 컴퓨터에 저장되며, polarization 분석 및 divergence angle 측정으로도 응

용된다. 

그림 2. Laguerre-Gaussian beam profile of (좌) mesa type PQR (우) hole type PQR 

at scan height 0 um.  

   그림 2는 위 scanning system을 사용하여 mesa type PQR과 hole type PQR 의 

Laguerre-Gaussian beam 을 관찰한 것이다. 측정 scan height는 0um 이며 scan area는 

60x60 um이다. 

그림 3. Laguerre-Gaussian to Gaussian beam profile - Scan height : (a) 0um (b) 

30um (c) 60um

   그림 3의 beam profile들은 그림2(좌)와 비슷한 고출력 꽃잎형 광양자테 레이저[3]를, 

fiber와 소자 간의 높이가 0, 30, 60um 일 때 측정한 것으로, 측정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형의 Gaussian 형태로 beam이 점차 변형됨을 보인다. 일례로 위와 같은 측정 결과에

서 산출된 div. angle은 10-17˚ 로서, 보통 Lambertian 형 확산을 가지는 LED보다 더욱 수

직방향으로 파워가 집중되며, 알맞은 확산각을 갖도록 소자를 설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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