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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요약

종래의 외부 공진기형(共振器型) 반도체 레이저보다 출력이 크고, 또는 양호한 단일(單一) 모드 특성이 얻어지는 외부 공

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11), 창(窓) 유리(glass)(16), 그레이팅(grating) 및 렌즈를 가지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 있어

서, 몇 개(some)의 개량(改良)을 행한다. 제1 개량점은 창 유리(16)를 레이저 다이오드(11)의 발광면(發光面)(19)에 대해

서 소정(所定; predetermined)의 각도만큼 경사(傾斜)시키는 것이다. 제2 개량점은 그레이팅에 대해서 S파(波)가 조사(照

射)되도록 레이저 다이오드(11) 등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제3 개량점은 레이저 다이오드(11)를, 출력 파워가 45㎽ 이

하(以下)인 경우에, 킹크(kink)의 발생을 억지(抑止; suppression)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他) 개량점은 레이저 다이

오드(11)의 발광면의 반사율, 렌즈의 개구수(開口數), 외부 공진기 길이(長; length), 그레이팅에서의 1차 광 반사율을 각

각 적절한 값으로 최적화(最適化)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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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7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외부 공진기형(共振器型) 반도체 레이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년(近年; recent years)에, 반도체 레이저는 소형(小型)이고 또한 저소비 전력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정보 기기에 많

이 사용되게 되어 왔다. 이러한 반도체 레이저 중에는, 외부로부터 소정(所定; predetermined) 파장의 광을 입사(入射)하

는 것에 의해서 반도체 레이저의 발진광(發振光)의 파장을 안정화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가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Littrow형(型)의 반도체 레이저에 대해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100)

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 소자(素子)로부터 출사(出射; emit)된 종다(縱多)모드(mode)의 레이저광이 렌즈(콜리메이트 렌즈)

(101)에 의해 평행하게 모아지고, 그레이팅(grating)(102)에 입사된다. 그레이팅(102)은 그의 배치 각도에 따라서, 입사한

광 중, 특정의 파장을 가지는 광을 1차(次) 회절광(回折光)(103)으로서 출력한다. 이 1차 회절광(103)은 렌즈(101)를 거쳐

서 레이저 다이오드(100)에 역주입(逆注入)된다. 이 결과, 레이저 다이오드(100)가, 주입된 1차 회절광에 공진해서 단일

(單一) 모드의 광을 출사하게 되며, 그 광의 파장은 그레이팅(102)으로부터의 1차 회절광(103)의 파장과 같(同)아진다.

또, 그레이팅(102)에 입사한 레이저광의 나머지(殘)는, 0차 광(104)으로 되고,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반사된다.

여기서, 종래부터 시판(市販)되고 있는 대표적인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포함하는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을,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레이저 시스템(120)의 평면도이며, 도 3은 도 2에 도시하는 화살표 C의 방향을 따라

서 본 레이저 시스템(120)의 정면도이다. 이 레이저 시스템(120)의 구성은 문헌 L. Ricci, et al. : "A compact grating-

stabilized diode laser system for atomic physics", Optics Communications, 117 1995, pp.541-549에 기재된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과 마찬가지의 것이다.

도 2 및 도 3에 도시하는 레이저 시스템(120)은 레이저 다이오드(121), 렌즈(콜리메이트 렌즈)(122), 그레이팅(123), 제1

지지부(124), 제1 나사(125), 제1 홈(126), 제2 지지부(127), 제2 나사(128) 및 제2 홈(129)을 포함하는 레이저부(130)

와, 펠티에(peltier) 소자(141), 히트 싱크(142)를 포함하는 온도 제어부(143)로 이루어진다.

도 2 및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이저 시스템(120)은 렌즈(122), 그레이팅(123) 등의 광학(光學) 부품을 레

이저 시스템(120)의 설치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레이저광의 광로(光路)는 해당(當該) 설치면에 대해서 거

의 수평으로 된다. 또, 온도 제어부(143)가 레이저부(130)의 하측(下側)에 배치되어 있다. 온도 제어부(143)에 의해서 온

도가 제어되고 있는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121), 렌즈(122) 등의 레이저부(130)의 각 구성요소(構成要素)이다. 또, 온도

제어부(143)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121)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의해서 광원(光源)의 안정화가 도모된다.

레이저 시스템(120)은 또,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레이팅(123)의 배치 각도를 바꾸는 것에 의해, 그레이팅(123)으로

부터 레이저 다이오드(121)로 향하는 1차 회절광의 파장이 변화하며, 그 결과, 레이저 다이오드(121)의 발진광의 파장이

조정된다. 그레이팅(123)에서 반사된 0차 광(D)은 외부로의 출사광으로 된다.

그레이팅(123)은 제1 지지부(支持部)(124)에 보존유지(保持; hold)되어 있다. 제1 지지부(124)에는 제1 홈(126)이 설치

되어 있고, 같이(同) 제1 지지부(124)에 설치된 제1 나사(125)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제1 홈(126)의 간격이 부분적으

로 넓어지거나 혹은 좁아지며, 그것에 의해서 그레이팅(123)의 수평 방향의 배치 각도가 조금(僅; slightly, minutely) 변화

한다.

마찬가지 기구가, 그레이팅(123)의 수직 방향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레이팅(123)을 보존유지하는

제1 지지부(124)는 제2 지지부(127)에 보존유지되어 있다. 제2 지지부(127)에는 제2 홈(129)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이

제2 지지부(127)에 설치된 제2 나사(128)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제2 홈(129)의 간격이 부분적으로 넓어지거나 혹은 좁

아지며, 그것에 의해서 제1 지지부(124) 및 그레이팅(123)의 수직 방향의 배치 각도가 조금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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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레이저 다이오드(121)로서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한 것이, 몇 개(some)의 메이커에 의해서 개발되어, 광 디

스크 등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 상기와 같이, 외부 공진기를 구비한 레이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 단일

모드의 싱글성(性)의 레이저광이 요구되는 홀로그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의 용도에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왔다.

또, 시판되고 있는 동형(同型)의 레이저 시스템의 최대 출력은 카탈로그 상(上), 15㎽까지이다.

그렇지만,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실제로 홀로그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以上)의 레이저 출력이 필요하게 되며, 종래의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는 이와 같은 출력 레벨에는 도달해 있지 않

다.

또,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는 외부 공진기에 의해서 단일 모드를 실현시키고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분

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보다 출력이 크고, 또는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진다

고 하는 두 개의 특징을 가지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혹은 상기 특징중 하나를 가지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

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외부로 사출되는 레이저광의 출력이 30㎽ 이상이며, 홀로그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의 용도에 이용

가능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활성층(活性層)을 포함하는 복수(複數)의 층을 가지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광면(發

光面)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창(窓) 유리(glass)와,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부터 출사되고, 창 유리를 통과한 광을 수광(受光)

하며, 수광한 광 중 특정의 파장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되돌려보내도록 배치된 그레이팅과,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그레

이팅 사이에 배치되고,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부터의 광을 집광(集光)하는 렌즈를 가지며, 창 유리가,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활성층과 다른(他)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고, 반도

체 레이저 소자의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고,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광면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제1 축과 직교(直交)하는 제2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지 않는 제1 상태, 또는 제1 축에 대해

서 평행하게 되지 않고, 또한 제2 축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게 되는 제2 상태로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이다.

본 발명은 활성층을 포함하는 복수의 층을 가지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창

유리와,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출사되고, 창 유리를 통과한 광을 수광하며, 해당 수광한 광 중 특정의 파장을 레이저 다이

오드에 되돌려보내도록 배치된 그레이팅과, 레이저 다이오드와 그레이팅 사이에 배치되고,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의 광을

집광하는 렌즈를 가지며, 창 유리가,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에 대해

서 거의 수직인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제1 축과 직교하는 제2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

지 않는 제1 상태, 또는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지 않고, 또한 제2 축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게 되는 제2 상태로 배치

되고, 레이저 다이오드가, 그레이팅에 대해서 S파(波)를 제공하도록, 레이저 다이오드 및 그레이팅의 배치가 결정되고, 레

이저 다이오드가, 적어도 45㎽의 출력 파워를 구비하고, 적어도 45㎽ 이하(以下)의 출력 파워로 광을 출사하고 있는 경우

에 킹크(kink)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의 반사율이 3% 이하이며, 렌즈의 개구수(開口數)

가 0.3∼0.7이며, 외부 공진기 길이(長; length)가 10㎜∼30㎜이며, 그레이팅의 1차 회절광의 반사율이 10%∼30%이도록

구성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선도(略線圖; schematic diagram),

도 2는 종래의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선도,

도 3은 도 2의 레이저 시스템의 측면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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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일반적인 레이저 다이오드 및 관련 요소(關連要素)를 도시하는 개략선도,

도 5는 도 4의 레이저 다이오드 및 관련 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본 개략선도,

도 6은 단일 모드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의, 파장과 출력 파워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1예를 도시하는 개략선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개략선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해서 단일 모드가 실현되고 있는 경우의, 파장과 출력 파워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0은 킹크 발생의 예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1은 킹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개략 선도.

<부호의 설명>

11, 30: 레이저 다이오드, 12, 36: 활성층, 16: 창 유리, 17: 레이저광, 40: 리지 측면 매입층.

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본 발명은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포함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구성에 몇 개의 개량(改良)을 가(加)하여, 출력

의 증대, 단일 모드 특성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라 함은, 예를 들면 레이저 다

이오드 등의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 렌즈, 및 그레이팅이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위치 관계로 배

치된 것을 가리킨다. 또, 레이저 다이오드로서는, 예를 들면 파장 395㎚∼415㎚의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용된다. 이후

에서는, 본 발명에 관련된 상기 개량에 대해서 차례(順)대로 설명한다.

[1 . 창 유리의 경사(傾斜) 각도의 최적화(最適化)-다중 반사(多重反射)의 억지(抑止; suppression)]

제1 개량점은 반도체 레이저의 창 유리를 소정의 방향으로 소정의 각도만큼 경사시키는 것이다. 도 4는 일반적인 레이저

다이오드(반도체 레이저 소자)(1)와, 반도체 레이저 내(內)의 관련하는 구성요소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레이저 다

이오드(1)는 레이저광의 발광부를 포함하는 활성층(2)과, 활성층(2)의 상하(上下)에 있는 층(3) 및 층(4)으로 구성된다. 층

(3)은 예를 들면 P형 클래드층 및 컨택트층 등으로 이루어지고, 층(4)은 N형 클래드층 및 가이드층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저(低)애스펙트비(比) 실현을 위해서, P형 클래드층과 활성층(2) 사이에, 전자 장벽층(電子障壁層)

및 중간층을 도입해도 좋다.

또, 레이저 다이오드(1)의 하측에는, 레이저 다이오드(1)의 동작시의 발열을 열전도(熱傳導)에 의해서 확산시키는 히트 싱

크(5)가 배치되어 있다. 히트 싱크(5)의 재료로서는, 열전도가 높고, 또한 전기 절연성(電氣絶緣性), 열 팽창성(熱膨脹性)

이 뛰어난 재료가 필요하게 된다.

활성층(2)의 발광면(8)으로부터의 레이저광(7)은 창 유리(6)를 거쳐서 외부로 방사(放射)된다. 빨강(赤; red) 등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서는, 창 유리(6)를 떼어내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그와 같이 하면, 열화(劣化; deterioration)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창 유리(6)는 레이저 다이오드(1)를 외

부의 공기로부터 차단(遮斷)하도록, 레이저 다이오드를 밀폐(密閉)한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레이저 다이오드(1)와 히트 싱크(5), 창 유리(6) 등을 다른 각도에서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4

를 정면도로 하면, 도 5는 평면도로 된다. 즉, 도 2에 도시한 레이저 시스템(120)에서의 레이저 다이오드(121)의 구성이

도 4에 도시하는 것으로 되며, 도 3에 도시한 레이저 시스템(120)에서의 레이저 다이오드(121)의 구성이 도 5에 도시하는

공개특허 10-2006-0114699

- 4 -



것으로 된다. 레이저 다이오드(1)로부터의 레이저광(7)은 창 유리(6)를 거쳐서 외부로 방출(放出)된다. 또, 도 4에 도시하

는 활성층(2)의 발광면(8)의 형상(形狀)이 장방형(長方形)인 경우에는, 작은 쪽의 변(邊)의 퍼짐각(廣角)이 커지므로, 레이

저광(7)의 빔의 단면형상(斷面形狀)은 일반적으로 타원형(楕圓形)으로 된다.

종래에는, 도 4 및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창 유리(6)와 활성층(2)의 발광면(8)(레이저 단면(端面; end surface))이 평

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 유리에 의한 반사가 생기고, 이들 사이의 다중 반사에 의해, 단일 모드 특성이 열화하는 문

제가 있었다. 이 때의 파장과 레이저 다이오드(1)의 출력 파워의 관계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의 횡축(橫軸)은 파장

(㎚)이며, 종축(縱軸)은 출력 파워(㎼)이다. 다만, 종축의 값은 측정기의 입력부인 광 파이버가 수광한 파워이며, 레이저가

실제로 발광하고 있는 값의 수천분(數千分)의 1 정도의 값이다.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파장이 408.00㎚로 되는 근변(近邊; around)에서 출력 파워가 단번에 상승하고 있으며, 이 부

분만을 보면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파장이 408.00㎚∼408.50㎚ 사이에서, 최

대로 0.1㎼ 정도의 출력 파워의 레이저광이 몇 개인가 계측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단일 모드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 발명은 이 창 유리에 의한 다중 반사를 억지하기 위해서, 창 유리를 소정의 방향으로 소정의 각도만큼 경사시키

는 것이다. 도 7은 이와 같이 해서 개량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제1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1 예는 도 4와 같은

방향, 즉 도 7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11)로부터 창 유리(16)를 통과한 레이저광이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경사져서 취부(取付; attach)된 그레이팅(123)에 대해서 입사된다.

레이저 다이오드(11)는 레이저광의 발광부를 포함하는 활성층(12)과, 활성층(12)의 상하에 있는 층(13) 및 층(14)으로 구

성된다. 층(13)은 예를 들면 P형 클래드층 및 컨택트층 등으로 이루어지고, 층(14)은 N형 클래드층 및 가이드층 등으로 이

루어진다. 또,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저애스펙트비 실현을 위해서, P형 클래드층과 활성층(12) 사이에, 전자 장벽층 및 중

간층을 도입해도 좋다.

또, 레이저 다이오드(11)의 하측에는, 레이저 다이오드(11)의 동작시의 발열을 열전도에 의해서 확산시키는 히트 싱크(15)

가 배치되어 있다. 히트 싱크(15)의 재료로서는, 열전도가 높고, 또한 전기 절연성, 열팽창성이 뛰어난 재료가 필요하게 된

다.

활성층(12)의 발광면(19)으로부터의 레이저광(17)은 창 유리(16)를 거쳐서 외부로 방사된다. 빨강 등의 레이저 다이오드

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서는, 창 유리(16)를 떼어내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

를 그와 같이 하면, 열화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창 유리(16)는 레이저 다이오드(11)를 외부의 공기로부터 차단하도록,

레이저 다이오드(11)가 원통형(圓筒型)의 캔(21) 내에 밀폐되어 있다.

도 7의 (b)에는 본 발명의 제1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도 7의 (b)에 도시하는 제1 축(18A)은 레이저 다이오드(11)의

활성층(12)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垂直)이며, 제2 축(18B)은 레이저 다이

오드(11)의 활성층(12)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고, 레이저 다이오드(11)의 발광면(19)

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제1 축(18A)과 직교한다.

이 예에서는, 창 유리(16)의 면(面)을 제2 축(18B)에 대해서는 평행하며, 또한 제1 축(18A)에 대해서는 평행하게 되지 않

도록, 레이저 다이오드(11)의 발광면(19)에 대해서 경사시킨다. 여기서, 제1 축(18A)과 창 유리(16)의 면이 이루는 각(角)

을 A로 한다. 이 경우, A는 예를 들면 1° 등의 얼마 안되는(僅; very small) 각도이다.

예를 들면, 창 유리(16)의 면을 제1 축(18A)에 대해서 1.6° 기울이면, 즉, A를 1. 6°로 하면, 파면 수차(波面收差)가

0.15λP-V(peak to valley)로 되어 버려 실용(實用)으로 되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는, 창 유리(16)의 면의 경사 각도(A)의

허용 범위는 지극히 좁다. 또, 도 7의 (b)의 예에서는, 창 유리(16)는 상측 쪽이 레이저 다이오드(11)에 가깝게 되도록 기울

어져 있지만, 반대(逆)로, 하측 쪽을 레이저 다이오드(11)에 접근하도록 기울일 수도 있다.

또한, 파면 수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통상, 점광원(点光源)으로부터 발(發; emit)한 광은 등위상 구면파(等位相球面波)로서

전파(傳搬; propagation)하지만, 광학계(光學系)에 수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공간(像空間)에서의 등위상 파면은 구면

파가 아니게 된다. 이 구면파로부터의 어긋남(displacement, offset, shift)이 총괄해서 구면 수차라고 불린다. P-V는 파면

의 흐트러짐(亂; irregularity)의 정상(頂上; top)과 바닥(底; bottom)의 차(差)를 의미하며, 0.15λP-V라 함은, 그 차가 1

파장λ(예를 들면, 410㎚)의 0.15 배(倍)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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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는, 창 유리를 소정의 방향으로 소정의 각도만큼 경사시키는 제2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8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2 예는 레이저 다이오드(11)로부터 창 유리(16)를 통과한 레이저광이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경사져서 취부

된 그레이팅(123)에 대해서 입사된다. 또, 도 8에 도시하는 레이저 다이오드(11)는 도 7에 도시하는 레이저 다이오드(11)

와 마찬가지로, 활성층(12) 및 층(13, 14)에 대응하는 복수의 층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도 8의 (b)에는 본 발명의 제2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도 8의 (b)에 도시하는 제1 축(18A)은 레이저 다이오드(11)의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이며, 제2 축(18B)은 레이저 다이오드(11)의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고, 레이저 다이오드(11)의 발광면(19)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제1 축(18A)과 직교한다.

제2 예에서는, 창 유리(16)의 면을, 제1 축(18A)에 대해서는 평행하고, 또한 제2 축(18B)에 대해서는 평행하게 되지 않도

록 경사시킨다. 여기서, 제2 축(18B)과 창 유리(16)의 면이 이루는 각을 B로 한다.

이 B를, 예를 들면 5°이상으로 하면, 다중 반사가 감소하여,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진다. 다만, 창 유리(16)를 지나

치게 경사시키면, 창 유리(16)에 의한 수차가 커져, 레이저의 수차 특성이 열화한다.

1/e2의 영역, 즉 중심에 대해서, 광강도가 1/e2으로 떨어진 주변(周邊)의 영역에 있어서, 파면 수차를 0.15λP-V 이하로

하려면, 상기 경사 각도를 12°이하로 억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0.1λP-V 이하로 하려면, 8°이하로 억지할 필요가 있다.

또, 도 8의 예에서는, 창 유리(16)는 상측 쪽이 레이저 다이오드(11)에 가깝게 되도록 기울어져 있지만, 거꾸로, 하측 쪽을

레이저 다이오드(11)에 접근하도록 기울일 수도 있다.

전술(前述)과 같이,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는 밀봉(密封)하고 있지 않으면 레이저 다이오드의 열화를 초래하므로, 통상은

창 유리는 필수의 구성요소로 된다. 이 개량은 그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을 제공한다.

도 9는 창 유리를 도 8에 도시하는 양태(態樣; state)로 6°경사시킨 경우, 즉 B=6°의, 파장과 출력 파워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파장 406. 94 부근(付近; vicinity)을 중심으로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레이팅 입사파의 최적화-그레이팅의 반사율의 향상]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광 중, 그레이팅에서 반사하는 0차 광은 외부로 출사되지만, 이 0차 광이 홀로그

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 여러가지 용도에 이용되므로, 큰 파워인 쪽이 바람직하다. 이 0차 광은 미러와 같이 반사하므로,

이것이 S파나 P파 등에 따라서 반사율이 크게 다르다.

P파에는, 브루스터 앵글(Brewster angle)이 존재하며, 상기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의 구성과 같이, 그레이팅에 대

해서 비스듬하게(斜; obliquely) 입사하는 경우에는 반사율이 낮다. 이것과는 반대로, S파는 비스듬한(斜) 입사에 의해서

반사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그레이팅에는 S파를 입사시키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보다 큰 파워를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

이, S파를 그레이팅에 입사시키려면, 반도체 레이저의 편광(偏光) 방향과 그레이팅의 반사 방향을 고려(考慮)해서 양자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3 .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의 최적화-킹크의 배제(排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단일 모드의 레이저광의 광원은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레이저 다이오드(1)이기 때문에, 레이저

다이오드(1)에는, 요구되는 레이저광의 파워 이상의 출력 파워가 구해진다. 즉, 레이저 다이오드(1)는 단독으로, 즉 프리런

(free run) 상태에서, 레이저광의 파워 이상의 출력 파워로 발광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외부로 사출되는 레이저광의 파워는 창 유리, 렌즈(콜리메이트 렌즈), 그레이팅을 경유(經由)하는 등의 요

인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1)의 출력 파워의 2/3 정도로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홀로그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의 용도

에서는, 단일 모드에서 30㎽ 이상의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필요로 되는 레이저 다이오드(1)의 출력 파워는 이하

의 식 1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30(㎽)×3/2=45(㎽)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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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이저 다이오드(1)의 출력 파워의 나머지의 1/3의 대부분(大半)은 그레이팅의 1차 회절광으로 되어 레이저 다이오

드(1)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외부로 출사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단일 모드의 레이저광으로서 30㎽ 이상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레이저 다이오드

(1)는 45㎽ 이상의 출력 파워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 파워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킹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킹크라

함은, 모드의 경계이며, 킹크 이하의 파워에서는 횡(橫) 단일 모드만의 발광이었던 것이, 킹크 이상에서는, 횡다(橫多)모드

가 혼재한다. 횡다 모드가 혼재하기 시작하면, 외부 공진기에 의해서 단일 모드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게 되므로, 상기 레이

저 다이오드(1)에 구해지는 45㎽의 모든 범위에서 킹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은 레이저 다이오드(1)의, 전류(㎃)와 출력 파워(㎽)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며, 이 예에서는 킹크가 출력 파워 20

㎽ 부근에 존재한다.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1)는 최초에, 어느 정도 전류를 올려도 출력 파

워는 제로(zero)인 채이다. 전류가 약 30㎃로 되면, 출력 파워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전류의 상승에 비

례해서 출력 파워가 상승한다. 그렇지만, 출력 파워가 20㎽ 부근(전류가 약 50㎃)에서, 전류가 상승해도 출력 파워가 상승

하지 않는 개소(箇所)가 있다. 이것은, 레이저 다이오드(1)가 같은 파장의 레이저광을 출력하면서도, 모드가 변화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가 킹크로 된다.

이러한 킹크의 존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일 모드 실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존재를 배제하거나, 또는 존재해도

출력 파워가 45㎽ 이상인 개소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레이저 다이오드(30)의 칩 구조를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한다. 이 구성은 「100㎽·킹크프리, 저애스

펙트비 청자색(靑紫色) 반도체 레이저」, 미즈노 다카시(水野 崇) 외, Proceedings of the 11th Sony Research Forum

(2001)에서 제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성에서는, 사파이어 기판(31) 위(上)에, ELO(Epitaxial Latera1 Overgrowth)에 의해 저결함(低缺陷) 밀도 영역을

가지는 n-GaN층(33)을 제작(作製)한 후, N 클래드층(34), 가이드층(35), 활성층(36), 중간층(37), 전자 장벽층(38), P 클

래드층(39), 컨택트층(41)을 연속적으로 결정 성장(結晶成長)한다. 여기서, 예를 들면 N 클래드층(34)은 n-AlGaN 클래드

층, 가이드층(35)은 n-GaN 가이드층, 활성층(36)은 GaInN 다중양자 우물(多重量子井戶; multiquantum well) 활성층, 중

간층(37)은 GaInN 중간층, 전자 장벽층(38)은 p-AlGaN 전자 장벽층, P 클래드층(39)은 p-GaN/AlGaN 초격자(超格子)

클래드층, 컨택트층(41)은 p-GaN 컨택트층이다. 또, P 전극(43)에는 예를 들면 Pd/Pt/Au를, N 전극(42)에는, Ti/Pt/Au를

채용하고 있다.

또, 이 구성에서는 컨택트층(리지(ridge))(41)의 측면을, 예를 들면 SiO2층과 Si층과 같은 2층 구조의 절연막으로 매입(埋

入; embed, bury)한 리지 측면 매입층(40)이 형성되어 있다. 횡단일 모드의 레이저광은 레이저 다이오드(30)의 각 층의 경

계 방향을 따라서 확산하는(넓어지는) 일은 적지만, 횡다모드의 레이저광은 해당 방향으로 확산한다. 따라서, 리지 측면 매

입층(40)은 횡단일 모드의 레이저광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횡다모드의 레이저광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그 결과, 킹크의

발생이 억지되고, 나쁘더라도 출력 파워가 높은 위치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 여기서는 대체로 컨택트층의 폭에 대응하는 스트라이프 폭(幅)(W)은 1.6㎛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폭이 좁

으면, 횡다 모드의 레이저광이 존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4.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단면의 반사율의 적정화-1차 회절광의 효율적인 수광]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레이저 다이오드(1)의 발광부의 재질은 굴절률이 높으므로, 발광면(8)에서 외부로부터의 광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반사율은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것에 의해, 거의 0%로까지 내릴 수도 있다. 발광면(8)

은 그레이팅으로부터 레이저 다이오드(1)로 되돌아온 1차 회절광을 수광하는 면이며, 이 발광면(8)의 반사율이 높아질수

록, 해당 1차 회절광의 수광량이 감소한다.

실험에서는, 0%∼10%의 반사율의 발광면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레이저광의 단일 모드가 실현되었다. 다만, 이 중에서

도, 반사율이 높은 발광면에서는, 단일 모드화(化)하기 위한 조정이 곤란하고, 반사에 의해서, 그레이팅으로부터 되돌아온

1차 회절광을 소용없게(無馱; neadless)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한편, 너무 낮은 반사율의 발광면을 요구하면, 코팅을 할

때의 수율(步留; fabrication yield, productivity)이 저하할 위험성이 있다. 이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하면, 레이저 다이오드

(1)의 발광면의 반사율은 3% 이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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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콜리메이트 렌즈의 개구수의 적정화-1차 회절광의 효율적인 수광]

콜리메이트 렌즈는 도 2,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와 그레이팅 사이에 배치되는 렌즈이다. 콜

리메이트 렌즈의 개구수 (N.A : Numerical Aperture)가 예를 들면 0. 19와 같은 작은 값이면, 그레이팅으로부터 되돌아온

1차 회절광이, 이 콜리메이트 렌즈로 그다지 조여지지 않아, 어느 정도 퍼진 상태에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8)에 수

광되며, 1차 회절광의 일부 밖에 레이저 다이오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결과, 단일 모드의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

이것이, 예를 들면 0. 4나 0. 6과 같은 개구수인 경우, 단일 모드화는 용이하다. 또, 보다 개구수가 높은 렌즈에서도 단일

모드화가 용이하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고(高) 개구수의 렌즈는 제작이 곤란하다. 이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하면, 콜리메이

트 렌즈의 개구수는 0.3∼0.7 정도가 바람직하다.

[6. 외부 공진기 길이의 최적화]

외부 공진기 길이라 함은, 도 2,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서,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

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부터 그레이팅까지의 거리이다. 10㎜, 15㎜ , 20㎜, 25㎜, 30㎜의 각 거리로 실험을 행한 결

과, 어느 거리에서도 동등한 안정성이 얻어졌다. 이 때문에, 외부 공진기 길이는 10㎜∼30㎜ 가 바람직하다. 여기서, 외부

공진기 길이는 창 유리, 렌즈의 굴절률 등을 고려한 광학 거리를 나타낸다.

또, 이론상은, 외부 공진기 길이가 짧은 것이 다른 모드로 바뀌어 버리는 모드 호프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고

려하면, 설계상의 지장이 없으면, 외부 공진기 길이를 10㎜∼20㎜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7. 그레이팅의 1차 회절광 반사율의 최적화]

1차 회절광의 반사율이 20% 및 40%인 그레이팅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하면, 단일 모드화에 관해서는 거의 동등한 특성이

얻어졌다. 1차 회절광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에 되돌려보내어 단일 모드화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므로,

어느 정도의 광량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레이저 다이오드에의 데미지(damage)나 출사광(0차 광)의 감소로 연결

된다. 그 때문에, 적절한 반사율로서 10%∼30%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예로 설명해 왔지만, 제3 개량(레이저 다이오드

구조의 최적화-킹크의 배제)을 제외한 모든 개량을, 다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이용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 적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설명해 온 각각의 개량은 종래의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보다 큰 출력을 실현하는 것 및,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지는 것의 양쪽 혹은 한쪽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상적(理想的)인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상기 모든 개량을 모두 조합(組合)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들 중 하나를 단독으로, 혹

은 이들 중 몇 개를 임의(任意)로 조합하는 것에 의해서도, 상기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보다 출력이 크고, 양호한 단일 모드 특성이 얻어진다고 하는 두개

의 특징을 구비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혹은 이 두개의 특징 중 하나를 구비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가 제

공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에 사출되는 레이저광의 출력이 30㎽ 이상이며, 홀로그라피 메모리용 라이터 등의 용도

에 이용가능한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가 제공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에 관한 기술 분야 등에서 이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활성층(活性層)을 포함하는 복수(複數)의 층을 가지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素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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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광면(發光面)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창(窓) 유리(glass)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부터 출사(出射; emit)되고, 상기 창 유리를 통과한 광을 수광(受光)하고, 해당(當該) 수광한 광

중 특정의 파장을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되돌려보내도록 배치된 그레이팅(gating)과,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상기 그레이팅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부터의 광을 집광(集光)하는 렌즈

를 가지고,

상기 창 유리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상기 활성층과 다른(他)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面)에 대해서 거의 수직(垂

直)인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상기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상기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

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상기 발광면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상기 제1 축과 직교(直

交)하는 제2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지 않는 제1 상태,

또는 상기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지 않고, 또한 상기 제2 축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게 되는 제2 상태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共振器型)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창 유리가 상기 제1 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창 유리의 면(面)과 상기 제2 축이 이루는 각도가 5°내지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창 유리가 상기 제2 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창 유리의 면과 상기 제1 축이 이루는 각도가 1°내지 1. 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가, 상기 그레이팅에 대해서 S파(波)를 제공하도록,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 및 상기 그레이팅의

배치가 결정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가, 적어도 45㎽의 출력 파워를 구비하고, 적어도 45㎽ 이하(以下)의 출력 파워로 광을 출사하고

있는 경우에 킹크(kink)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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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가 레이저 다이오드이며,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는, 킹크의 발생을 억지(抑止; suppression)하기 위해서, 리지(ridge)의 측면이 2층 구조의 절연막으

로 매입(埋入; embed, bury)되어 있고, 스트라이프 폭(幅)(W)이 1. 6㎛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가 레이저 다이오드이며,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의 반사율이 3%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의 개구수(開口數)가 0. 3 내지 0. 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외부 공진기 길이(長; length)가 10㎜ 내지 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외부 공진기 길이가 10㎜ 내지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레이팅의 1차(次) 회절광(回折光)의 반사율이 10% 내지 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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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가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3.

활성층을 포함하는 복수의 층을 가지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창 유리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출사되고, 상기 창 유리를 통과한 광을 수광하고, 해당 수광한 광 중 특정의 파장을 상기 레이

저 다이오드에 되돌려보내도록 배치된 그레이팅과,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와 상기 그레이팅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의 광을 집광하는 렌즈를 가지고,

상기 창 유리가,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상기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와 평행한 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제1 축에 대

해서 평행하게 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상기 활성층과 다른 층과의 상기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거의 평행

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상기 발광면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며, 또한 상기 제1 축과 직교하는 제2 축에 대해서 평행하

게 되지 않는 제1 상태,

또는 상기 제1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되지 않고, 또한 상기 제2 축에 대해서 거의 평행하게 되는 제2 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상기 그레이팅에 대해서 S파를 제공하도록,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 및 상기 그레이팅의 배치가 결

정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적어도 45㎽의 출력 파워를 구비하고, 적어도 45㎽ 이하의 출력 파워로 광을 출사하고 있는 경우

에 킹크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의 반사율이 3% 이하이고,

상기 렌즈의 개구수가 0. 3 내지 0. 7이고,

외부 공진기 길이가 10㎜ 내지 30㎜이며,

상기 그레이팅의 1차 회절광의 반사율이 10% 내지 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창 유리가 상기 제1 상태로 배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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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창 유리의 면과 상기 제2 축이 이루는 각도가 5°내지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창 유리가 상기 제2 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창 유리의 면과 상기 제1 축이 이루는 각도가 1°내지 1. 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는 킹크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 리지의 측면이 2층 구조의 절연막으로 매입되어 있고, 스트라이

프 폭(W)이 1. 6㎛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외부 공진기 길이가 10㎜ 내지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공진기형 반도체 레이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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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6-0114699

- 13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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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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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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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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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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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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