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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이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를 사용하여 광신호의 변조 응답 향상을 실현하였다. 이
중 전극 구조의 분포 궤환형 반도체 레이저는 자려 펄스 발진 현상으로 인해 수 기가 헤르쯔의 모드 간격을 가진 다중 

광모드 발진 현상을 보인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RF 신호에 대한 광원의 변조 특성을 6 GHz 변조 신호에 대하여 약 

20 dB 향상 시켰으며, 이러한 변조 성능 향상에 대하여 7 GHz의 주파수 가변 영역을 얻었다. 

ABSTRACT

We present the enhancement of narrowband modulation response of an optical source by integrating a 
dual-electrode distributed feedback (DFB) laser with an electro-absorption modulator (EAM). The dual-electrode DFB 
laser exhibits a multiple optical modes owing to a self-pulsation in GHz range. By modulating the laser and modulator 
sections of the integrated device simultaneously, 20-dB of narrowband modulation response enhancement at 6 GHz 
with 7-GHz tuning range has been observed.

키워드 : 분포 궤환형 레이저, 전계 흡수 변조기, 자려 펄스 발진, 마이크로파 포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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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이크로파 포토닉스(Microwave photonics)는 마이

크로파와 광주파수의 장점을 이용한 기술로써, 이 기술

은 기본적으로 광원, 광변조기, 광검출기와 같은 광소자

및 광섬유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 변조,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마이크로파 포토

닉스의 장점은 고 주파수의 광원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생성, 저손실의 광섬유를 이용한 장거리 신호 전송 등이 

있다. 최근 마이크로파 포토닉스는 광신호 처리, 레이

더, 센서, 광전 발진기, 고주파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메

디컬 이미징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 [2]. 
이러한 마이크로파 포토닉스 응용 분야에서 광원 및 

광변조기의 필요조건은 높은 변조 속도, 고효율의 변조 

응답, 낮은 왜곡 특성, 소자의 소형화가 있으며 [1, 2], 이
러한 조건들 중 광원의 변조 성능(고속, 고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어져 오고 있다. 광 

주입 잠금 레이저를 이용하여 주 레이저와 부 레이저 사

이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공진 현상을 이용하여 일반적

인 반도체 레이저보다 약 10 dB의 협 대역 변조 특성 향

상을 구현하는 기술이 제안되었고 [3, 4], 집적 화된 두

개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단일 레이저의 성능보다 상대 

강도 잡음(RIN: relative intensity noise)을 약 10 dB감소

시키고 5 GHz의 주파수 응답 대역 향상을 구현하는 기

술 등이 제안되었다 [5].
본 논문에서는 단일화된 광소자를 이용하여 광신호

의 협 대역 변조 응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 전극 구

조의 분포 궤환형 레이저(DFB: distributed feedback 
laser)에 전계 흡수 변조기(EAM: electro absorption 
modulator)를 집적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중 전극 구

조의 분포 궤환형 레이저에서는 자려 펄스 발진(self 
pulsation)현상에 의해 수 기가 헤르츠의 모드 간격을 보

이는 다중 광 모드가 발생 한다 [6, 7]. 또한 전계 흡수 

변조기와 레이저를 동시에 변조하는 이중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변조 효율을 향상시켰다. 제안된 소자를 이용

하여 레이저와 전계 흡수 변조기를 동시에 마이크로파 

신호로 변조 하였을 때 6 GHz의 변조 신호에 대하여 20 
dB의 변조 효율 향상을 실현 하였다. 또한 레이저에 인

가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7 GHz의 변조 효율 향상 

가변 영역을 달성하였다. 

이 제안된 소자와 이중 변조 방식은 고성능의 변조 

효율을 요구하는 마이크로파 포토닉스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Ⅱ. 전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이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

그림 1은 전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이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의 구조도이다. 제안된 구조의 광원은 

InP 기반의 반도체에 각각 레이저1, 레이저2, 그리고 전

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구조이다. 각 영역의 길이는 

레이저1 과 레이저2 영역은 각각 400 ㎛, 전계 흡수 변

조기 영역은 250 ㎛이며, 광 출력 파장은 약 1550 ㎚ 이
다. 각 영역에 대한 전류 및 전압 바이어스 인가는 도파

관 상층의 Au 금속 전극을 통해 이루어진다. 레이저1과 

레이저2 사이에는 상층 전극을 약 0.2 ㎛의 깊이로 식각

을 하여 5 ㏀ 이상의 전기적 분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활동 영역(Active region)은 양 레이저가 공유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중 전극을 가진 레이

저의 구조는 수 기가 헤르쯔 영역에서 자려 펄스 발진 

현상을 일으킨다 [6, 7]. 이 소자에 대하여 레이저의 두 

전극의 바이어스 값에 따른 전계 흡수 변조기 측면의 

광출력을 광섬유가 연결된 광학 렌즈로 모니터링 하였

을 때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Laser 1
400 µm

Laser 2
400 µm

EAM
250 µm

InP

Au
electrodes

그림 1. 전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이중 전극 구조의 분산 되

먹임 레이저의 구조도

Fig. 1 Schematics of a dual-electrode DFB laser integrated 
with 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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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출력과 전류간의 특성

Fig. 2 DC light-versus-current characteristics

레이저의 바이어스에 의한 광출력을 확인하기 위해

서이므로 전계 흡수 변조기의 전극에는 전압이 인가되

지 않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레이저2 영역에 전류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이저1 에 높은 전류가 인가되어도 

레이저2 의 활동 영역을 통과하면서 광 발진 신호의 흡

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출력 값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2 에만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는 광 

발진 신호가 전계 흡수 변조기 영역으로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값의 광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레이저 영역의 전극의 전기적 분리에 따른 광

출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1 과 레이저2 에 전류가 모두 인가되면 레이저 

1 과 레이저2 가 동시에 광 발진하므로  강한 광 출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일 전극을 

가진 반도체 레이저와 같이 전류 값이 증가할수록 광출

력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집

적 레이저의 문턱 전류는 각각의 레이저 영역에 대하여 

10 ㎃이다. 
다음으로 이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에 집적된 전

계 흡수 변조기의 전달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

여 레이저1 과 2에 각각 20 mA와 60 mA의 고정된 값의 

전류가 인가된 상태에서 전계 흡수 변조기의 전극에 인

가되는 전압 값을 변화시켰다. 
이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전계 흡수 변조기에 

인가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계 흡수가 감소하여 광 

출력 값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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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계 흡수 변조기에 인가된 전압에 따른 광출력 변화

Fig. 3 Measured optical power transmission characteri- 
stics of an electro-absorption modulator

이러한 전달 특성은 일반적인 전계 흡수 변조기 단일 

소자에서 나타나는 전달 특성과 일치하며, 본 집적 소

자에서의  전계 흡수 변조기영역이 광변조기로써 잘 작

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계 흡수 변조

기 영역에 변조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그림 3의 전달 특

성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변조 효율이 결정된다. 본 논

문에서는 제안된 이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의 전류

를 조절하여 자려 펄스 발진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려 

펄스 발진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 값을 가진 변조 신

호로 레이저 2 와 전계 흡수 변조기 영역을 동시에 변조

하여 광 신호의 변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Ⅲ. 광신호의 변조 효율 측정 구성도 

그림 4는 제안된 반도체 레이저-전계 흡수 변조기 집

적 소자의 변조 효율 강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조도이다. 레이저2 와 전계 흡수 변조기에는 변조 신

호를 인가하기 위하여 고주파용 바이어스티와 프로브

를 사용 하였다. 집적 소자에서 발생한 광출력은 광섬유

가 연결된 광학 렌즈에 의해 집광되어 광섬유를 통과 하

게 된다. 광출력의 반사 및 이에 의한 광원 소자의 신호 

열화를 막기 위하여 광 아이솔레이터가 사용되었다. RF 
신호에 대한 광원의 변조 응답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계 

흡수 변조기와 레이저2 를 동시에 RF 신호로 변조하였

으며, 변조된 광 신호는 34 GHz의 대역폭을 가진 광검

출기와 RF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전계 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다중 전극 분포 궤환형 레이저를 이용한 광신호의 협대역 변조 응답 향상

1971

그림 4. 변조 응답 특성 실험도 DC: direct current; OSA: optical spectrum analyzer; PD: photo detector; RF-SA: RF 
spectrum analyzer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modulation response DC: direct current; OSA: optical spectrum analyzer; PD: 
photo detector; RF-SA: RF spectrum analyzer

Ⅳ. 변조 효율 측정 결과

그림 5는 제안된 이중 전극 레이저-전계 흡수 변조기 집

적 소자에 대한 광 스펙트럼이다. 먼저 흑색 점선은 레

이저2 에만 바이어스를 인가한 경우에 대한 광 출력이

다. 이 경우에는 단일 모드를 가진 광 출력이 발생된다. 
(I1=0㎃, I2=67.0㎃, VEAM=-0.92 V) 반면, 흑색 실선은  

레이저의 두 전극에 모두 전류를 인가한 경우에 대한 

광출력 스펙트럼이며, 다중 광 모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I1=21.9㎃, I2=67.0㎃, VEAM=-0.92 V). 다중 모

드 스펙트럼은 이중 전극 구조 분포 궤환형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자려 펄스 발진 현상에 의한 것이다. 본 실험

의 광 출력 스펙트럼 측정에서는 광 스펙트럼 분석기의 

분해능에 제한을 받아 (RBW=0.05 nm) 다중 광 모드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자려 펄스 

발진 현상에 의한 광출력의 모드 간격 주파수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 광 모드 발진 신호를 광 검출기로 검출

하여 이를 RF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한 결과가 그림 6
에 나타나 있다. 그림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강한 자

려 펄스 발진이 기인하여 6 GHz의 주파수 영역에 다중 

광 모드 신호에 대한 비팅 신호가 측정된다. 또한 12 

GHz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6 GHz 대역의 신호에 의한 

2차 하모닉 신호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다중 광 모드 

현상을 보이는 광신호를 모드 간격과 매우 근접한 주파

수(이 경우 약 6 GHz)를 가진 RF 신호로 변조하게 되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 특성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5. 이중 전극 구조 DFB 레이저의 단일 동작, 다중 동작 

각각의 광학 스펙트럼

Fig. 5 Optical spectrum for a single and dual-section bia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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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중 광 모드 발진 동작 상태에서 발생된 RF 비팅 신호

Fig. 6 RF beat note for optical multi modes operation 
under laser dual-section bias

그림 7. 주파수 응답 측정

Fig. 7 Measured frequency responses

그림 7은 제안된 이중 전극 레이저-전계 흡수 변조기 

집적 소자에 의한 변조 특성 향상에 대한 실험 결과이

다. 변조 응답을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저2 와 전계 흡수 

변조기에 동시에 변조 신호를 인가하였다. 비교를 위하

여 단일 모드 레이저 동작과 다중 모드 레이저 동작 상

태를 모두 측정하였다. 
이중 전극 레이저의 각 레이저 영역에 모두 전류를 

인가한 경우에는 6 GHz 의 자려 펄스 발진 및 이에 기

인한 변조 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단일 모드 레

이저 동작과 비교하여 6 GHz 의 변조 신호에 대하여 약 

20 dB의 변조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림 8. 이중 전극 레이저에 대한 전류값의 변화에 따른 자려 

발진 주파수의 변화

Fig. 8 Measured self-pulsation frequency as a function 
of bias condition on a dual-section laser

또한 두 레이저 전극에 인가되는 전류 값을 변화시킴

으로써 자려 펄스 발진이 발생하는 주파수를 변화시켜 

변조 성능 향상에 대한 주파수 영역을 가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레이저의 전류 값의 변화 및 조합

에 따라 가변 하는 자려 펄스 발진 주파수를 연속적으

로 측정한 분포도이다. 레이저 각 영역의 전류를 조합

함으로써 2~9 GHz 의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자려 펄스 

발진 주파수의 가변 영역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해

당하는 가변 영역에 대하여 광신호의 변조 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중 전극 구조를 가진 분포 궤환형 레이저와 전계흡

수 변조기가 집적된 단일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광신호

의 협 대역 변조 응답 향상을 실현 하였다. 이중 전극 레

이저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려 펄스 발진 현상과 레이저

-전계 흡수 변조기에 대한 이중 변조를 동시에 적용하

여 6 GHz 에서 20 dB의 변조 응답 성능 향상을 달성하

였다. 제안된 소자에 의한 광신호의 변조 응답 향상은 

고효율의 변조 광원을 요구하는 마이크로파 및 광파 융

합 응용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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