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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abricated distributed feedback InGaAsP/InP laser diodes for optical fiber communication module and characterized

the lasing properties in continuous wave operation. The active layer of 7-period InGaAsP(1.127 eV)/InGaAsP(0.954 eV)

multi-quantum well structure was grown by the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grating for waveguide was

also fabric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Mach-Zehender holographic method of two laser beams interference of He-

Cd laser and the fabricated laser diode has the dimension of the laser length of 400 ㎛ and the ridge width of 1.2 µm.

The laser diode shows the threshold current of 3.59 mA, the threshold voltage of 1.059 V. For the room-temperature

operation with the current of 13.54 mA and the voltage of 1.12 V, the peak wavelength is about 1309.70 nm and optical

power is 13.254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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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광통신이 초고속화됨에 따라 저 손실 광 케이

블의 파장영역(1.1~1.55µm)의 반도체 레이저 (semicon-

ductor laser)의 조건으로는 먼저 분산성(dispersion)이 적

은 분광 순수 특성(spectral purity)으로서 횡 평면상

(transverse plane)으로 단일모드와 단일 종 모드(SLM:

single longitudinal mode)를 가져야 한다[1]. 또한 분광

선 폭(spectral linewidth) 특성으로 발진 모드(lasing

mode)와 결합하는 자발 발광(spontaneous emission)의

무작위 위상(random phase)으로 인한 유한 크기의 분광

선 폭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상 잡음(phase noise)

을 제한함으로써 단일모드(single mode) 반도체 레이저

를 구현하여야 한다. 광통신 시스템의 광원으로 사용되

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laser diode)로는 분포

귀환형(DFB: distributed feedback) 을 포함하여[2,3], 잡

음이 심하고 구조가 간단하지만 응답속도가 느려서 초

기 광통신 소자로만 사용되던 Fabry-Perot 형[4,5], 파장

가변의 분포 브래그 반사형(DBR:distributed Bragg

reflection)[6], 주입 잠금형(injection locking)[7], 그리고

결합 공동형(coupled cavity) LD [8] 등이 연구되었으며,

특히 이중에서 DFB LD는 분광 순수성이 우수하여 광

통신용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DFB LD는 Bragg 회절격자가 형성된 부위에 전류를

주입하여 이득을 갖는 레이저로서 활성층 바로 위층

부위에 회절격자를 형성한다 [9-13]. 이러한 회절격자

구조는 활성층 영역에서 광을 분산시키고, 레이저 공진

기내에서 광 귀환(optical feed-back)을 시킴으로써 파

장의 안정성과 고출력, 그리고, 짧은 선 폭 및 빠른 응

답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DFB LD는 단일 주†E-mail : kimk@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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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광을 출력시키는 거의 완벽한 결 맞음(coherent)

광원이지만, 모드의 잡음이 생기기 쉽고, 광학적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역학적 안정성이 필요하다

[14-16]. 

본 연구에서는 광통신용 저 손실 영역의 발진파장을

가지는 광 분산 귀환형 InGaAsP/InP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공정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반도체 레이저의 동작

특성 및 스펙트럼 측정으로부터 발진 파장, 임계전류,

측 모우드 억제율(SMSR: side-mode suppression ratio)

을 측정하였다. 

 2. 실 험

분산 귀환형 edge-emitting 레이저 다이오드 구조는

Fig. 1의 다이어그램과 같은 형상이다. 발광 활성층 위

에 광 도파로(optical waveguide) 나노 회절격자 (nano-

grating)를 형성하고 상하부의 전극에서 전압을 인가하

면 전자와 정공이 길다란 활성층 주위에 모이게 함으

로써 전류밀도를 높이고, 발광세기를 집중시켜 나노 회

절격자에서 분산 귀환케 함으로써 양끝 선단 가장자리

에서 발진하는 형태이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공정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LD소자의 제조공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표1은 제1 단계의 9개 공정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이러한 회절격자와 활성층 증착 및 ridge

형성에 대한 공정을 자세히 Fig. 2에서 설명하였다.

Fig. 2(a)는 n-InP:Si wafer에 유기금속 화학기상증착

공정(MOCV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을 통한 n-InGaAsP 박막층을 형성하였으며, 다시 이

위에 InGaAsP(Eg = 1.127 eV)/InGaAsP(Eg = 0.954 eV)

초격자(superlattice) 구조를 7주기로 하는 다중 양자우

물(MQW: multi-quantum well) 활성층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p-InGaAsP 피복층을 형성하였으며, 이 층에 발

진하는데 필요한 광 도파로를 형성하기 위해 발광이

국소화하도록 산등성 같은 ridge를 형성하는 식각 공

정을 수행하였다. DFB LD에 필요한 광 도파로용 회

절격자는 Mach-Zehender 간섭계를 이용한 홀로그래

피 간섭 노광법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레이저는

325 nm 발진 파장을 갖는 He-Cd 레이저가 이용되었

다. PR 두께는 AZ5206 과 AZ thinner(1:3)로 희석 후,

50 nm 두께로 패턴을 제작하였다. 회절격자 주기는

Bragg 조건식으로부터 277 nm 이고, 높이는 20 nm로

제작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GaAsP/InP DFB laser

diode with the chip dimension 400㎛ (laser

length) × 300 µm (width) × 100㎛ (height) and
lasing ridge width of 1.2 µm. 

Table 1. LD chip fabrication process(I) for grating and

active layer growth and ridge formation

No 공정 장비/재료

(a) Deposition of MQW InGaAsP/InP MOCVD

(b) Wet etching of InP Cap layer 인산/염산

(c) Wet etching of InGaAs mask layer 인산/과수

(d) Deposition of SiN layer PECVD

(e) P/R pattern formation AZ5206

(f) Dry etching of SiN layer RIE

(g) Dry etching of MQW epilayer RIE

(h) Mesa wet etching 염산

(i) Edge wet etching
HBr/인산/

크롬산

Fig. 2. LD chip fabrication process(I) for grating and

active layer growth and ridg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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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 에서 mesa etching을 위해, MOCVD장비로

증착한 InP cap층을 인산과 염산(7:3)으로 제거하였고,

Fig. 2(c)에서 InGaAs 마스크 층을 인산과 과수 및 DI

water(1:1:5)로 제거하였다. 그리고, Fig. 2(d)에서 플라

즈마 화학기상증착(PECVD)법으로 SiN층을 10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Fig. 2(e)에서 포토공정을 통해 P/

R(AZ5206) 패턴을 형성하였다. 또한, Fig. 2(f)에서

SiN층을 RIE 식각하고, Fig. 2(g)에서 n-InP 기판 층까

지 메탄과 수소(1:1) 가스 분위기에서 RIE로 식각하였

다. Fig. 2(h)에서 다시 HCl과 물(1:5)로 습식 mesa 식

각하였다. 다시 가장자리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Fig.

2(i)에서 HBr과 인산 및 크롬산 Cr2O7 (2:2:1-BPK221)

로 습식 식각하였다.

표2는 제 2단계의 9개 공정에 관한 것으로, 발광 활

성 발진부에 전류를 공급하는 통로를 2개의 채널로 형

성하는 공정이며, 이를 자세히 Fig. 3에서 설명하였다.

Fig. 3(a)은 mesa etching 공정으로 인산과 염산(7:1)의

습식 식각을 하였다. 그리고, Fig. 3(b)에서는 p-InP:Zn

에피층과 n-InGaAsP:Si 에피층을 MOCVD 공정으로

성장하였다. Fig. 3(c)에서 SiN층을 BOE(6:1/10 min)Table 2. LD chip fabrication process(II) for two channel

formation on the active ridge region

No 공정 장비/재료

(a) Mesa wet etching 인산/염산

(b)
Deposition of InP:Zn and 

InGaAsP:Si layers
MOCVD

(c) Wet etching of SiN layer BOE/황산

(d)
Deposition of InP:Zn and 

InGaAsP:Zn, InP cap layers
MOCVD

(e)
InP cap wet etching and 

SiN deposition
황산염산/

PECVD

(f) Photolithography and SiN etching RIE

(g)
P/R remove and double channel 

etching
BPK

(h) SiN wet etching and deposition BOE/PECVD

(i) Photolithography and SiN etching RIE

Fig. 3. LD chip fabrication process(II) for two

channel formation on the active ridge region.

Table 3. LD chip fabrication process(III) for metal contacts

of DFB laser diode

No 공정 장비/재료

(a) Deposition of Ti/Pt/Au and lift-off e-beam

(b) Base metal deposition of Ti/Au e-beam

(c) Photolithography for pad electrode Photo-mask

(d) Au pad formation and remove P/R e-beam

(e) Rapid thermal annealing RTP

(f) P/R coating for back lapping AZ5214

(g) Back lapping for bulk thinning Wax

(h) Back contact metal deposition Cr/Au

(i) Rapid thermal annealing RTP

Fig. 4. LD chip fabrication process(III) for metal contacts

of DFB laser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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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식각한 후, 황산과 과수 및 물(3:2:1)로 표면

처리를 하였으며, Fig. 3(d)에서 3차 MOCVD공정으로

p-InP:Zn 피복(passivation)층과 p-InGaAs:Zn층 및 InP

cap층을 형성하였다. Fig. 3(e)에서는 double channel을

식각하기 위해 InP cap층을 황산과 염산(7:3/2 min)으

로 제거한 후, SiN층을 100 nm 두께로 증착 하였다.

Fig. 3(f)에서는 포토공정과 SiN 식각 공정을 수행하였

으며, Fig. 3(g)에서 P/R 제거 및 double channel 식각

을 BPK(222/80 sec)로 깊이 6 µm 까지 수행하였다. 그

리고, Fig. 3(h)에서 SiN층을 BOE(6:1/5 min)로 식각한

다음, SiN층을 다시 증착 하였다. 또한 Fig. 3(i)에서

Ohmic 접촉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토공정과 SiN 층을

RIE 식각 하였다.

표 3은 제 3단계의 9개 공정에 관한 것으로, DFB

LD의 Ohmic 접촉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이며, 이를 자

세히 Fig. 4에서 설명하였다. Fig. 4(a)에서는 Ohmic

metal 증착 공정을 전자 빔(e-beam) 증착 장비에서 수

행하였으며, Ti(30 nm)/Pt(30 nm)/Au(200 nm) 박막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어서 lift-off 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4(b)에서는 base metal로 Ti(20 nm)/Au(20 nm) 박

막을 증착하였다. Fig. 4(c)에서 pad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토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4(d)에서 pad 금

속으로 Au (3 µm)를 형성한 후, P/R를 제거하였다.

Fig. 4(e)에서 불필요한 부위의 base metal Ti/Au 층을

식각하고, 급속 열처리로(RTP)에서 450oC에서 25 sec

동안 annealing 처리하였다. Fig. 4(f)에서 후면 bulk층

을lapping 공정을 위한 P/R(AZ5214) protection

coating처리를 하였다. Fig. 4(g)에서 유리판 위에 웨이

퍼를 wax로 부착시킨 다음, lapping 공정으로 후면 층

을 100㎛ 두께로 연마하였다. 그리고 Fig. 4(h)에서 연

마된 후면에 염산과 물(1:1/20 sec)로 표면 처리 후,

전자빔 증착 장비에서 후면 n-전극층 Cr(50 nm)/

Au(300 nm) 금속박막을 증착하였다. 또한 Fig. 4(i)에

서 wax와 P/R층을 제거하고, RTP로 380oC에서 25 sec

동안 annealing 처리 하였다.

Fig. 5(a)는 chip-on-wafer의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tip

을 이용하여 줄을 긋는 scribing 공정을 수행하고 난

후, Fig. 5(b)에서 chip bar 형태로 결정면 방향으로 절

단하여 분리하였다. Fig. 5(c)에서는 chip bar를 모로 세

워서 dummy Si 기판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sputter

장비를 이용하여 한쪽 면을 광학거리 1/4 파장의 두께

로 SiO2/Si high reflection 박막을 형성하였다. Fig. 5(d)

에서는 또 다른 면에 Si3N4 anti-reflection층을 PECVD

장비로 증착함으로써, 레이저 발진이 가능하도록 제작

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5(e)에서 다이아몬드 tip를 이

용하여 chip bar를 개별 칩으로 분리한 후, Fig. 5(f)에

서 분리된 칩으로 sorting 공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FB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과정에서 개별공정의 평

가를 위하여 제작된 구조형상을 전자현미경(SEM)으로

Fig. 5. LD chip separation process for scribing, breaking,

and reflection coating on the edge region.

Fig. 6. SEM images of ridge region: (a) and (b) for RIE

etching and (c) and (d) for chemical wet etching

process.

Fig. 7. SEM images of ridge region formed by mesa

etching process: (a) and (b) for the chemical

etching and (c) and (d) for bulk e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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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먼저 Fig. 6(a,b)는 발진부위인 ridge의 형성

을 확인하기 위해, Fig. 2(g)의 공정 수행 후에 관찰한

SEM 이미지로서, RIE 식각 공정으로 ridge가 잘 형성

됨을 확인하였다. Fig. 6(c,d)는 Fig. 2(h)의 습식 식각

공정을 확인하는 SEM 이미지로 fillet 부위에서 등방 식

각되어, round 의 곡률 반경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Fig. 7(a,b)는 Fig. 2(i)에서 습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

여 얻은 ridge 의 SEM 이미지이다. P-InGaAsP층에 형

성한 회절격자의 문양이 ridge상을 잘 나타낸다. Fig.

7(c,d)는 Fig. 3(a)의 mesa etching에서 습식 식각 공정

을 확인하는 SEM 이미지로 양호한 식각 단면을 보이

고 있다. 

Fig. 8(a, b)는 Fig. 3(b)에서 2차 MOCVD공정을 수

행하여 p-InP:Zn filling layer와 n-InP:Si blocking layer

를 순차적으로 증착한 공정에 대한 SEM 이미지로서,

mesa etching 된 부위가 채워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운데 오목한 부위가 발광 ridge부위이며, 새로운 양쪽

2개의 ridge는 n-형 도핑되어 주입된 정공이 가운데

ridge를 벗어나 확산됨을 방지함으로써, 전류밀도를 증

가시키는 목적으로 형성한 층이며, 동시에 정공에 대해

서는 blocking 층으로 작용한다. Fig. 8(c,d)는 3차

MOCVD 공정을 수행한 Fig. 3(d) 공정에서 p-InP:Zn

cladding layer, p-InGaAs:Zn, InP cap층을 증착하여

ridge주위에 단차가 줄어들었다.

Fig. 9는 전극 형성을 완료하여 제작한 DFB laser

diode를 나타내는 SEM 이미지이다. 칩의 크기는 laser

length가 0.4 µm이고, laser width가 0.3 µm이며, 칩 두

께는 0.1 µm이다. 또한 laser 발진부위인 ridge width는

1.2 µm이다.

제작된 DFB LD의 동작특성을 연속적인 전기 발광상

태(CW: continuous wave)의 동작 조건에서 측정온도

25oC와 60oC에서 각각 분석 및 평가하였다. Fig. 10(a)

는 25oC에서 luminescence-current voltage(L-IV) 측정

결과이다. 발진 임계전류가 Ith= 3.59 µA, 임계전압은

Vth= 1.059 V, 미분효율(SE: slope efficiency)은 SE = 0.588

W/A 의 양호한 특성을 얻었다. 누설전류는 Ir= 0.3  µA이

며, 동작전류는 Iop=13.54 − 23.43 mA이며 동작전압은

Vop =1.12− 1.18 V이다. 출력전력은 13.254 mW이며, 효

율은 8.46 % 이다. Fig. 10(b)는 발진파장의 스펙트럼을

25oC, CW 동작에서 동작전류가 Iop=13.54 mA일 때,

단일모드의 peak 파장은 1309.7 nm이며, 발진세기는

−35.08 dBm이다. 또한 측 모우드 억제율은 SMSR =

36.60이었다. 

Fig. 11(a)는 동작전류가 Iop= 13.54 mA일 때, 단일모
Fig. 8. SEM images of ridge region after (a,b) growths

of blocking and filling layer of InP and (c,d)

growths of cladding and capping layers of InP and

InGaAs.

Fig. 9. SEM images of the completed chip of DFB laser

diode. 

Fig. 10. DFB LD chip properties on (a) L-IV and lasing

spectrum measured at 25.



136 전경남·김근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1

드의 peak 파장 1309.7 nm에서 laser beam의 X축 방

향 또는 수평 빔의 폭은 22.47o, Y축 방향 또는 수직

빔의 폭은 26.22o를 가지며, Gaussian 분포의 폭은 각

각 23.01o, 23.33o를 갖는다. 중심점 좌표는 (X,Y) =

(3.13,−0.68)를 갖는다. Peak brightness는 227 dB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DFB LD는 다중양자우물

활성층상부에 형성한 회절격자와 발광 활성층사이의

광결합이 원활히 형성되었으며, 광통신 모듈에 필요한

DFB LD소자의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7]. 

Fig. 12(a)는 60에서 L-IV 측정결과이다. 발진 임계

전류가 Ith=9.40 mA으로 25에서의 임계전류 Ith= 3.59

mA보다 크게 증가되었으며, 임계전압은 Vth= 1.028 V로

큰 차이가 없었다. 미분효율은 SE = 0.455 W/A 로 다소

적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누설전류는 Ir=9.12µA로 크게

증가하며, 동작전류는 Iop= 20.58-31.52 mA로 매우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작전압은 Vop =1.156-

1.221 V로 약간 증가되었다. 출력전력은 9.305 mW로

상온동작에서의 출력전력13.254 mW에 비해 매우 크

게 감소하였으며, 효율은 6.91 %로 낮아진다. Fig.

12(b)는 발진파장의 스펙트럼을 60oC, CW 동작에서

동작전류가 Iop= 20.58 mA일 때, 단일모드의 peak 파

장은 1314.2 nm로 온도상승으로 인해 적색천이(red-

shift) 하였다. 또한, 발진세기는 − 35.39 dBm이며, 측

모우드 억제율은 SMSR 37.97이었다. 

Fig. 13(a)는 동작전류가 Iop= 20.58 mA일 때, 단일모

드의 peak 파장 1314.2 nm에서 laser beam의 수평 빔의

폭은 28.26o, 수직 빔의 폭은 30.42o를 가지며, Gaussian

분포의 폭은 각각 24.26o, 24.51o를 갖는다. 또한 중심점

좌표는 (X,Y) = (2.09,-1.70)를 갖는다. Peak brightness

는 166 dB로 상온에서의 227 dB보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포 귀환형 InGaAsP/InP 레이저 다

이오드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CW 구동 조건하에서 레

Fig. 11. Laser beam profiles of DFB LD Chip for (a)

horizontal beam and (b) vertical beam components

measured at 25.

Fig. 12. DFB LD chip properties on (a) L-IV and lasing

spectrum measured at 60.

Fig. 13. Laser beam profiles of DFB LD Chip for (a)

horizontal beam and (b) vertical beam components

measured at 25.



광통신 모듈용 분포 귀환형 InGaAsP/InP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및 소자 특성평가 137

Journal of KSDT Vol. 10, No. 4, 2011

이저 발진 특성을 관찰하였다. MOCVD 공정을 통하여

에피박막을 성장하였으며, 1차 , 2차 및 3차의 박막성장

을 통하여 레이저 구조를 형성하였다. 1차 MOCVD공

정에서 7주기를 갖는 1.127 eV 밴드 갭 에너지의

InGaAsP 4원합금의 양자 장벽층과 0.954 eV 밴드 갭

에너지의 InGaAsP 양자 우물층을 교대로 초격자 구조

를 증착하였다. 또한 광 도파로용 나노 회절격자를

Mach-Zehender 간섭계를 이용하여 홀로그래피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제작하였다. 제작된 레이저 다이오드 칩

은 laser 길이 400 µm, 폭 300 µm, 두께 100 µm를 가지

며, 발광부위의 ridge 폭은 1.2 µm 정도로 제작되었다.

레이저 빔은 단일모드를 잘 형성하였으며 발진 임계전

류는 상온에서 연속 동작할 때, 3.59 mA 이고 임계전압

은 1.059 V 이었다. 동작전류가 13.54 mA 이고 동작전

압이 1.12 V이면 단일모드의 피크 점의 파장은

1309.70 nm 이고, 광 전력은 13.254 mW 이었다. 60oC

에서 발진 특성은 상온에서보다 임계전류가 크게 증가

되었으며, 임계전압은 큰 차이가 없었다. 미분효율은 다

소 작아지며, 누설전류는 크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 출력은 상온 동작에서보다 매우 크게 감소하였으며,

단일모드의 peak 파장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적색으로

천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분포 귀환형

InGaAsP/InP 레이저 다이오드는 광통신 모듈에 필요한

DFB LD개별소자의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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