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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쩨 목

고반복율 가셔광레이저를 이용한 초고속현상계측 및 촬영장치 개발

I I. 연구의 북혀 및 충요생

본 연구는 높은 시간분해능과 많은 frame 수를 통시에 갖출 수 있는 고

반복율 가시광 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치의 국산화 및 상풍화를 목표로 한

다.

고반복율 가시광레이저롤 야용한 고속촬영창치는 유풍가시화， 저공해 엔

진개발， 연소연구， 진동혜석， 병기연구 둥 그 용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관련산

업 및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운에 이에 대한 집충척인 연구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레이저률 이용한 고속촬영장치는플라즈마 연소， 폭발 등 자체

발광이 심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장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틀

기술들은 대부분이 국가천략적 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선진 외국에서 폰 창비의 국

외 유출을 극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어의 독자척 개발이 필요하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시간분해능 10 nsec.. frame 수 250 촬영속도 30.000

frame/sec. 의 고속촬영장치를 설계 쩨착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그 범위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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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촬영장치의 제작을 위하여 명균출력 10 W, 반복율 10-30 kHz의

10 W급 공냉식 구리증기레이저와 명균출력 30 W, 반복율 5-10 kHz의 30 W

급 수냉식 구리중기레이저， 그리고 드럽회천수 153 rps , 필륨 트랙의 직경 276

mm의 회전드럼형 고속차메라를 각각 설계 제작하였고， 천 장치의 안정척인 동

작을 위해 rnicrocompu ter를 부착하여 자동화를 실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감

시장치 및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고속촬영장치의 특정 빛 규격을 지청하기 위하여 쩨작된 구리증기레이처

및 회천드럽형 7'}메라의 동작륙생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제확된 고속촬영장치를

사용하여 노즐분사현앙， 프레온가스의 화염 및 스프레이분사현장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구리증기레이저 시스댐은 레이저가 안정되게 동작되는 조건에서， 공

냉식의 경우 평균출력 10 W, 수냉식의 경우 평균출력 30 W를 얻었으며， 회전

드럽형 카메라는 확소활영시간 6.5 msec. , 최대 프레임수 35 , 000 fps 률 얻었

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과제에서 시간분해능 10 ns, 촬영율 30.000 fps. 촬영 프레임 수

250의 고속촬영장치률 개발하었다. 개발된 고반복율가시광레이저를 이용한 고속

촬영장치는 고효율 저공헤 내연기관 개발， 진동해석연구， 충격파 전파연구， 언소

연구， 신 방적 연구.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유동연구， 병기연구 등

굉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위의 거술들윤 국가천략척 핵심 기술이나， 국

내 관련연구 활동이 마약한 상태이므로 개발된 고속촬영장벼의 응용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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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Ultra High Sp3ed Photographic System Using

High Repetition Rate Visible Laser

II. Purpos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a

high speed photographic device equipped with a high repetition

rate visible laser. The developed system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time-resolution and large number of picture

frames.

The high speed photographic system can be widely applied to

various industry-related fields such as flow visualization,

po Ilu tion-free eng ine developmen t , com bustion diagnos tics,

vibration analysis, explosive weapon study , etc. In particular, the

laser-assisted photographing system is known to the most efficient

tool in investigating plasma combustion and explosion phenomena,

which is used. to give the poor detection with conventional methods

because of the interference due to the self-luminescence.

Furthermore ,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classified the

information about the high speed photographic technology and

prevent it from exporing the related equipment , th us we

desperatly need to develop and accumulate the related know-how

for ourselves.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project, the high speed photographic system with the

time-resolu tion of 10 nsec, the frame number of 250, and the

framing rate of 30, 000 frames/sec (fps) , is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system is composed of the high repetition rate

copper vapor laser (CVL) , the high speed camera , and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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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he constructed laser systems are the lOW air-coded CVL

with 10-30 kHz repetition rate and the 30W water-cooled CVL of

5-10 kHz. The rotating drum-type high speed camera system i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um

speed 153 rps , the diameter of film track 276 mm. The total

system is automatically operated by a microcomputer and the

related monitoring device and softwares were also developed.

In this stU9. 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constructed CVL and drum camer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using the developed system, the nozzle jet

phenomena, the flame of freon gas, and the spray jet ph enomena

were studied. The CVL system was stably operated at the average

power of 10 W for the air-cooled type and at 30 W for the , water

c∞led type. The rotating drum-type camera was operated with the

minimum shooting time of 6.5 msec and the maximum frame

number of 35, 000 fps.

VI. Results and 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s

In this project a high speed photographic system with the

time-resolution of 10 ns, the photographing ratio of 30, 000 fps

and the film framE꽁 of 250 was developed. The developed system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fields such as pollution-free engine

development, vibration anal ysis, shock wave propag ation study,

combustion diagnosis , new spinning technology,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flow visualization study, weapons development, etc.

In many advanced countries, the high speed photographic

technology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al strategic core

tEChnology and intensively investigated in the recen t years. So

far the domestic situation for the R&D of this field is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us it is thought that supports for the

application as well as fun damental studies h ave to be continousl y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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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훌i
'-

1 9-\fl기 초반 프랑스의 L. J. M. Daguerre 에 의하여 사진촬

영이최초로 성공된 이후， 보다 션명한 영상율 기록하기 위한 많은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주펀 연구목척운 영상의 컬러화， 공간훈해능및 시

간분해능의 향상이었다. 이 충에서 시간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분야는

2M기 중반을 거치면서 크게 발천하였으며， 특히 병기산업에서의 필요성

으로 인하여 비약척인 발천을 이루어 오늘날에는 고속촬영기술 (High

Speed Photography)이라는 확고한 기슐분야로 자리캅게 되었다.

일반칙으로 고속촬영장치는 그 촬영속도에 따라 300fps - 10, 000fps

의 일반 고속활영창치 (fps : Frame Per Second) , 10, OOOfps - 300,00 Ofps

의 초고송촬영장쳐， 300, OOOfps 의 극초고좁활영장치 등으로 분류합 수 있

드며， 그 사용목척에 따라 여러가지 원리률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속활영장치

가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 회천드럽 형 고속촬영장치는 응용분야가

비교적 광범위한 초고속촬영장쳐에 해당되며 다음파 갇은 장첨을 갖고 었다.

1) 구조가 비교척 간단하고 운용이 용이하다.

2) 영장기록 매체로 펼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의 공간분해능이 우수하다.

3) 높은 촬영율 (Framing Rate) 이 가능하며， 이의 가변이 용이하다.

4) 일회 촬영에서 많은 Frame 의 촬영어 가능하다.

5) 일반적인 필름의 사용이 가능하고 필름의 소모가 척기 때문에 장비의 운용

벼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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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장첩을 갖는 회견드럽형 고속촬영장치의 정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조명용 광원의 선태이 필수척이며， 대표적

광원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Arc 랩프 둥 연속발광 팡원

연속발광 광훨을 고속촬영기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할 경우 광원에 광

Chopper롤 셜치하거나 고속촬영기에 별도의 고속 Shutter를 셜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치가 북잡하여 지고 촬영율율 코께 제한하게 펀다. 이 방식픈 높픈

촬영윷에서 광훤의 세기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며， 이롤 극복하기 위하여 광원

의 출력을 증가시킬 경우 광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혈이 피사체플 손상시킬 우려

가 있다. 또한 최소 광노출시간이 약 1us로 비교적 걸기 때운에 고속 바행 피

사체를 촬영합 경우 장의 흐려짐 (Blur)을 막기 곤란하며， 광원이 정광원(평행광

원)이 아니므로 피사체에 따라 광속을 집속하거나 확대하기에 난점아 많다.

2) Xe 섬광 랩프 등 Strobo 광원

Strobo 광원운 펼스형 광원이므로 위의 연속발팡 팡원의 약첨율 상당 부

분 보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높은 촬영율에서 광원의 세기가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최대 활영율이 20, OOOfps 청도이며 광펄스폭이 약 Ius이므로 피사

체가 고속 비행할 경우 상이 흐려지는 단점이 었다.

3) Q-switching, Mode-locking 레이저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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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wiching 레이저를 팡원으로 사용할 경우 광원의 첨두출력이 매우

높고， 팡훨스의 길이가 수 IOns로 매우 짧아 Blur 현상이 거의 없다. 또한 광

원이 거의 형행광원에 가깝기 때문에 펴사체에 따라서 광속을 자유롭게 집속하거

나 확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율 갖고 있다. 그러나 광펄스의 반복율이 수

10Hz로 낮기 때문에 촬영율이 낮은 단점을 갖고 있다.

M여e-locking 레이저롤 광원으로 사용활 경우 펄스의 반북율이 수

l00MHz 로 매우 높고 Q-swiching 레이저 광원이 갖는 대부분의 장첨을

갖고 있어 많은 이점이 있지만， 레이저 출력이 비교척 낮기 때문에 팡노출 면

척 (피사연척)을 크게활 수 없는 단캠율 갖고 있다.

4) 구리층기레이저 광현

구리증기레이저는 구리증기률 레이저매질로 하는 금속증기레이저로 많용

특정을 갖고 있으나 고속활영과 관련한 륙장 및 창단첨운 다음과 같다.

기) 출력파장。 1 510.6nrn( 녹색)， 578.2nm( 황색)인 가시영역이며， 단색

성이 매우 우수하고 출력 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폭발현상 풍 자체발광이 극샘한 피

사체도 펼터률 사용합으로써 용이하채 활영합 수 있다.

나) 구리충기레이저눈 그 륙성상 훨스형태로만 동착하므로 별도의 광

Chopper 나 고속 Shutter 가 필요없게 되어 고송촬영장치의 구조률 한송화

시킬 수 었다. 또한 돼이저광의휠스 킬이가 10 - 수 IOns로 매우 짧거 때문에

피사체가 고속비행하더라도 상이 효려지는 Blur 현상율 최소화활 수 있다. 예률

들어 음속의 3배(약 lOOOm/s)로 피사체가 비행할 경우 광노출시간 흥안 피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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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O.01mm 아동하는 데 그치게 펀다.

다〉 레이저 펄스의 반복율이 5 - 30kHz 로 매우 높기 때문애 고속촬영시

높은 촬영율이 가능하며， 훨스 반복율의 가번이 째우 용이하다.

라〉 레이저의 형균출력 및 첨두출력이 매우 높으나， 펴사체에 열손상을 가

할 수 있는 척외선 영역의 광훌력이 없기 때운에 펴사채의 변형 몇 손상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마) 다른 총류의 광현에 벼하여 7.격이 고가이다.

이상에서 쌀펴폴 바와 같이 고반복율 구리증기레이저률 이용한 고속활영

장치는 많은 고유한 장첨으로 언하여 다양한 분야에 웅용이 가능하다. 즉 고효율

처공해 내연기판 개발， 진동해석연구， 충격파 견파연구， 연소연구， 신 방적기술

연구， Particle Tracking V elocimetry (P TV), 유동 및 열유동연구， 병기 연

구 등에 기본계측장벼로 활용된다. 따라서 공업션진국에서는 고속촬영장치가 갖

는 많은 응용분야 및 공업기술에 대한 파급효과에 유의하여 이의 개발에 많운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구리층기레이저롤 이용한 고솜촬영장치에 관한 많

은 연구률 진행시키고 있는 겔정이다.

국내의 경우 1970년도 초반에 고속촬영에 관한 기초객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0년도 충반에 이르러 국내의 중소기업체에 의하어 상품

화 개발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초보단계의 수준이었으며， 특히 구리증

기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차 분야에 대한 연구는 천무한 실정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폭넓운 응용성을

갖는 구려증기레아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치의 상품화 개발을 위하여국내의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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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소기업채와 공동으로 이의 연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폰 연구에서 개발된 고속촬영장치는 크게 나누어 광훤용 고반복율 구리증

기레야저 및 고속활영카메라로 구성되어 었다. 광원용 고반복율 구려증기레이저

로는 높은 레이저출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출력의 수냉식 구리증기레이

저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창벼운용의 편의성 빛 장벼의 현장척용능력율 쩨고

하기 위하여 공냉식 구리충기레이저장치도 개발하였다. 고속촬영카메라로는 구조

가 버교객 간단하고 성능이 우수하며 장~l의 운용비가 저렴한 회견 드렴방식을

채태한 고속촬영카메라활 개발하였다.

현재 국내 산업 과학기술분야 충에서 특히 고속현상， 파도현상에 대한 연

구가타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었는 실청이나， 본 연구에서 개발펜 구리츰가레이

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치가 이들 분야의 거술발천에 기여합 것으로 기대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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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고속촬영장벼 재발

쩨 1 철 서 .훌
'-

Daguerre에 의해 사진촬영이 성공한 이후 고속촬영기술은과학기술분야

에서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속측쟁기술의 범위는 짧은 시간동안에

진행하는 풀리， 화학척 현상 또는 이똘의 충간 파청을 비접촉식 측정에 의한 가

시척 관측기술율 포함한다. 흑 육안으로는 감지합 수 없융 청도로 극히 짧플 시

간동안에 진행하는 물리， 화화혀 현상올 판혹하기 위해서는 고속 광검훌장치 또

는 고솜 촬영장치가 휠요하다.

이러한 고속촬영장비률 이용하여 인간의 동작뿐만 아니라 기계의 구동현

상i 병기연구， 동역화 및 유체역화둥의 활발한 연구에 힘입어 산업사회의 발천

을 가져오께 되었으며， 현재는 꾸준한 고속계측기술과 천자공업의 발달애 힘입

어 극한 이용기술， 에너지 이용기술， 산업안천기술， 의학기술등의 기반이되는

시간분해분광학 (Time Resolved Spectroscopy) , 레이 저 플라즈마， 물성훈

석， Photo-Chemistry , Photo-Biology, 고집척용 반도체 소자연 구， 연소기

관의 연소파청연구둥 첨단산업의 천반에 웅용 및 활용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시간간격에 대한 연구는 일쩨기 갈릴레오가 진동물체의 진동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험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시간분해기술의 향상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육안으

로 식별활 수 있는 정도의 현상을 판촉하는데 머물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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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영상고속촬영방법은 1851년 Willaim Henry Fox Talbot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1) 그는 기 체식 카메 라 노출장치 대신에 지속시간이 약

500 μs인 섬광을 발생시켜 고속회천하는 자천거 바퀴에 부착펀 신문의 글자를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는 고속촬영율 성콩시켰다. 이와 같이 성광율 이용하는 고

속촬영방법은 현재에도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었으며， 펄스메이저의 등장으로

변형된 여러 촬영방법이 개발됩요로 해서 그 응용분야 또한 다방면으로 확대되

고었다.

순간 섬광을 。}용한 고솜활영과는 달리 고속현상의 연속촬영은 1870'년

대에 미국의 Edweard Muybridge가 성공척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의 연송촬

영으로 천해지고 있다. (1) 당사 에 Muybridge가 관심율 가지고 있었헌 대상

은， 빠르게 달리는 말의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는가， 밭의 형태는 어던

모양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Muybridge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일렬로 설치하

고 그 앞율 말이 지나가는 순간에 차례로 각각의 카메라가 약 2 ms동안 노출이

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여 연속촬영올 시도하였다. 벼록 노출이 부촉하여 회미

한 사진이었지만， 그의 연속활영시도는 성공척이어서 달리는 말은 네개의 발이

통시에 지번에서 떨어진다는 사실과， 달리는 말의 발의 형태률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어， 그때까지 대부분의 화가들의 말의 발그림 역시 찰못된 것이라는 사갤을

획언활 수 있었고， 그 이후 동풀이나 인간의 신체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크게 공

헌하게 되었다.

고속촬영은 또한 서간의 확대능력을 의마한다. 순간에 일어냐는 현상을

고속촬영하여 평상속도(16 fps) 로 재현사키면 시간을 확대할 수 있어 자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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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능하께 현다. 아흘테면， 현재로 촬영가능한 초당 6억장의 고속촬영장치로

촬영한 결과흘 16 Cps로 영사한다면 1초간의 현상인 6억장의 촬영결과률 보는데

434일이 결려 3750만배의 시간확대가 확는 생이다.

인간의 눈은 자연이 준 최고의 카메라임에는 툴립이 없지만 잔상현상으로

인하어 시간분해능이 1/10 초에 불과하기 대문에 그 이상의 고속현상에 대한 판

별력이 불가능하다. 고속촬영속도와 그 방법을 촬영대상물의 코기와 진행솜도에

밀첩한 관계가 있다. 예률 률면， 복잡한 구조물의 운동과 변형속도를 관홉하

눈데는 약 ms -.. μs ， 충격파의 진행 포는 불질의 행팡소멸과청용 μs -.. DS청

도의 사간환해능이 요구펀다. 꽤이처 펄스나 핵융합 반용 연구，Z}총 초고속 화

학반웅동의 연구에는 ps야하의 시간분해능이 필요하며 이 훈야는 fs레이저의 개

발과 합께 폭넓은 발천이 이루어 지고 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고속현상의 관측

에 있어서 시간분빼능의 향상. 발천단체를 근사척으로 그립 2-1 에 도시하였다. (3)

그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발천이 연속척으로 진행펀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급진척 인 향상이 있었다. 1820년 천후의 발천은 천기부품의 개발을

바탕으로 광현은 Spark Gap, 광검출기는 눈대신에 광천자 증폭 튜브， 기록장

치로는 오실로스코프 또는 기계식 고속카메라롤 채용합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60년 。!천까지는 Spark Gap과 갇은 광원의 지속시간을 nsol하로 향

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그 이상의 진견이 아루아 지지 못하고 있다가

1962년이후 Q-Switehing. 모드동기， 광펄스 압축기법둥이 개발되면서 시칸분

해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현재 CPM Ring 색소레어저와 광펄스 압축을 혼

합하여 수 fs에 이르는 펄스폭을 갖는 광멸스의 생성이 가능하므로 ps이하의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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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 시칸분해능의 발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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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롤 갖는 X-Ray때이저률 개발하향후 팡대역간분해능율 얻을 수 았다.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므고 이률 모드 동기하는떼 성공한다면 t fs이하의

로 촉매과정과 같윤 초고솜 물리.화학반응을 칙첩 겁지하는 획기척인 발천이 있

울 것으로 예장활 수 있다.

촬영뀐리 에 따라 71계 식 카메e}- (Mechanical

ConverterImage카메라 (E lectron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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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천환

조구고속활영장비는

천자식Camera)와



C킹nera) 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영상 분리형 차메라 (Framing Camera) 와

줄무늬 차메라 (Streak Camera) 로 분류펀다. 또한 촬영속도에 따라 300 fps

~ 10.000 fps의 고속카메라(High Speed Camera). 10.000 fps ~

300.000 fps의 초고속차메라 (Very High Speed Camera). 300.000 fps이

상의 촬영속도룰 갖는 극초고속카메라(Ultra High Speed Camera)로 훈류

활 수 있다. 그립 2-2는 통일한 대상을 영상환리형 카메라와 줄무늬 차메라로 촬

영한 결과률 버교한 것이다.

그럼 2-2. 영상분리형 7't메라와 줄무늬 차메라의 결과 비교

一 11-

-
-.,



현재 폭넓게 사용하고 었는 고속촬영기법뜰의 시간분해능을 그립 2-3에

도시하였다. (3) 여기서 고속촬영기법의 종류는 시간분해능을 결쩡하는 요인이 무

엇인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건과 사건율 구분하기 위

한 주사속도에 의폰하는 것으로， 그림에서 각종 카메라와 오실로스코프가 이에

해당한다. 주사방법에는 회천거울파 같이 역학적으로 광의 전로를 바꾸는 방법

과 팡신호률 천자의 흐름으로 천환하고 천자속을 천기장 또는 자기장으로 그 방

향율 펀향시키는 방법이 대표척어다. 천자는 주사장치의 기 7혜객인 마찰에 의해

서 주사속도의 한체가 결청되며， 후자는 천자소자의 주파수 대역혹에 의해서 분

해놓의 한계롤 결정하게 되지만 근래 초고속 천기소자 및 이률 이용한 데이터 처

리장치의 개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고속컴퓨터률 이

용한 실시간 영장기록도 이 범위에 넣율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ump and Probe거법， 자기 상관방법등은 광원의 지속시간에 의

해서 주로 결정되는 촬영기법이다. 물론 앞서 기술한 방법도 팡현의 지속시간이

충요하지만 현재 개발된 레이저 휠스는 주사속도보다 현저히 짧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Pump and Probe방법등이 고분해능의 범위로 제한

되는 것은 광로자연(Optical Path Delay)에 었어서 동일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반사거울의 운반거리에 의한 것어기 때문애 길이가 긴 Translator룰 정밀

하게 제작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시간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율 것이다. 예를 틀

어， 1 ns의 지연이 펼요합 때에는 왕복거리를 고려할 때 콩기중에서 15 cm의

Translator가 필요하다. Kerr효과를 이용하는 경 우는 벼선형 광소자의 유도펀

이색성의 이완속도의 문제가 추가된다. 시간 상판 단일 광자 계수장처는 특별한

경우로， 이것은 광천자 전기펄스를 생성하고 천달하는 천기회로의 주파수 대역폭

-12-



Ti me Resolution

1 5 10- 35 10- 6 5 10- 9 5 10- 125

s DIS Ils ns ps

I I I I I I

Rotating drum camera
Single
Transient Cr‘빼lZ-Schardin camera
Optical
Pheno뱉na Rotating mirror camera

Photoelectric detector + Oscillosco야

Single sweep streak camera

I I I I I I I I I

Boxcar Integration

Highly Photoelectric detector + OscilloscoJ용

Repetitive
Instantaneous Photoelectric detector + Sampling oscilloscope
Optical
Phenol훌na Time-correlated single photon counting

Synchrosc와1 streak 대mera

그림 2-3. 초고속현상 촉청 방법과 시간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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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Jitter현상 몇 천기펄스사이의 시간간격을 인지하여 대응되는 코기의 천압ξL

로 변 환하는 TAC (Time-to-Amplitude Converter)의 시간분해능에 의해서

그 성능이 결정된다.

영상분리률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동안 노출을 하고 이어서 입사하는 상

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다양하며 그림 2-4에 그 내용을 청려

하였다.

기계식 고속카메라는 앞에서 소개한 Talbot에 이어서 초기에는 추로

군사분야에서 이용합 묵객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1926년 일본 항공연구소의

Suhara가 회견드럽형 차메라(Rotating Drum Camera) 를 쩨착하여

104 fps의 촬영속도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며， 1956 년 동경대학의 Uyemura는

최고활영속도 7.5 x 104 fps에 달하는 드럼형 카메라률 쩨확하였고， 이어서 2

x 105 fps인 M-4카메라률 제확하는 풍 이 분야에서 500여종외 고속활영 판련

연구훌 수뺑하였다. (1) 1929년 베훌린 병 기연구소의 Cranz와 Shardin이 콩풍

으로 다충 성팡씩 카메라의 일총안 Cran z-Shardin카메라롤 쩨착하였으며 이

것용 현재 대표척인 고솜카메라의 하나야다.

회천렌즈씩 고속카메라는 1930년경 Heape와 Grills가 5000 fps의 촬

영속도활 얻는데 정콩한 후 1939년 이후 영국 Vinten회사가 상업척 가치를 갖

는 회천랜즈식 카메라를 제작하여 최근까지 상폼요로 공급되었다.2) 1932년에

는 Western Electric파 Kodak이 회전프라즘 카메라를 공동으로 제착하였고

1938년에는 일본의 Hitachi가 4각프리즙을 사용하어 약 104 fps인 카메라를

M



개발하였요며 현재 102 ~ 104 fps범위의 촬영속도를 갖는 고속카메라는 이 형

태가 많다.

셔터의 종류 영상분리방법

기계식 셔터 필륨이동

E/O 셔터 다충셔터세트

Mirror 훤리 회천 프리춤

Sweeping Electrode 회천거율

카메라종류

영화용 카메라

드럽카메라

다총셔터 카메라

회전프리즘 카메라

섬 광 Image Dissector

Slit set

회천거올 차메라

RASTER 차메라

다충카메라 세트 천자직 영상천환 카메라

단일영상촬영 Cranz-Shardin카메라

그립 2-4. 고속카메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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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거올형 차메라는 주로 출무늬 카메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40년

Miller7} 영화촬영카메라 특허를 획득하였고(l，2) , Miller원리를 이용하여

1956년 Walker가 이를 보완， 셜계함으로써 현재는 최고속도가 106 fps에

이르러 기계식 고속 카메라로써는 현재 가장 효율척이고 실용척인 형태의 하나

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브이.텍에서 1988년 영상분리형 회천

겨올카메라롤 개발하어 중국 시 안 (Xian)에서 개최된 쩨 18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raphy and Photonics에서 그 기술을

발표하였다. (3) 이로써 기째식 카메라의 기본기술이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주로

이 방법률을 개션하여 촬영속도를 충가시키고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천A~ 영상천환 카메라는 기계식 카메라보다 뒤늦게 개발되었

다. 1949년 Courtney-Pratt Co. 는 Milla rd ME 1201튜브를 이용하여

106 fps의 촬영 속도를 얻었으나 이 정도의 속도를 펼요로 하는 분야가 협소한

관계로 더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60년 이후 펄스레이저가 개발되고 이롤 이용한 여러분야의 연구가 수

행 되면서 초고속카메라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73년 레이저에 의

해 생성되는 플라즈마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Richardson 등이 ps의 분리 영상

(PS Frame Image)을 얻을 수 있는 고속 천자식 영상전환판을 개발하였고，

1978년 일본의 Kalibjian등응 ps이하의 시간분해능을 갖는 분리형 영상 카메

라 튜브 (Dissector Type Frame Camera Tube) 를 제착하였다. 또한 전자식

영상천환 카메라는 레이저 핵융합연구에 척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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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Sasaki둥은 X-Ray 차메라흘 제착하여 연료의 응촉

(Implosion)과정을 가시화하는데 성콩하였으며OJ 각종 줄무늬 차메라와 함쩨

이 훈야의 개발파 이용이 미국， 일본을 바롯한 선진각국에서 활발하께 진행되고

있다. 그립 2-5는 영상푼려형 고속카때라의 촬영속도률 개략척으로 나타낸 그렴

이다.

그립 2-5. 영상콸리형 고속카메라의 활영송도

(a) 영화용 카메 라 (Intermittent Pin Registered Camera) (b) 회

견 프리춤형 카메2} (Rota ting Pr ism Camera) (ψ 회견 드럼형 7~메

2}(Rotating Drum Camera) (d) 회천 거울형 초고속카메라

(Rotating Mirror Camera) (e) 천자색 영상천환 줄무늬 카메라

(Electronic Image Converter Streak Camera)

출무늬 카메라는 영상 환리형 고속카메라와는 달리， 시간에 따라 어현 방

향으로 진행하는 풀리현상을 관촉하는 고속계측 장비로써 기계식 출무늬 카메라

와 견자식 영상천환 줄무늬 카메라로 부류펀다. 그림 2-6는 줄무늬카메라의 촬

영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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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drum

reel to reel I rotating
streak I mirror E.l.T.e.

…·’’’’-…’I …fjlI1 …’’I J •

10- 2 10- 4 10-6 10-8 10-10 10-1 이

4 10-14 (sec.)

그림 2-6. 줄무늬차메라의 촬영속도

1. 기계씩 훌무늬 카메라 (Mechanical Streak Camera)

一/

기계식 줄무늬 카메라는 1934년 Wheatstone이 불꽃간극의 방천과정을

판촉하는데 사용한 것이 찰 알려진 예이다. 그 구조는 그립 2-7와 같이 회천형

거울 카메라와 기본척으로 갇다. 이 카메라는 시간분해능운 낮지만 기록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화나 쪽발불 또는 금속선 폭발등을 관측하는데 아주 유용한 고

속촬영장바이다.

-18~



Objet’-
Flrsl
lens

ι작x
FIlm

그립 2-7. 기계식 줄무늬 카메라의 촬영원리

사진 2-1 는 (주)브이.헥이 폰 과제의 수행훌 위하여 제확한 영상분리형

고속카메라에 줄무늬 활영기능을 추가하여 한국현자력연구소 전자광학실의 훌로

그래피 간섭장치률 이용해 투 견극사이의 방천현상을 줄무늬로 촬영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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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 줄무늬 카메라의 촬영 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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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자식 영 장천환 률무늬 7ft매라 (Electronic Image Converter

Streak Camera)

천자식 영장천환 줄무늬 카메라는 광음극의 구성울철에 따라 IR --- x

Ray까지의 광범위한 분광영역에서 천자기파 강도의 시간척 변화롤 판촉활 수

있는 대표척인 고속계측 장비이다. 출무늬카메라의 핵심인 영상 천환관은 1930

년 Fransworth에 의하여 제안 되었으며 1948년 Courtney-Pra tt이 분리영상

율 얻을 수 었는 장치률 개발하였으나 학계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1962년에 이

르러 펄스레이저의 개발을 시청으로 레이저몰리 분야에서 유용한 촉정기구로 인

정받게 되어 초기에 약 10 뼈의 시간분해능을 얻율 수 었었고t 1970년대에는

수팩 fs까지 훈해능이 향상되었다. 1974년에는 x-선 출무늬차메라가 힐용화 되

‘ 었요며 1976년경에는 광중폭기 t CCD 카메라풍을 부착한 고성능의 출무늬차메

라가 소련(현 러시아)등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1982년 충국의 Wang등은 레이

저 핵융합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약 16 ps의 시간분해가 가능한 충성자 출무늬

차메라롤 셜체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었다. 1985 년 일본의 Tsushiya등은 ps이

하， 그리고 1990년 초에는 중국와 H.Niu등이 설런더형 천자렌죠와 시간지터

(Time Jitter) 롤 감소시키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강구한 결파 50 fs의 시간

분해능율 얻는데 성공하었다.

전자식 영상천환 줄무늬 차메라는 광천자 증배관과 오실로스코프를 초합

한 형태로 볼 수 있S며 입력팡학계， 영상천환판. 신호 증폭장치 그리고 데이터

분석장치로 총칭되는 주변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립 2-8은 그 구조와 촬영훤

리룰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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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자식 영상천환 줄무늬카메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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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천자식 영상천환 줄무뇌카메라의 촬영원리

그림 2-8. 천자식 영상천환 줄무늬카메라의 구조 와 촬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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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환관을 구성하눈 가장 기본객인 소자는 업사광을 광천자로 전환시

커주는 광음극 (P hotoca thode) , 광음극에서 방출된 광천자를 가속시커주는 가

속천극 (Accelerating Electrode : Slit, Grid, Mesh). 인광판(Phosphor

Screen)에 광전자를 집속시커주는 집속 천극(Focusing Electrode) , 그라고

광천자속을 인광판에 주사시켜주는 편향판(Deflection Plate) 과 광천자속와

전류세기에 비례하여 광의 세기로 전환되는 인광판으로 구성되어 었다.

측정 대상에서 발생한 광이 랜즈-슐릿-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업력광학계

에 의해서 션 또는 갱의 형태로 광음극에 집속펀다. 입력광의 세기에 벼폐하여

광음극에서 방출된 팡천자속은 가속전극에 의하여 운동에너지가 충가하는데 이

작용이 일종의 증폭작용에 해당펀다. 한편， 램 프 펄스 발생기 (Ramp Pulse

Generator)에 의해서 펀향판의 양단전압을 선형쩍a로 변화시키면 이 부훈을

통과하는 순간 광천자는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요로 힘율 받아 그립 2-8와 같이

인핑판의 한쪽 방향으로 연속 추사된다. 따라서 측정 대상물에서 발생한 광세기

의 시간객 번화가 인광판에서 공간척 밝기의 변화로 천환되며， 인광판의 단위킬

이당 시간은 주사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광판의 줄우늬 영상은 고감도 필름에 기록하거나 CCD카메라로 포착하

여 영상처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약한 입사광에 대해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도록 몇단계의 증폭장치률 추가하게 되는데， 영상천환관의 인팡판 천단

에 미세채널판(MCP : Micro-Channel Plate)을 내장하거나 외부에 광섬유

집속기 (Optical Fiber Coupler)와 영상증폭기를 채용하여 초고속 주사에 의

한 인광판에서의 에너지 밀도의 감소를 줄일 수 있고， 미약한 광(또는 단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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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의 경우도 높은 SIN비를 얻을 수 었다.

그립 2-9은 (주)브이.텍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연세대학교와 상공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제작한 천자식 영상천환 줄무늬

차메라률 이용하여 Methanol용매에서 Rh 6G색소분자의 형광수명시간율 측정

한 결파로서t 50회의 반복주사흘 롱해 얻어진 줄무늬 장이다.

50 shots pulse
At삐amln를 6G In Math히'101

. , . I • • --...

200
Chanr뼈!

15010050

3.α뼈아:s

2.OC찌아:s

1.00001$

그림 2-9. 천자식 영상건환 줄우늬카메라의 촬영 예

(Methanol용매에서 Rh 6G색소분자의 형광수명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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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철 고속활명용 고반복율 구리충기꽤이처 재발

구리중기메이저 (Copper Vapor Laser, CVL)는 고옹에서 증기화된 충

성의 구리원자롤 메이저 매절로하여 천기방천(electric discharge) 여기방식

에 의해 펄스형태의 레이저광율 도출하는 금속증기레이처 중의 하나이다. 구리

층'71 레이저는 발진파장이 510.6 nm 와578.2 nm의 가시영역이며， 레이저 발

진이 여기준위에서 춘안청상태의 하훈위로 발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발진을

할 수 없고 펄스로만 동착합 수 었어 self-terminating 레이저 또는，

cyclic 레이저라고도 불리훈다， 구리충기레이저는 초복사성 (8 uperrad iant) 레

이저이고， 이특계수가 510.6nm 발진션에서 58 dB/m , 578.2nm 발진션에서

42dB/m로 대단히 크다. 따라서 레이저 공진기 구성이 매우 용이하며， 레이저

공전기의 불완천한 정렬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 공진기 내부의 이물질 둥에 의해

서도 페아저 출력어 크게 의흔하지 않으므로 레이저시스댐의 운용 및 유지 보수

에 많은 장점이 었다. (4-7) 구리층기레이저는 통상 수십 nsee. 의 짧은 펄스쭉

을 갖고 있요며， 5 - 30 kHz의 높픈 반복율에서 동착하묘로， 고효율 및 고

출력이 가능하며， 현재 가시광 레이저 충에서 가창 높은 평균출력을 내고 있

다. 그러나 구리증기레이저는 그 동작온도가 1500 C 청도의 고용이기 때푼에 내

열， 단열 및 진공기밀을 필요로하며， 또한 효율척인 휩핑을 위해서 고반복율의

초단 고천압 펄스 방천을 필요로하는 등， 몇가지 기술척인 난첩율 포함하고

있다.

그럼 2-10은 몇몇 레이저의 에너지 준위률 비교한 것이다.

그럼에서와 같이 구리종기레이저는 여타의 페이저와 비교해서 레이저상준워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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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0. 여러 원소의 에너지 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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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춘위가 기처장태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운에 비교객 낮은 에너지의

전자에 의해 용이하게 여기될 수 었으며 양자 효율이 64%로 때우 높다.

또한 레이저 동착에 직겁 판여하지 않는 에너지준위률이 레이저 상준위 보다

1 eV보다 높께 분포하고 있어 효율객인 여기가 가능하며， 레이저 장치 천

체의 총효율 (wall-plug efficiency) 이 1% 정도로 비교척 높다. (4, 6) 가시

영역에셔 발진하는 레이저로는 아르곤(Ar) 이용레이저， 코렵폰(Kr) 이온레

이저 둥이 었으나 이들 이온레이저틀은 효율이 0.01% 정도로 매우 낮기 때

운에 천력소모가 매우 코다. 또한 어올레이저들을 대훌력화에 많은 난

갱율 갖고 있어 대규모 레이처장치의 째확은 곤란하다. 이은 레이저률을 통상

연속 발진율 하기 때문에 높은 챔루훌력 (peak power)의 레이저 펄스가 펼

요한 경우에는 mode locking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첨두훌력율

수 10kW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돼이저 펄스의 길이， 펄

스반복율의 가변도 용이하지 않다. 그 반면 구리층기레이저는그 특성장 펄소

레이저 형태로 동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연속 출력에 가까운 효과를

r나 。 ....‘
E날 T 었다. 또한 구리증기꽤이저는 출력 파장을 제외한 출력 변수 즉，

펄스폭， 펄스 반복율， 첨두출력， 평균출력 퉁을 용이하게 가변시킬 수 있

기 때운에 응용성이 보다 휘어나다. 위와 같은 독특한 특정으로 인하여

구려증기레이저는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응용 분야

가더욱 확대되고 있다. 구리종기레이저는 훨스폭이 10 - 50ns 청도로

짧기 때문에 고속촬영용 광원으로 사용하면 극히 빨리 변화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스 반복율이 1-40 kHz정도로 매우 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의 촬영 frame 수， 즉 촬영율율 매우 높일수 있다. 따라서 구리증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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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 장치는 고속버행체의 궤도분석， 유체의 유동해석

및 파도현상의 분석 연구에 매우효과척언 창바이다· (8) 위에서 서술한 응용

분야 이이에도 구리증기레이저는 분광학 연구， 투영현미경， holography

연구， 연소 연구， 해저 탐샤， 해저 mapping, 해저 통신， 공해분석 및 원

격감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1. 고출활영용 구리충기레이처 시스댐의 구생

구리충기레이저는 레이져발진 방식에 따라 외부가열형， 이충방천형， 방천

가열형 둥 다양한 동착방씩이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가 비교척 간단하

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실용성이 있고 대훌력화가 용이한 방전가열형의 종

방천 여기방식율 채택하여 고출력 고반복율 구리증거레이저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째작된 평균출력 10 W급 공냉식 및 30 W급 수냉식

구리증기레이저 시스템의 전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며， 이 후의 절에서는

레이저 시스댐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리증기레이저 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레이

저광을 직접 발생시키는 레이저 플라즈마판(l aser plasma tube) 및 레이저 공

진기， 레이저판에 방전펄스를 인가하기 위한 고반복율 고전압 초단펄스 발생장치

(high voltage pulse modulator) , 펄스발생장치에 사용된 고천압 스위

치인 thyratron을 격발(trigger) 시키기 위한 thyratron driver, 스위칭

방식의 직류 고천압천원장치， 레이저관 내부에 완충기체를 주업 빛 배기

시키기 위한 완충기체 주압 및 배기창치， 레이저관의 외부를 냉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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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냉착채용， 그리고 각각의 장치틀을 업력펀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하여

레이저 시스댐 천채률 안정되게 동착 시키기 위한 자동쩨어장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립 2-11은 제작된 헤어저 시스댐의 천체 구성도률 나타낸 것이다.

개발펀 구리증기레이저 시스댐윤 헤이저 운용서의 변의성 제고률

위하여 레이저 헤드부， 천원 빛 제어부 등 2개로 나누어 조립 쩨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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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혜드부는 레이처 플라즈마관， 례이저 공진기， 고천합 초단펄스 발생

장쳐 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자형 금속재 용기 내부에 설치되어 레이저 동

착시 고전압으로부터의 안천성 유지 및 방천시 발생하는 천자기파 잡용이 차꽤되

도록 하였다. 레이저 헤드부 이외의 각각의 장치는 모두 19’ 표준형

rack 에 셜치하여 천원 및 제어부를 조립 제작하였다. 이렇게 구성합으로써

레이저 시스댐의 동착 상태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었도록 합파 아

울러 레이저 시스댐의 조확율 용이하게 합 수 있도록 하였다.

2. 10 W 급 공냉씩 레아져 헤드부 껄계 맞 쩨확

본 연구에서는 설용성이 우수하고 고출력화가 가능하며 현장척응도가 높

은 방천가열형의 종방천여기방식의 평균출력 lOW급 콩냉식 레이저 플라죠마

관을 설계 제작하였다. 구리증기레이저는 레이저 동작시 레이저 (플라즈

마)관의 내부온도가 약 1, 500 C 정도의 고온이고 또한， 고옴에서 완벽한 진

공기벌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천압 천기절연도 완전해야 하므로 레이저관의 설

계 빛 제작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고옹에서 사용 가

능한 내열 및 단열재의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레이저판의 재료로는 고폰 내열 륙성이 우수한 alumina , zirconia와 같

은 셰라믹 재료가 사용휠 수 있으나， zirconia는 반복되는 가열 및 냉각과정

에서 발생하는 열충격 (thermal shock) 에 비교척 약하고 고옹에서 금속

파 반응하므로 레이저관의 재료로 바랍직하지 않다. 따라서 구리층기래이저

의 레이저관 재료로는 열충격에 강하고 고은에서 금속과 장 반용하지 않는

-30-



고순도 alumina가 사용된다. 고순도 alumina는 통상 1, 800 C 까차 사

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었으나t 1, 500- 1-, 600 C 정도에서 연화 (softening) 되기

Inlel H V‘ Breaker Buffer Gas Oullel

| / Quartz Glass TUbe The l I lDIscharge Electrode I /

’짧짧盡響響JJ;숫!!
Altωumma Tube

그렴 2-12. 레이져관의 단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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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쩨착된 10 W급 공냉식 레이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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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하므로 레이저관은 레이저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척드로 찰 지

지되는 구죠롤 갖도록 셜7헤하여야 한다.

그림 2-12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lOW급 레이저 (플라즈마)관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관드로는 내경이 19mm, 외경이 23mm, 길

이가 750mm 인 재결정화(ree rystaliza tion)펀 고순도(99.8%) alumina판

을 사용하였다. 레어저관을 단열하기 위하여 고온단열특성이 우수한 alumina

섬유를 alumina 레이저관의 외부에 설치하였다. 레이저관의 진공기밀을 위하

여 alumina 레이저관과 alumina 섬유 단열재를 내경 76mm , 길이

1, OOOmm 의 용융 석영판 내부에 동축으로 절치하였다.

레이저 플라즈마판의 기째척 견고성파 그 외부롤 냉각시키기 위하여 용

융석영관율 이중 듀랄루만관 내부에 컬치하였으며， 이충 듀랄루만판의 사이는

공기률 주입하여 플라즈마관의 외부롤 냉각시킬수 있도록 하었다. 진공기밀운 용

융석영관과 이충 듀랄루빈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진공 기밀 방법으로는 Viton

채질의 a-Ring을 사용하였다. 또한 a-ring의 손상을 막고 래이저관의 천극

이 지나치게 가열되는 것을 방진하기 위하여 레이저 플라즈마관의 양단에 냉각핀

율 셜치하였다.

구리중기페이저는기저상태의 구리원자들을 2p 의 래이저 상준위에 여기

시커 2D 상태의 레이저 하준위로 천이되면서 레이저 발진을 하게된다. 이때

의 레이저 하준위인 2D 는 구려원자의 기저준위인 28에 대하어 쌍극자 전

이가 금지펀 준안정준위이어서 연속척인 레이저 동착이 불가능하고 레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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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착 자체가 펼스로만 동착되게 되어 있고 빠른 시간에 많온 구리훤자롤 레

이저 상출위에 여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리층기레이저의 효율척

인 발진을 위해서는 짧은 상송시간을 갖는 고천압 충천 및 방천회로가

필수척이며 고출력 레이저를 위해서는 고견압 충걷 및 방천회로가 고반

복융일 필요가 있다. 고천합 충천 및 방천회로 방식은 simple resonant

charging , ramp charging, triggered resonant charging ,

res isti ve charging 방식 둥 여러가지가 었으며 본 창치제작에서는

resonant charg ing 방식과 triggered resonant charging 방식의 장첨율

상런 가포화인덕터률 이용한 resonant charging 방씩을 개발하였다. 쩨팍펀

고천압 충천 및 방천회로는 레이저 헤드의 무게풀 줄이고 사용의 편의생율 위하

여 별도의 금속상자에 밀혜하여 레이저 플라즈마관과 훈리 사용합 수 있께 하였

으며， 동촉선을 사용하여 전력천송율 하였다. 그립 2-13용 제작펀 10 W급 구

리증기레이저의 고천압 충천 및 방천회로 이다.

레이저창으로는 두께 8mm 의 용융석영판을 사용하였으며 두 레

이저창 사이의 거리는 1, 800mm 이고， 재질로 석영판을 선택한 이유는 떼이저

판이 가멸되었을 때 발생되는 척외선으로부터 레이저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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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급 구리증기레이저의 충천 및 방천회로그렴 2-13.

30 W급 수냉씩 레이저 해드부 찰7홉 및 제학3.

(플라즈마)관의레이저30W급개발된연구에서효.

‘-그렵 2-14 는

킬외경이 38mm,31mm,페이저관a로는 내경이나타낸 것이다.단면도를

고순도 (99.8%)재결 정화 (recrystalization)펀인1, 362mm。l가

。〈하
-rT~고온단열특성이레이저판을 단열하기 위하여alumina판을 사용하였다.

동레이저관의 외부에단혈채를 aluminaalumina 재질의 원통형다콩질

alumina 레 이처판파 결합레이저판의 진공기밀율 위하여촉으로 셜치하였다.

길이 1, 500mm 의 용융 석영관 내부에 동촉

j
4
‘끼J

단멸재롤 내경 76mm,

으로 설치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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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a관의 열팽창혜수는 1, 500 C에서 9.8 x lO-b/C 청도이므로 레

이저 동착은도에서 alumina관온 걸야가 약 20mm 청도 을어나게 펀다. 따라

서 위 그렴과 같이 젤계함으로써 alumina 레이저판이 단얼째 내부에서 자유

로이 팽창 수축할 수 었게 하였다.

레이저 플라즈마판의 기계적 견고성파 그 외부률 냉각시키기 위하여 용

융석영관율 이중 듀랄루민관(water jacket)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이충 듀

랄루민관의 사이로 냉각수를 흘려 레이저 플라즈마관의 외부를 냉각시쳤다. 진

콩기밀운 용융석영관파 이충 듀랄루민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진콩 기밀 방법

으혹는 Viton 재철의 o - Ring율 사용하었다. 한편 이중 듀랄루민관이 고

천압 방천회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동촉 구조의 방천회로가 되도록 설계 쩨

착하여 방천회로의 inductance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듀랄루민관의 한

쪽 끝에눈 원통형외 고천합 철언체 (H. V. breaker) 를 셜치하여 두 방

천 천극 사이의 고천압 절연을 하였다. 레이저 흉라즈마관의 양단에 완충

기체 주입구 맺 배기구롤 설치하여 돼이처 동착중에 완충기체블 훌렬 (purge

flowing) 수 있도록 하였다.

고옹에서 사용가능하고 sputtering에 강한 천극재료에는 tungsten ,

tan talum , molybdenum , titanium 등이 었으나 본 실협에서는 용융정픈

비교척 낮S나 (1 ， 670 C) 가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레이저 동작시

레이저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불순물에 대한 내부식성이 높운 titanium판을

사용하였다. 체착펀 천극의 구조는 그림 2‘ 15과 같으며， titanium 관의 코기는

내경 36mm , 길이 47mm 이다. 두 방천천극간의 거리(방천길이)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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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길이를 길게 함:로서 레이저 매질을 최대한 이용할 수로하여

있도록 하였다.

1,400mm

}
@
-
‘
-
-
。”
며
”
〕
』
@
‘i
j
m

i

ii

。
。c
”
를

N
j
ζa잉그@

@
1。
」]
U
@【
띠
ω
@』
@
￡Q
m【
{
】

“

」
。
‘
영
잉
여

5

-
@
5
ι
Q
S
←

-
-
ν
{
U
@『

』
@
“
며
톨

‘N

잉
』
며
←
m5E--

<

lJ/

ω
n
i
j
←
mm@-O

H
}
L며
그
g」

ω
)
{
@
ω』
@

~

U
i

c
i

m
@

-"
L
@

‘ii

그
띠

ν
l
v。ι
‘
u
p
i띠

V
빼
‘
@
￡υ
M
-
(
i

>

z

30 W급 래이저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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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less Steel Titanium

낌
그립 2-15. 고천압 방천천극 구죠.

구리층기레이저의 충전 및 방천회로에 사용되는 고천압 충천 및 방천회

로눈 에너자 저장 축천기에 충천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가 었드나 본 철

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resistive charging , simple resonant

cha rgi ng, command cha rging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께 설명하고 본

징치에 사용펀 가포화인턱터를이용한 resonant charging 방식에 대하여 셜명

하도록 하겠다. 그림 2-16는 여 러가지 charging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고천압 방천회로에 사용합 수 있는 스위치는 고반복율이 가능하고 뼈}론 천류상송

시간율 가진 thyratron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위치는 천도상태가 되면

transistor , FET 둥파는 달리 control grid의 기능이 상실되어 외부의 천

류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으면 천도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다. 따라서 그

림의 점선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되어 었으면 에너지 저장 축천기에서 레이저관

에 에너지가 투업된 후에도 고천압 직류천원에서 thyratron올 통하여 직접

첩지점을 향하여 천류를 흘려게 되어 thyratron 및 고천압 칙류천원에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레이저관에서 방천이 끝난후 고천합 칙류천원으로 부터의

”
이



천류공급을 제한할 수 었는 소자가 고천압 직류천원파 thyratron 사이에 있어

야 한다.

그림 2-16의 (a) 는 고천합 칙휴천원에서 부터의 견류를 저향을 사용

하여 쩨한한 resistive charging 방식을 나타낸다. 이때의 저항값은

thyratron의 천도유지천류(수 rnA)를 념지 않는 값에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 kV 정도의 칙류천원율 사용하면 저항짧은 thyratron의 유지천류

보다 착케하는 10 MOhrn 이상을 사용하면 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저

항앓은 에너지 저창 축견기에 충견되는 시간 (RC) 율 길게하여 고반복율

충천 및 방천회로에는 쩍합하지 않다. Resistive charging 방식을 고캔합

의 노훌 부휘가 많고 저항에서의 천력소비가 성해 비효율척인 충전방식이나

회로가 칸단하고 신뢰성이 높아 반복율이 높지 않은 고천압 충천 및 방견회로

에 많이 사용펀다.

Sipmle resonant charging 방씩운 그립 2-16의 (b) 에 해당하며

thyratron의 천류제한을 인덕터롤 사용한 경우이다. 여기서 blocking

diode는 고천압 직류천원에서 공급되는 천압이 회로의 LC 콩명에 의하여

에너지 저장 촉천기에 작류전현의 천압의 2 배 정도 충천 펀 천압이 다시

칙류 전훨3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충천이 끝난 후 방견이 시작되면

에너지 저장 촉천기의 천하가 thyratron을 통하여 레이저관에 투입되는데

이때 인덕터가 순간적으로 고천압 직류천원에서 thyratron으로 흐르는

천류양을 제한하께 되고 thyratron이 원상태로 복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충천 및 방천 방식은 충천회로에서 천력소모가 거의 없어 충천효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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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90%) ， resistive charging 방식 에 비하여 반복율이 높을 뿐아나라

고천압 칙류천훤의 입력천합의 2 배 천압을 사용할 수 었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thyratron 에 흐르는 천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덕터가 충분

히 커야(수백 mH - 수 H) 하므로 수 kHz 이상의 고반복률에는 난점이

많다.

Simple resonant charging에서의 반복율 제한율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덕터의 인턱턴스값을 줄여야 하지만 인덕턴스 값이 줄면 thyratron의

turn off이 이루어지자 않아 고천압 칙류견원에서의 천류공급율 강제척

￡로 하단해야 한다. 고캔압 혀류견웬의 천류콩급율 강제로 차단하려하면

새로풀 스위치가 필요하며 이 스위치는 고반복율이 가능해야 한라. 이와

같이 고천합 칙류천휠으로 부터 강제 분리에 의한 충천 및 방캔 방식을

triggered resonant charging, 또는 command charging 방씩이라 불린

다. Triggered resonant charging 방식은 고천압 고반복율의 사용이 가

능하며 충천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져고 있으나 고반복률의 스위치를 2 개씩

사용하역야 하므로 창치의 가격이 높아지며 장치의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폴 장치에서는 고천압 고반복율이 가능하면서 장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포화 인턱터를 이용한 충천방식을 개발하었다. 구리증기레이저

장치에 사용펀 충천 및 방천회로는 그림 2-17과 같다. 통상의

thyratron은 그 회복시간이 수 μsre. 에서 수십 μsre. 정도이며 시간 동안 전류

의 상송을 줄야기 위하여 simple resonan t charging 방식에서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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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값을 크게해야 하며 충천시간은 LC값으로 결정되어 반복율에 쩨한을

가하게 펀다. 그러나 인턱터롤 공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배션형 성질이 었는

core를 사용하면 인덕터에 흐르는 천류강에 따라 다른 인덕턴스를 갖게 될

것이다. 통상의 ferrite core는 포화천류자속밀도률 갖고 있어 일정양 이

상의 천류가 효료연 루자율이 급격히 떨어져 인덕턴스가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와칼은 성질을 갖는 물질을 인덕터의 core로 사용하면 천류

가 효르는 초기의 인덕턴스값올 매우 코게 하었다가 천류의 효륨이 종가하

변 인턱턴스값올 출일 수 있는 가포화 인턱터롤 만들 수 있다. 그립 2-18은

가포화 인럭터롤 용하여 에너지 처장 촉천기에 천압이 총천되는 모습율 나타

낸 것이다. 이때 사용펀 인펙터는 천류가 척을 때의 인턱턴스가 1 H 청도

의 값요로 본 장치에서 사용한 thyratron의 회복시간을 주기에 충분히 큰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레이저관에 방천이 이루어진 후， 고천압 칙류천원으로

부터 에너지 저장촉천기 쭉요로 천류가 흐르기 서싹하면 천류의 양이 일

청값율 넘어 방천회로의 인덕턴스가 급격히 출게되고 고천압 칙류천훤으로

부터 애너자 저장 촉천기로 급격한 충천여 일어나게 펀다. 이것용 가포화인턱

터가 스위치와 인턱터의 역활올 겸하는 것드로 해석될 수 었으며 가포화

인덕터의 인턱턴스값과 core흘 척철히 선택하연 고천압 고반복율의 충견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은 가포화 인턱터를 이용한 충천방식은 triggered

resonsn t charg ing 방식에 비하여 장치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 고장율

이 척고 장치의 신뢰성율 높일 수 있고 장치 가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전압 충전 및 방천회로 에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로는 spark gap.

SCR. thyra tron 등이 있으나 본 장치에서는 높은 반복율이 가능하고

따



고반Thyratron은선택하였다.thyratron'을고천압에서도 사용 가능한

빠른 천류장승시간가능하고，사용이고전압에서뿐더러가능활복율이

/、 y녕

To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이며jitter가가지고 았고，을

thyratron을또한있다.제한되었다는 단점도정도로시간이 약 1000

복잡하여

ENERGYSTORAGE
CAPACITOR

매우벼하여

별도의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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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에고채소자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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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랑그림 2-17. 가포화 언덕터를 이용한 30 W 구라증가래어져의 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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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제착된 고천밥 펄스발생강치의 충천 및 방천 천합 파형.

4. 해이저 쩨어부 철7훨 및 쩨학

7t. Thyratron Driver

Thyratron% 구동하기 위해서는 천슐한 바와 같이 SCR 이나 spark

gap등파는 달리 별도의 driver 창치가 필요하게 된다. Thyratron을 구동

하기 위한 trigger 펄스는 thyratron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

만 레이저 동착올 위한 thyratron의 경우 천압 1 kV, 천류 2 - 5 A , 펄

스폭 1 5 , 훨스상승율 100 ns 이내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며 trigger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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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keep alive, negative bais , heater , heater reservor등의

부가 장치가 필요하다. 제작된 thyratron driver는 코게 논리부와 펄스

발생부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제작된 창치의 구성도는 그림 2-19파 같다.

Thyratron을 trigger하눈 기본적인 논리회로의 구성은 CMOS을 이용

하였으며 그 동작원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9에서와 같이 14538IC를

이용하여 두개의 구형파를 발진하였으며 이들의 가변저향을 조절하여 시

상수 RC에 따른 펄스의 반복율을 조절하였다. 2개의 구형파 중에서 1개

는 normal mode에서 작동이 되도록 하었으며 사용자의 용도에 따른 반

복율 변화를 일시척요로 가능하께 하기 위하여 burst mode롤 셜치하였

고 이의 동착은 또다큰 구형파률 사용하게 하였다. 통상 레이저관의 온

도는 레이저의 반 복율에 크게 의존하게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반복율을

변화시켜 사용하면， 례이저판의 온도가 변하게 되고 레이저출력도 따라서

변하게 판다. 특히 구리중기래이저가고속촬영장치 등에 응용될 수 있으려면

레이저의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펄스반복율 변화시킬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같은 burst mode의 설치는 필수척이라 하겠다. Normal mode 상

태에서 burst mode의 사용은 외부의 start button에 의하여 시착되는데

이때 start 신호눈 filp flop을 통하여 두개의 신호로 나뉘고 이충 하나의 신

호는 바로 normal mode에 사용되는 구형파를 NAND gate를 통하여 막게된

다. Start 신호의 또다른 신호는 monostable multivibrator 14538을 통하

여 시간 지연된 신호률 주게 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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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OR
2 - 20KHZ

(CONTINUOUS)

GATE PULSE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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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EEPALIVE
THYRATRONII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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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립 2-19. 쩨착펀 Thyratron Driver 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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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Mode

Burst
Mode

Normal
Mode

‘ 1
second

.... 1
second

(Preset 원 pulse수와 반복윷로해이져가발전하게 띈다.)

그립 2-20. 시간에 따륜 구형파의 발생 모습.

시간 지연된 신호는 다시 몇개의 AND. NAND gate를 통하여 burst

merle에 사용되는 구형파를 외부에 나갈수 었도록 한다. 14538을 통하여 지

연되는 시간은 외부 사용자가 목척에 맞는 실험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RC 시장

수에 의하여 초절할 수 있으며 제작된 레이저 장치에서는 1 초로 결정하였다.

Burst mode를 통하여 나칼수 았는 펄스의 갯수는 외부에 therm wheel

swtich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마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때의 펄스 갯

수는 leM 721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CM 7217은 외부에 설치된

switch에서 얻은 펄스 갯수와 burst mode에서 들어오는 구형파의 갯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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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면 equal 산호를 발생하고 이 equal 신호는 start 신호와 마찬가지로 다

시 2개의 펄스로 나뉘어 한 신호는 바로 burst mode에서 나오는 구형파의

gate흘 닫는 역할을 하고 normal mode로 돌아올 수 었는 시간지연을 주

어 normal mode에서 나오는 신호률 잡고 있던 latch 흘 풀어 normal

m여e에서의 펄스반복율로 레이저가 동작될 수 있게 한다. 시간에 따른 burst

merle의 동착상태는 그립 2-20과 같다. Burst mode 에서 결정될 수 있는 펄

스의 수는 최대 9999깨 이다. 이와같이 발생하는 normal 및 burst mode의

펄스툴운 th yratron trigger률 위한 펄스트랜스로 가기천에 TR에 의해 천류

중폭을 한다.

Thyratron은 고천압 방천시 con trol grid 쪽에 고천압의 spike를

발생시키므로 thyratron driver의 최종단을 TR, FET 등의 IC롤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리부에서 나온 신호를 증폭하는 소자툴과 thyratron

과는 분리가 필요하며 제착된 장치의 1, 2차촉 분리는 훨스트랜스률 사용하

였다. 이때 사용되는 펄스트랜스는 1 차측의 천압， 천류롤 빠른 시간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하고 2차측파의 철연이 충분히 되도록 설계 쩨착되어

야 한다. 제작된 장치에서눈 출력 천송 시간이 충분히 빠른 ferrite core의

H7Cl재절을 션택하였고 충분한 천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core의 단면척이 큰

PQ-5050율 선택하였다. Thyratron control grid의 천압， 천류는 1 kV , 2

A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견압 천류의 허용치가 이 값을 충족하는 TR 이나

FET는 혼하지 않기 때문에 펄스트랜스를 사용하여 천압， 걷류값을 조절하였

다. 본 장처에서는 펄스트랜스의 1 차휴에 FET K559를 사용하였으며 펄스트

랜스 1차 천압은 300 V 이며 트랜스의 권선비는 1:3요로 하여 2차측 걷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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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 kV로 송압하였다.

Thyratron에 인가되는 펼스의 천압 상송율은 천체 레이저출력의

jitter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천압 상승 서간을 갖는 펄스의 발생이 필

수척이다. 펄스의 천압 상승 시간은 1차촉 스위치의 turn on 시간에 크게

의존하며 펄스트랜스 의 언덕턴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차측에

사용되는 스위치는 turn on 셔간이 매우 짧아야 하며， 통상의 FET 소자

들의 turn on 시간윤 수 십 nsee. 정도이므로 본 장치에 사용하기에 가

창 객합하다. 본 회로에서는 FET.sl 천압장송시간을 단촉하기 위하여

객철한 코기의 혹천기률 설치하였고 회로의 인덕턴스률 줄이기 위하여 펄스

트랜스의 권션수롤 최소화 하였다. 한편， 훨스트랜스의 역가건력 발생은 fast

recovery doide률 사용하여 제거 하였다.

펄스발쟁기의발생펀고캔압 spike가 칙첩 인가되므로 가능하면 능동

소자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spike가 1 차촉느로 넘어 가

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여는 책청 소자의 션택이 불가피하며 이와칼은

spike를 제거하기 위하여 펄스트랜스의 2차측에 TNR율 절치하여 spike의

1 차촉 천달을 최소화 하였다. Thyratron에 필요한 negative bias는 펄스

트랜 스의 2차측에 접지 점과 촉걷기로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본 장치에서

제각한 펄스발생기의 전체회로는 그립 2-21과 갈고 이때의 출력 oscillogram

은 그림 2-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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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 Thyratron Driver 의 펄스발생기 회 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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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2. Thyratron Driver로 부터 발생하는 Trigger Pulse의 파형

나. 환충기채 흉기 벚 배기 장치

구리증기레이저의 완충기체로 사용활 수 있는 것은 Ne , He , Ar 등

이 었으나 본 장치에서는 고순도의 Ne콜 사용하였다. 플라즈마관 내부에서

의 완충기체 역활운 고온에서 발생된 구리증기가 플라즈마관 창에 부착되는 것

을 방지할 뿐아니라， 저옹에서의 방전 매개체로의 역할， 레이저 동작시 준안

정준위의 quenching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플라즈마관 내부

의 완충기체의 압력은 레이저 출력 뿐아니라， 플라즈마관의 교체 시간，

thyratron tube의 수명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의 미세한 조절야 필

수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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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에서는 완충기채률 플라즈마관 내부에 주입， 배기 시키기 위하

며 그렴 2-23와 같은 기체 계통을 제착하였다. 플라즈마관 주위에 진공펌

프 및 완충기체롱을 설치하여 완충기체의 홉기 및 배기가 가능하게 하였으

며 micro-needle valve 및 solenoid valve롤 절치하여 홉기 및 배기량을

조 철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충기체통과 플라즈마판의 완충기체 출구 부분에

압력계룰 셜치하여 기체의 효릅 및 플라즈마관 내부의 압력 등을 판촉할 수 었

도록 하였다. 레이저관 훌구 쪽은 needle valve와 solenoid valve롤

병렬 로 설치하여 플라즈마관의 초기 동착시 불순물 제거롤 쉽게하였으며 완

충기 체통과 이들 valve사이에 보조의 solneoid valve률 셜치하여 완충기체

의 유입시간율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레이저장치에 사용된 완충기체의 홉기 및 배기장치의 압력조절 범위

는 0- 1. 5 atm , 유량조절 범위는 0.5 -10L/hr 이며 레이저 천체 착똥을 쉽

게하기 위하여 수통 뿐아니라 자동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Pressure. Gauge
(0-300 mbar)

LASER PLASMA TUBE

Burrer Ga.::!
Cylinder (Ne)

® : SolenOld Valve

Q; : hhe r-o-needle Valve

그립 2-23. 구리증기레이저의 흡기 및 배기 계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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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리충기레이져의 자동제어 장치

본 질헝에서 사용한 구리증기례이저는 그림 2-1 에서와 같이 레이저관， 고

천압 직류 천원장치， 완충기체 홉기 및 배기 장치. Thyratron Driver. 고

천압 펄스 정형기 등 많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레 이저 장치

는 레이저관에 투입되는 천랍 및 완충거체의 압력 등 외부 변수에 의해 레이저

출력이 심하게 변화되묘로 출력을 안정화하고 장치 천체의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페이저 장치의 각 부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쩨어 및 감시 장

치가 필요하께 현다. 이률 위하여 Z-80 CPU롤 충샘드로 각종 감시 신호흘

받율 수 있는 ADA board. digital inpu t/out board 등율 배

치하였다. 구리증기레이저 control board 의 천체 구성도는 그립 2-24파 같

다.

Contro1 Board는 8 개의 analog 입력 및 1 개의 analog 출력. 16

개의 digital 입/출력이 가능하며 사용자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display

driver 및 RS-232C 등을 갖추고 있다. 위의 con trol board는 헤이저출력

의 안정화를 위한 완충기체의 압력 및 충천천압의 쩨어 뿐아니라 레이저관

의 보호， 고가부폼인 thyratron등의 보호 및 고전압 충방천 회로의 감시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가 동작할 때 까지 필요한 복잡한 작동 순서를 자동

처리하여 천체장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었었다.

구리증거헤이저의 동작시 동작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하여 con tro1

board의 최종에는 레이저의 상태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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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시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들 감시장치는 크게 digital 신호와 analog 신

호로 나눌 수 있요며 이들 digital 및 analog 신호의 종류 및 감사부위흘 표 2

1 에 나타내었다.

f

:‘ '. ’
‘ •

; 헥°1껴 팝λl푸
J

t

‘ e

’
• ’ ' ..
~. .. ..
’ •‘ ..".I f,

• “ ‘ •” ".’
’

Analog Input
Board

Digital Input
Board

렐홉방 #헤훌훌
: 짱 -':1

Analog Ouφut

Board
Digital Output

Board

그립 2-24. 구리증기레이저 Control Board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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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ontriol Board 의 감사 창치.

따매
’
l,‘au---‘.

냉
n
u

따매
,..‘

얘리ιm

Laser Power I Interlock

Thyratron Monitor I Water flow

H.V. Power Voltage I Impedence Matching

Inlet Pressure Guage

Outlet Pressure Guage

Thyratron Heater

Reservor‘

Plasma tube Temperature

Housing Temperature

Vacuum Pump

Cooling Fan

H. V. Current

Ne Gas Cylinder Pressure

Thyratro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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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시기로 부터 플어요는 Digital 및 analog 신호뜰은 Z80

CPU를 보유한 single board computer에서 처 리 한다. 제작펀 single

board computer는 4 MHz의 Z80 CPU률 충심으로 1 개의 parallel port

와 2 개의 serial port , RS-232C port롤 내창하고 있으며 RAM

3와(B ， ROM 8KB률 갖추고 있다. ROM이 사용활 수 있는

address는 0000H-2000H 까지 이며 RAM area는 8000H-PFFFH 까지

이다. Board의 serial 통신은 Z80 SIO A port롤 사용하며 통신속도는 CTC

의 시정수 및 counter의 값을 조갱하여 결정한다. CPU 의 block diagram

픈 그립 2-25와 감다.

구리충기레이저의 자동제어 프로그램은 zoo에 장확될 수 있도록 어생플

러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digital, analog 신호의 압력 및

출력， 통신t display, 레이저의 상태제어 등 12 개의 subroutine으로

되어 었다. 레여저의 동작이 제 어되는 시작점을 정하기 워하여 위 추

제어 프로그램의 바로 앞에 무한 loop롤 구성하고 외부의 신호를 받아률여

주 제어 프로그램으로 첨프 활수 있도록 하였다. 주 제어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그럼 2-26와 같다.

제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SYSTEM STATE MANAGER에 의

해 운영되고 었으며 그 외의 subroutine들은 SYSTEM STATE

MANAGER를 보조하는 기능 들이다. SYSTEM STATE MANAGER는

전체 장치의 운전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다시 9 개의 소프로그램으

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 충 main loop 룰 쩨외하면 레이저 장치의 레이저

야싸



발진 까지의 청보와 장치의 동착을 종료하는 순서를 기술하고 있다.

SYSTEM STATE MANAGER의 순서도는 그럼 2-27과 같다.

OSC,

ROM

16K
OOOOH-FFFFH

RAM
32K

8000H-FFFFH
Z80A

SYSTEM BUS

CPU

J lL
Rx Tx
S10/0

L.-...., ,....-J '-----,

crc I I PIO

CNl CN2

그립 2-25. CPU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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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

ANALOG IN

ANALOG IN FILTER

ANALOG IN CALIBRATE

ANALOG WINDOW COMPARE

SYSTEM STATE MANAGER

PRESSURE CONTROL

DI GITAL OlIT

ANALOG OlIT

KEY MANAGER

DISPLAY MANAGER

SERIAL CO뻐UNICATION

MANAGER

그립 2-26. 주 제어 프로그램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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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틴1 ON

CHECK INITIAL
VALUE

AlITO PURGING

PRESSURE
CHECK

CONTROL
BOX ON

IMPEDANCE -
MATCHING ?

PRESSURE
CHECK 2

H.V. VOLTAGE
UP

MAIN

SYST타~ OFF

그립 2-27. SYSTEM STATE MANAGER 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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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SYSTEM STATE MANAGER 프로그램충의 MAIN 프로그램

에서는 레이저의 동작상태에 따라서 고천압작류걷윈의 전압율 조절하거

나 완충기채 의 압력을 재죠절하기도 하며 레이저관의 입력저항의 변화에 따

라서 auto purging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구리증기레이저는 그 구조가 복잡하고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변화롤 사용자가 직첩 감시할 필요가 었다. 구리증기레이

저의 자동제어용으로 사용펀 single board computer에서는 display되는 값

이 하나 밖에 지청이 않되며 digital 입/출력 상태와 여러 analog 입/출력 상

혜를 동시에 감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구리충기레이저의 오동착시 외부

에서 사용자가 암의로 장치를 조작합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차의 컴퓨터

와 쩨어용 single board computer와의 교신 및 통제률 할 수 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었어야 한다. 위의 목척을 위해 폰 연구에서는 C 언어률

이용하여 통신프로그램을 작성하였요며， 통신 방식은 RS-232C를 통한

2400 ba ud rate , no parity, 1 stop bit, 8 da ta bit 이며 통신 프로그

랩은 COMMUCATION MANAGER, MONITOR MANAGER ,

REMOTE CONTROL의 세가지 subroutine으로 구성되어 었다.

-59-



쩨 3 철 고속활영 카메라 개발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하야 개발， 제착된 고속촬영장치는 필름의 소모， 펼

름현상 및 촬영문제등에서 다른 기계식 고속카메라에 비하여 우수성율 갖는 회

천 E럽형 고속카메라로써， 구리증기레이저의 높은 반복율을 이용하여 Shutter

할 수 었도록 썰계， 제작 되었다. 드렴을 고속으로 회천시켜주는 Motor Speed

Controller와 E럽의 Housing은 미 국 Cordin Co. 의 Controller Model

4467A와 Model 350 Drum Camera의 Housing율 사용하였으며， 본 장비

의 핵심에 해당되는 영상환리 및 촬영시스댐올 개발， 제작하었다.

또한，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의 륙성에 따랴 구리충기레이저와 Internal

I External Trigger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고속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셜

계， 제착하였다. 그림 2-28 및 사진 2-3옹 구리증기레이저와 고속촬영카메라률

이용한 촬영장치의 예이다.

1. Motor Speed Controller

가. 기놓

드혐의 회견속도를 구리증기레이저의 반복률과 비교하여 훤하는 촬영속도

를 얻기위하여 156 rps까지 연속척으로 속도변화가 가능하더록 되어있는

Controller은 다음과 칼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STATUS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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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Control UnIt

그림 2-28. 구려증기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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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구리중기레야저훌륭 야용한 고속촬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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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WINDOW에 나타나는 왼쪽값은 현재의 드럽속도률 나타내

며 충앙의 값은 목표로 절청펀 속도(Target Speed) 률， 우측은 속도의 단위롤

나타낸다. 예률틀어， DISPLAY가 25 , 000 : 50, 000, F/SEC로 되어 있다면，

현째 드혐의 속도는 25， 000이고 목표의 속도는 50， 000이며 그 단위는 Frames

/ sec롤 의미한다. 물론 단위는 다움에 젤명할 2) SYSTEM SETUP과정에서

초당 회천수 인 REV/SEC (Revolution per second)와 줄푸늬 카메라로서 사

용하고자 합 때에는 mm / μs (Millimeter per Microsecond)단위률 사용

합 수 도 었지만， 구려충기레이처률사용하는 고좁촬영에서는 레이저의 반복율

자채가 천체 활영좀도(FRAMES/SEC)활 결청하기 때품에 뒤에서 설명합 고

속촬영창벼의 IMAGE MASK의 크기와 레이저의 반복율융 고려하여 REV/

SEC훌 체산한 후， 객당한 회견수를 션핵하여야 한다.

2) SYSTEM SETUP

이 부분온 드렴카메라륨 이용하여 고좁촬영율하기 이견에 구려충기레이

저 및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및 변수를 마려 지청해

주는 과청으로써， 드럽의 회견속도 및 속도의 단위， 셔터모드등을 지정해주게

된다.

3) MESSAGE

이 부분은 오동작일때의 경고표시등 기타 카메라작동에 관련된

MESSAGE률 DISPALY WINDOW에 나타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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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동출서

천원을 ON하변 이 Controller에 사용되는 S/W의 Version이 나타나

게 되는데 이때 ENTER Key를 누르면 • STATUS DISPALY? ·상태가 된

다. 이 상태에서 YES Key룰 누르변 가장 최근에 셜청펀 속도 및 단위가

d뀔play되는데， 이 조건올 만족한다면 Motor를 착동시커 고속촬영을 하게되는

것이다. 만약 이마 지청펀 파라며터률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NO 혹은 EXIT

Key를 누르면 되고 그러면 • SYSTEM SETUP? ·이 Display펀다. 여기서

역시 NO 혹은 EXIT Key률 누르면 • STATUS DISPALY? ·상태로 올아간

다. • SYSTEM SETUP ? ·에서 YES를 누름으로 해서 드럽의 회천속도와

그 단위， Key롤 누룰때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는 BEEP기능 그리고

SHUTTER MODE풍 네가지의 변수롤 순서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

제알 먼저 표시되는 것은 속도인데， 이때에 이마 지청된 속도값을

BACK SPACE Key로 부분수청이 가능하며 또한 NO Key를 눌러 천체 속도

않을 변경할수 있다. 속도를 일부 또는 천부 수청하고자 하여 새로운 값을 숫자

Key률 이용하여 입력한후， 혹은 표시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YES나 ENTER Key률 누르면 원하눈 속도가 업력이 완료되고 다음 역시 최근

에 지정된 속도의 단위가 표시된다. 속도는 이미 썰명한대로 제가지 형태를 사

용할 수 있는데， NO Key룰 누를때마다 야 세가지의 단위가 주기적으로 표시

되며 원하는 단위가 표시될때 YES Key를 누르면 다음 변수인 BEEP기능이

표시된다. BEEP기능은 ENABLE파 DISABLE이 있는데 역사 원하는 기능에

서 YES KeyLf ENTER Key로 션택을 하면 마지막 선택기능인 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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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가 표시된다. SHUTTER MODE는 MODE 0, MODE 1, MODE

2기능이 있는데 훤하는 기놓을 YES Key Y. ENTER Key로 선택을 함으로써，

고속촬영을 위한 고속카메라의 변수지정이 끝나게된다. 물론 지금까지 지정한

변수롤 바꾸고자 할 때에는 앞의 과정을 거쳐 다시 변경 할 수 었다.

SHUTTER MODE에서 선택이 끝나연 이미 지청했던 드럽의 회견속도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EXIT를 누르면 DISPLAY WINDOW에 현재의 속도 및

설정된 목표의 속도， 그 속도의 단위가 표시되며， 이 상태에서 MaTER률 확

동시켜 고속촬영율 할 수 가 었다. 표 2-2는 SYSTEM SETUP파정에서 선태

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율 보여훈다.

표 2-2는 SYSTEM SETUP과정

SYSTEM SETUP - TARGET SPEED

UNIT - REV/SEC

FRAMES/SEC

MM/ SEC

BEEP - ENABLE

DISABLE

SHUTTER MODE - MODE 0 (COMB TRIG)

MODE 1 (DUAL TRIG)

MODE 2 (PUSH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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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장폴리 및 촬영시스햄 재발

폰 서스댐은 그림 2-29와 칼이 NIKON 70-210 mm ZOOM LENS,

COPAL SHUTTER, 세가지의 코기롤 갖는 IMAGE MASK, 초점이 찰 맞

았는지를 확인해주는 VIEW FINDER, NIKON 55 mm MICRO LENS, 그

리고 OBJECT롤 드혐의 FILM TRACK에 장착펀 필름예 상으로 맺혀주는

PRISM드로 되 어 이 다.

VIew
Fmder

Zoom Lens
Nlkon
70-210mm

MIcro Lens
Nlkon
55mm

Prism

A
U

Tngger Pulse M。t。r If>
Rotallng
Drum

그림 2-29. 영상분리 및 촬영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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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개밭펀 영상콸라 및 촬영 시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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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창 고속촬영장벼의 질협 및 결과

제 1 철 고속활명용 고반북율 구리충기꽤어져의 훌력륙생

1. Preconditioning

가스방천관(레이처관) 제작에 사용된 재결청화된 알루마나관 및 다공

절의 알루마나 단열재는 사용초기에 많폰 불순몰율 배출하게 펀다. 이툴 불순물

충 특히 산소와 수층기는 견자친화력이 코므로 방천시 발생되는 천자률 얻

어 음이온화하기 때문에 방천을 극히 방해한다. 따라서 새로 조립한 레이저창

치는 메이저 동착에 앞서 반드시 철저하게 preconditioning올 해야한다.

본 실험에서는 precondi tioning율 위하여 고천압 교류 방천 가

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콩 혐프률 사용하여

레이저관 내부률 10 mtorr로 24시간 이상 배기한 후 레이저관 내부에 약

50mbar 정도의 Ne 완충기체롤 채운 다음 교류변맙기를 사용하여 고전

압 방천울 시켜 1600 C 이상의 고온으로 10 시간 이상 가열하였다. (9. 10) 이

때 가스방천관에 투입펀 천력은 약 3kW 이었으며 가열시키는 동안 완충기체

를 계속 흘려 (I Latm/h) 가열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일차 가

열이 끌난 다음 가스방천관을냉각시키고 메이저관 내부에 약 109 의 구

리(순도 99.9999 %)를 l Ocm 간격으로 5 곳에 나누어 투입한 후 위의 과청을

다시 반복하였다.

위와 곁은 과정융 거쳐 가스방천관을 precondition ing한 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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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저장 축천기 Cs의 충천천압을 13 kV 로 하고 10 kHz의 반복율로 약 60

분간 고천압 펄스 방견을 시키면 레이저관 내부의 옹도가 1350 C 로 상송하

여 환형의 녹색광(510.6nm) 이 방출하기 시착하였다. 옹도가 상승할수록

녹색광이 환형의 충심부룹 채우게되고， 결국 균일한 원형의 범 패턴이 나타나

는 것을 관촉하였다. 은도가 장송할수록 레이저빔운 황색을 띄기 시작하였

고 레이저관의 온도가 1500 C 얼때 녹색광파 항색광의 강도바는 약 3:1 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도가 상승합에 따라 구려원자밀도가 증가하여 이득이 착

운 항색광아 뒤늦게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때 완충 완충기체를 계속해서 1

Latm/h의 율로 흘렸다.

그립 3-1 운 레이저 출력율 PIN photodiode (FND-IOOQ, EG&

G, U.S.A.)와 oscilloscope (Tek60 2) 를 사용하여 관측한 것이며 이로부터

레이저펄스의 FWHM은 약 30ns임을 알 수 이다. 야 사진은 레이

저펄스가 약 3 만개가 충캡펀 것인데도 선명하며， 이로부터 레이저가 매

우 안청하께 동착함을 알 수 었다.

그럼 3- 1. 레이저 펄스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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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확율 및 완흥기체에 따혼 꽤이저 훌력 륙생

제작된 구리증기레이저 장치의 precondition ing이 완전히 끝난 후 출

력 륙성을 조사하였으며， 창치 배열은 그럽 3-2 와 같다. 레이저출력은

레이저관의 내부온도에 먼감하게 의존하므로 자체 제작된 온도 측정기를 그립과

같이 셜치 하여 레이저 동작중에도 떼이저 내부의 온도를 항상 감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자체 제작된 온도 측청가는 파장반응 영역이 매우 좁은 photodiode

(Hamma tu 2802338) 를 사용하였으며 그 앞에 1. 06 μm 의 광학 필터를 셜

치하여 방천중에 발생하는 섬광 및 레이저광의 영향을 최소화하었다. 위의 방

법으로 측정되는 온도는 기존 제품인 optical pyrometer(Model M90-R2 ,

Mikron Instrument Co.• Inc. , U. S. A.) 로 촉정된 값과 비교하여 그 절

대값을 추청하였다. . 그립 3-3은 자채 제싹펀 온도계의 출력천압을 올도로 환

산한 것이다. 이때 옹도 측정위치는 레이저판 중앙부에 놓여진 구리의 표

면이다. 레이저의 평균출력은 Disc CalorimetedModel DGX.

Ophir-Aryt Optronics. Israel)률 사용하였다.

그립 3-4는 일청한 운도에서 펄스 반복율에 따른 레이저 출력변

화율 나타낸 것이다. 이때 충천천압운 10 kV 완충기체 압력은 30 mbar 이

었다. 반복율을 높이면 레이저 발진 회수가 많아져서 돼이저 출력은 반복율에 바

례하여 증가된다. (1 1-16) 그러나 반복율이 2D 상태의 이완율 보다 빠르게 되

면 2D 상태에 축척되는 구리원자의 수가 증가하여 레이저 출력은 억제된

다. 따라서 펄스반복율에 따른 출력 증가율이 감소하케 된다. 10 W급의 공

냉식 레이저는 30 W급의 수냉식 레이저에 비하여 최척 반복율이 높은 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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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제작된 레이저의 ~D 상태의 구리원자가 레이저 관의 벽과 충툴하여 이

완되는 기구가 완충기체 및 저에너지의 천자， 구리 구리와의 충돌 등에 의한 이

완기구에 비하여 상당히 큰것을 알 수 있다.

1 ‘ 4 1.8 2.2 2.6 3
。utput V어tage

Temp .. 145 x In(v아t) + 1382

1300
0.6

1500

그립 3-3. Photodiode 의 전압출력에 따른 레이저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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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1440 C
Pressure : 30 mbar
Voltage : 10 kV (4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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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 10 W 급 공냉식 구리증겨레이저의 반복올에 따른 출력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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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기체는 구리훤자가 레이저창에 달라불는 것율 방지하며，천가 방천

율 돕는다. 동증기레이저에 사용가능한 완충기체로는 He. Ar, Ne. X e 등이

었으며， 기체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출력 특성이 달라진다. 본 질험에서는 이

등 중에서 가창 높은 출력이 가능한 Ne을 완총기채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3-5

는 완충기체의 압력에 따른 레이처 출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방천천압이 14 kV 얼때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층가에 따라 레

이저 훌력이 충가하며， 높플 압력에서는 오히려 레이처 훌력이 감소한다.

견기 기체 방견에서 캔자용도(Te)는 천기장(E) 과 압력 (P) 의 비 (E/P)에

의흔한다. (14) 따라서 낮은 압력에서는 콘 ElF 값에 의해 Te 가 높아치

게 되며， 이로부터 상대객으로 많은 구리 헨자가 이운화하게되며 또한 2p 상태로

의 충돌 여기단변척이 줄어툴어 결과척으로 펑펑율율 떨어뜨리묘로 레이저 출

력이 감소하께펀다. 높픈 압력에서는 싹은 E/P 값에 의해 Te 가 참소

하게되며 이로부터 2p 상태로의 충톨여기단면척응 감소하고 2D 상태로의

충툴 여기단면척플 층가하여 결파척으로 혐핑율을 떨어뜨리게 펀다. 같은 조건

에서 방천천압이 낮은 경우에는 초기 Te 값어 낮아 2D 상태로의 충톨 여기단연

척이 2p 상태 보다 크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이 떨어지는 것율 볼 수 있다. 이

때， 완충기체의 압력율 높이연 구리월자와 완충기체와의 충툴 단면척이 커져

2D 상태의 이완율율 높일 수 있어 레이저 출력이 종가하게 펀다. 그러나 완충

기체의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ElF의 값아 떨어져 레이저 출력이 감소한다.

본 설험에서는 14 kV의 충전천압일 때， 약 25 mbar 에서 최대 출력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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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 및 방견천합 에 따플 레야저훌력 륙성

그림 3-6은 에너지 저장 축천기 Cs에 충천되는 각각의 천압에서 레이저

판 내부올도에 따른 명균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완충기체 Ne 의 압력은

25mbar, 펄스 반복율은 10 kHz이었다. 레이저관 내부온도 Tw에서 구리 증

기의 원자밀도는

Ncu =1. 23 X 107 exp(0.0124 T)lcm 3 (3-1)

이때 Tw는 섭씨온도를 나타낸다. (1 5) 그립에서와 같이 약 1300 C 에서 레이

저 발진여 얼어나기 시착하여 1460 - 1510 C 에서 최대출력을 나타내었다.

레이저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올도는 T. Holstein의 이론(11)을 사용한

radiation trapping야 일어나는 온도의 이론척 계산처와 일치하였다.

저온부에서 올도가 장송할수록 레이저 출력이 증가하는 어유는， (식

3-1) 로부터 온도가 장송하연 구리원자 밀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께 되고 따라서

돼이저 출력에 기여하는 원자수가 증가하기 때운이다. 반면에 고용부에서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출력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파 같다.

-78-



많헌F
l그그

v
v
v

k
k
k

PRR: 10

。:
D:
~:

끄
펴
과

30

20
(
를
)b
i
R。
A
K
잉
에
얘
니 ’∞∞a

@농

10

o
1500

레이저판 내부올도에 따본 레이저 홉력

(a) 충천 혹천기가 일청한 경우，

-79-

1450

( C)Temperature

14001350

그립 3-6.



30

20

10

(

홉)

”
@
i
a。
α

”
@
m
m
녀

o
1500

충천축전기값이 다른 경우.

-80-

1450

C)Temperature

1400

(b)3-6.

1350

그림



온도가 지나처게 상숭하면 구리원자 밀도가 크게 충가하게되고 또한

걷기방천 이천의 초기 천자밀도도 증가한다. 구리의 이용화 에너지가

7.7eV이고 완충기체인 N얻l 이윤화 에너지가 21. 6eV이E로 온도 상승에

따라 전기방천시 보다 많은 구리 원자가 아온화하여 많은 이차전자

(seconda ry electron)가 발생확며， 천자와 구리원자와의 충톨회수도 증가

하게된다. (15) 야러한 벼탄성 충돌은 천자온도 (Te) 롤 급격허 떨어뜨려 레이저

상준위인 2p 상태로의 충졸여기단면척픈 감소하는 반면 하훈위인 2n 상태로

의 충돌여기단연쩍은 충가하께펀다. (12) 휩명율용 T양+ 충툴 여기단연척 (s)

의 곱에 의폰하므로 결과척으로 상문위로의 혐핑율이 감소하게 되 어 메이처

출력이 감소한다.이와갇은 용도상송(원자빌도 증가)에 따폰 Te의 감소홀

보상하기 위하여 충천천압을 높이연 Te가 다시 상송하여 레이저훌력이 증가

펀다.

그립 3-7은 일청 한 용도에서 에너지 처장 축견기 (Cs) 의 충천견

압에 따른 출력변화 나타낸것이다. 30 W급 수냉식 레이져의 경우， 완충기체

의 압력은 30mbar, 펄스 반복율은 10 kHz 이었다. 그립에서와 같이

레이저판 내부은도가 낮율 경우에는 놓플 충천천압에서 훌력이 오히려 감소합율

알수 있다. 이는 원자밀도가 낮율 경우 충천천압율 과도하게 높이제 되면 Te

가 지나처게 높아져서 이온화되는 구리원자의 수가 많아지고， 2p 상태로의 충

돌 여기단면척아 오히려 줄어둘기 때문이다. (1 2-14) 그러나 구리 현자밀도

가 큰 높은 온도에서는 충천천압의 증가가 바란성 충돌에 의해 떨어진 Te를 보

11하여 출력 중가를 얻게 펀다. 그립 에서 높은 은도에서는 낮은 온도 에서

보다도 천압에 대한 출력 증가율이 크고， 포화현상도 볼수 없다. 따라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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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응 충천천압을 사용하면 큰 출력을 얻을수 있율 것으로 예상된온도에서

쳐
‘-꽁냉식파 거의 같은 조건에서그러나 10 W급 공냉식 래이저의 경우，다.

제작된 레이저

의 충천 및 방천회로의 천합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압상승에 따론 레이저 출력의 포화 현장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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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1440 C
PRR : 10 kHz (6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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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안청공진기륨이용한 꽤이처의 훌혁륙성

훤자의 분광학객 구조에서 공명준위에서 준안정준위로의 천이률 이용하

는 구리， 급， 납 등의 금속층기레이저툴은 레이저 매질의 이득이 높은 반면 반천

시간이 매우 짧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17) 이들 레이저의 펄스폭운 통상 20-30

nsec 정도로 1-2 m 의 공진기를 사용활 경우 원자나 분자의 반천시간 동

안 수회 밤에 왕복할 수 없다. 이와같이 짧은 왕복회수로는 공진기의 모드롤

형성할 수 없게 되어 레이처의 빔륙성이 나빠지게 된다. 실제 이툴 레이저

는 매질의 이득이 높고 원자의 짧은 반천시간 때문에 높은 반사율의 출력경

올사용하지 않고수 % 의 반사율의 거옳이나 밴유리률 출력경￡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반천시간이 짧고 이득이 큰 레이저에서 통상의 안정꽁진기

구조로는 작은 빔 발산각을 기대합 수 없다. 불안정콩진기는 높은 이특파

고출력 레이저에서 발산각이 작은 레이저률 얻는데 가장 척합한 것￡로 알려

져 있다. (18) 본 연구에서는 충방천가열형 구리충기레이저에서 비촉

형 불안청풍진기에 대하여 청성척으로해척하였S며 이 공진기를 사용활

때 빔 발산각파 훌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일반척으로 구리충기레이저에 사용되는 안청공진기는 오목거율

(Rd, R ;radius , d;콩진기 길이)에 평면 훌력경율 사용한다. 구리충기레이

저는 이둑이 매우 코기 때문에 춤력경은 수 % 면 충분하므로 통상 coating

이 않된 밴유랴 (8%)가 사용된다. 구려충기레이저는 법직경이 매우커서 회

절한계앓 q = 1. 22 lID 는 매우 확아 수십 mrad 밖에 되지않ξL나 레이

저 펄스 길이가 때우 짧아(20 - 50 nsee) 콩진기내에서 왕복운동을 몇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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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어 실쩨 범발산각은 매우 크다. 왕복운동의 횟수 때문에 결국 이상척인

안정공진기의 범발산각에 도달할 수 없어 평면-명변경을 사용했을 경우 범발

산각은 3 - 7 mrad 에 이르게 펀다.

(a)

(b)

고립 3-8. 망원형 불안정공진기 (a) 칼렬리안형， (b) 케플러형.

R

ω



Dl gain medium

D2 파i

• L •

그림 3-9. 구라증기레이저의 비촉형 불안정공진기.

불안정공진기란 다음의 조견을 만족할 때를 말한다.

(I-diRt) x (1-d/R2) < 0 or ) 1 (3-2)

불안정콩진기는 높운 이득의 고출력 레이저에서 큰 모드체적과 작은 빔 발산각의

해이저 빔을 얻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었다. 안정콩진기와는 달

리 불안정공진기에눈 두 종류의 빛이 존재하는데， 그램 3-9에서와 갇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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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진기에서 빠져나오는 발산광이고 나머지는 그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

는 수렴광이다· (1 9) 레이처출력은 공진기로 부터 나오는 발산광이기 때문애 레

이저 빔 형성이 공진기 내에서 발산광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싱제 래야저 빙용 수렴광에 의해 형성되며 공전기내에서 빔 직경의 르

기가 수렴에 의해 착아지면서 회철의 영향을 받아 발산팡으로 견환되어 공진기

로 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수렵광은 발산광에 비하여 빔 직경의 코기가

팍아지고 기하학척인 손성이 없어 빨리 증폭훨 수 있으므로 많은 유도방출

을 기대활 수 있다. 여러 수렴광 중에서 가장 손실 없이 많은 왕복운동을 할

수있는 빛은 공진기의 촉을 따라 명행하게 들어 오는 빛이다. 이와 같은 빛의

왕복회수는 다음과 같다.

n = 1 + In (MJ lIn (M) (3-3)

이때， 배율 M은 두거울의 곡율비 (R/R2) 이며 M。는 Fresnel number

(Dt
21 R I) 이고 D 1은오목겨울의 직경， 운 레이저 광의 따장아다. 레이저 매

질에서 자발방출에 의한 천방향의 빛충 공진기에 평행한 빛이 가장 크게 증폭

(exp (2anLa)되고 나머지 방향의 빛은 증폭될 수 없다. 여기서 a눈 이

득이고 La는 레이저 매결의 길이이다. 이와갇이 형성된 회절한계치의

평행광은 공진기의 기하학객인 손질(레악저 출력)로 단일왕복당 (I-II

M에 만큼 공진기에서 빠져나오께 된다. 만일 레이저매질의 이득이 기하학

적인 손실을 극복할 수 있고 레이저 장준위의 수명이 길연 n+l번 왕복한 빛

들이 n번 왕복한 빛들에 비하여 그 세기가 증폭되어 불안정공진기의 정상상태모

드 발진이 가능하게 된다. 레이저 매질의 이득파 기하학척 손실에 의한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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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레이저 발진은 다읍의 수식율 만족할 경우 가능하다.

exp (athLa) = M2 (3-4)

반면 이득이 공진기의 기하학척 손켈보다 착을 경우 n+1번 왕복한 빛이 n

번 왕복한 빛에 비해 그 강도가 줄어든다. 이때 레이져 출력은 증폭된 빛파 각

기 다른 시간에 방출되는 명행한 자발방출 빛이 더해진 것이어서 공간척으로는

균일한 출력율 주고 있S나 시간척으로는 매우 복잡한 모슐을 나타내며， 레이저

의 세기는 n 번 왕복에 의하여 충폭되는 양에 코께 의흔하게 된다. 한편， aLa

값이 충분히 커서 레이저 빔 형성시간 (2nL/c ， c; 광속) 이천에 이득의 포화가

이루어지면 이때의 빔에는 회절한계치의 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

서 포화는 레이저상준위와 이완확율파 유도 방출의 확율이 같을 때률 의미하며

이 포화 조건율 수씩드로 표현하연 다융과 같다.

exp(2aLan) =4 p/W (3-5)

이때 n。은 포화가 얼어날 때까지 공진기에서와 왕복횟수이고 W(p
2
/D

2
) 는 레

이저 매질에서 유도방출에 의하어 층쭉되는 입체각이다. 레이저상준위

의 이완온 주로 자발방출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식 (3-5) 은 4p 방향으

로 복사하는 자발 방출광파 입체각 W안에서 일어나는 유도 방출광의 양이

같을 때률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 및 공간척으로 간섭성이 좋은 레이저를 얻

기 위해서는 때절의 이득야 손설율 1-1/M 2 보다 커야하며 왕복회수가 포화

가 일어나는왕복회수 no 보다는 작아야 한다. 또한 레이저의 최대출력율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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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서는 왕복회수를 n 。에 가캅재 하여야한다. 레이저의 매질에서 D 2보다

코고 D}보다 작은 부분에서 광촉에 평행한 자발방출광은 n-l/2번을 출력경

D2의 안쪽에서 옴직일 것이므로 회철한계치 빔의 형성은 출력경 D 2 의 안쪽에

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충방천형 구리총기레이처는 레이저판 내부의 고

천압 방전이 레이저판 벽으로 부터 시착하여 관 중심부로 진행하므로， 매철

의 밀도 반천도 역시 레이저 판 벽쪽에서 먼저 이루어 지고 페이저관 중

싱부는 이보다 지연되께 된다. 이 지연시간용 레이처관의 칙경에 따라 다르

나 보홍 수 - 수십 nsec 청도 이다. 따라서 레이쳐풍진기를 그립 3-9와 갈이 버

촉요로 구성하면， 밀도 반전이 먼저 이루어지는 레이저관 벽쪽에서 충분히 중

폭된 빛이 시간지연율 갖고 밀도 반천이 나중에 이루 어지는 레이처판 충앙부률

통과하여， 빔 발산각율 줄일 수 있올 뿐더러 효율척인 레이저 동작율 기대

합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방천가열형 구리증기레이저는 30 W급 이며， 사

용된 불안정공진기는 춧첨공유 갈혈레이형으로서 그림 3-9와 칼이 구성하였다.

출력륙성 측청시， 레이저 충천축전기 (6nF) 의 충천천압은 13 kV , 완충기체

(Ne) 의 압력은 25 robar, 레이저관의 올도는 1460°C 였다. 그립 3-10·은

불안정공진기의 배율 (M) 에 따른 래이저 I영균출력 및 발산각을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의 평균출력은 Ophir energy meter (model 365) 를 사용하여 측정하

었다. 레이저 빔 발산각은 공진기의 출력경에서 5 m 떨어진 지점에서 훗점거

리 1 m 랜즈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을 집속시켜 춧점에서 빔직경을 촉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림 3-10에서는 M이 증가함에 따라 레이저 평균출력과 레이

저의 발산각이 감소함을 볼수 있다. 그림 3-10 에서 출력은 M=15 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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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까지 코게 변하지 않으나 밤 발산각은 급격하게 줄어듬을 볼수 었다. 이

는 레이저관의 벽쪽에서 먼저 형성되는 회절한계치 빔이 레이저관 중앙

에서 충분한 밀도 반천아 이루어 진후 이를 통파하기 때문에 출력 손실이 척게

나타난 것이다. Mol 25보다 크게 되면 빔 발산각은 코게 줄지않지만 레 이저

의 출력은 선형척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때 에눈 불안정공진기의 정상상

태 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레이저 출력이 빔 형성시간에 비혜하기 때문으로 해

석 펀다. (20)

비축형 불안정공진기롤 이용하여 구리증기레이저의 발산각을 최대 200

μrad 까지 출였으며 평균출력은 밤발산각율 750 mrad로 합 경우 안정공진기

률 사용합 때의 94 % 에 도딸하였다. 이와같이 작은 발산각의 레이저는

구리층기레이저의 증폭체얼 구성， 색소레이저 여기， 원격촉정 및 탐사， 해저통신

등에 응용훨 수 었을 것이다. (21)

-90-



(
융
앙
업
)야u
a
μ빼μ
M』r
a

0.8

0.6

0.2

0.4

Laser Powe:t'
Divergence

Temp.: 1440 C
PRR : 10 kHz

。:
L:1A:

’A
’-

4
--

30

10

숱

~

홉

o
50

공진기 배율에 따흔 레이저 출력륙생.

-91-

40

(M)

30

Magnification

2010

그림 3-10.

0



제 2 철 회펀 드럽형 고속활영카메라의 훌력륙정

1. 고확활명율 위한 변수의 결청

고속촬영을 워하여는 천채객으로 촬영속도를 결정해주는 구려증기래이저

의 반복율과 드혐의 회전속도， 상의 크기를 결청해주는 IMAGE MASK의 코기

흘 고려하여야 하는데. IMAGE MASK의 세로크기가 3. 4. 8. 15 mm얼때

의 CONVERSION FACTORSMS 흘 표 3-1과 3-2. 3-3. 3-4에 각각 나

타내었다.

표 3-1 Conversion factor-l (image mask 25x15 mm)

αL 댄EO.( Hz)

::: FRAME RATE
(frames/s)

태AME

PERIOD
(μs)

DR배

SPEJ때

(rev/s)

MAXIMUM
WRITING
TI뻐(IDS)

IMAGE MASK
SIZE

(H x V, mm)

MAXI빠M

NUMBER
OF FRAMES

8, 769 114.04 153.85 6.5 25 x 15 57

~.500 117‘ 65 149.03 6.71 25 x 15 57

8 ， αm 125.0 140.25 7.13 25 x 15 57

7.500 133.33 131. 58 7.6 25 x 15 57

7.αM 142 ‘ 86 122.85 8.14 25 x 15 57

6. 많m 153.85 114.03 8. 77 25 x 15 57

6，아)0 166.67 105.26 9.5 25 x 15 57

5, 500 181. 82 96.53 10.36 25 x 15 57

5 ， αm 200.0 87.72 11.4 25 x 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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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onversion factor-2 (image mask 25x8 mm)

αL 때EQ.(Hz)

= 태AME RATE
(fr빼es/s)

태AME

PERIOD
(μs)

DRUM
SP타깅D

(rev/s)

MAXIMUM
WRITING
TIME(ms)

IMAGE MASK
SIZE

(H x V, mm)

MAXIMUM
Nt뼈ER

OF FRAMES

16, 615 60.19 153.85 6.5 25 x 8 108

16, 000 62.5 148.15 6. 75 25 x 8 108

15, 500 64.52 143.47 6.91 25 x 8 108

15，이)() 66.67 138.89 7.20 25 x 8 108

14, 500 68.97 134.23 7.45 25 x 8 108

14 ，아껴O 71.43 129.70 7.71 25 x 8 108

13, 500 74.07 125.00 8.0 25 x 8 108

13, 000 76.92 120.34 8.31 25 x 8 108

12, 500 80.0 115.74 8.64 25 x 8 108

12，아m 83.33 111.11 9.0 25 x 8 108

11 , 500 86.96 106.50 9.39 25 x 8 108

11 , 000 90.91 101. 83 9.82 25 x 8 108

10 , 500 95.24 97.18 10.29 25 x 8 108

la ，아)Q 100.0 92.60 10.8 25 x 8 108

8, 000 125.0 74.07 13.5 25 x 8 108

5, 000 200.0 46.30 21. 6 25 x 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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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onversion factor-3 (image mask 25x4 mm)

다ι FREQ. (Hz)
=댄AME 뻐TE

(frames/s)

FRAME
PERIOD
(μ5)

DR:때

SP£]퍼

(rev/s)

MAXIMUM
WRITING
TI뾰(ms)

IMAGE MASK
SIZE

(H x V, mm)

MAXIMUM
NU뼈ER

OF 댄마'!ES

35 ， α% 28.571 121. 12 8.25 25 x 3 288

32 ， αm 31. 25 111.11 9.0 25 x 3 288

31.000 32.25 107.64 9.29 25 x 3 288

30.000 33.33 104.17 9.6 25 x 3 288

28.000 35. 71 97.18 10.29 25 x 3 28B

25. 아)() 40.0 86.81 11.52 25 x 3 288

22 ， αm 45.45 76.39 13.09 25 x 3 288

20.000 50.0 69.44 14.4 25 x 3 288 ‘

18.000 55.56 62.5 16.0 25 x 3 288

15, 000 66.67 52.08 19.2 25 x 3 288

12,000 83.33 41. 67 24.0 25 x 3 288

10, 000 100. 。 44. 72 28.8 25 x 3 288

8,000 125.0 27.78 36.0 25 x 3 288

5. 아)0 200.0 17.36 57.6 25 x 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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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Conversion factor-4 (image mask 25x4 mm)

CVL 태많. (Hz)
=F뻐ME RATE
(frames/s) 爛빠때

DR!때

SPEED
(rev/s)

MAXIMUM
WRITING
TIME(ms)

IMAGE MASK
SIZE

(H x V, mm)

MAXIMUM
M때ER

OF FRAMFS

33.000 30_3 153.85 6.5 25 x 4 216

32. 아m 31.25 148.15 6.75 25 x 4 216

31.αm 32.25 143.47 6.97 25 x 4 216

30.000 33.33 138.89 7.2 25 x 4 216

28.뼈 35.71 129.70 7.71 25 x 4 216

25.αm 40.0 115.74 8.64 25 x 4 216

22.α)() 45.45 101. 83 9.82 25 x 4 216

20, 000 50_0 92.59 10.8 25 x 4 216

18.000 55.56 83.33 12.0 25 x 4 216

15.000 66.67 69.44 14.4 25 x 4 216

12 ， αm 83_33 55.56 18.0 25 x 4 216

10.000 100.0 46.30 21. 6 25 x 4 216

8 αm 125_0 37.04 27.0 25 x 4 216

5.000 200.0 23.15 43.2 25 x 4 216

따써



(1) IMAGE DISTORTION

필름을 장착하게 되는 드럽의 직경야 276 rom 인r.~ 드럼면이 곡면이

기 때문에 초점변에서 벗어난 부분에서 상의 왜곡이 생기게 되며， IMAGE

MASK의 크기에 따른 상의 왜곡의 정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5 상 왜곡율

IMAGE MASK(mm) 장의 왜곡의 정도

(가로 X 세로) (mm)

25 x 3 0.0081519

25 x 4 0.0144919

25 x 8 0.0579588

25 x 15 0.203654

(2) 공간훈해능 측정

그림 3-11 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을때 상의 공간분해능을 ROLYN

OPTICS CO. 의 USAF 1951 TARGET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표 3

6 - 표 3-9에 나타냈는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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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공간분해능 측청결과 - 1

M : NIKON 55 mm MICRO ilNS(DIAP뻐AGM)

Z : NIKON 70 - 210 빼 ZooN LENS(DIAP뻐A해 - 2.8로 고정 )
H : Horizontal Spatial Resolution(lp/mm)
V : Vertical Spatial Resolution(lp/mm)
IMAGE 빼SK SIZE : 20 x 4 !DID

•
M z H V

2.8 2.8 64.0 40.3
•

4 ” 64.0 40.3.

5.6 ” 64.0 40.3

8 ” 57.0 40.3

11 ” 45.3 40.3

16 ” 36.0 36.0

22 ” 25.39 25.39

32 ” 17.95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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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공간분해능 촉정결과 - 2

M: NIKON 55 mm MICRO 다NS{DIAP뻐A빼}

Z : NIKON 70 - 210 ZOON LE뼈(DIAP뻐AG에 - 4로 고정 )
H : Horizontal Spatial Resolution(l/mm)
V : Vertical Spatial Resolution(lp/血)

IMAGE MASK SIZE : 20 x 4 mm

M Z H V

2.8 4 64.0 40.3

4 ” 64.0 40.3

5.6 ” 57.0 40.3

8 ” 5O.a 40.3

11 ” 40.3 40.3

16 ” 36.0 36.0

.
22 ” 25.39 25.39

32 ” 17.95 17.95

mm



표 3-8. 공간분해능 측정결과 - 3

M: NIKON 55 mm MICRO l꾀S(DIAP뻐A때)

Z : NIKON 70 - 210 ZOON LENS(DIAP뻐A때 - 2.8로 고정 )
H : Horizontal Spatial Resolution(l/mm)
V : Vertical Spatial Resolution(lp/mm)
IMAGE MASK SIZE : 20 x 15 mm

M Z H v

2.8 2.8 71. 8 45.3

4 ” 71. 8 45.3

5.6 ” 71. 8 45.3

8 ” 64.0 45.3

11 ” 50.8 40.3

16 ” 40.3 40.3

22 ” 25.39 25.39

32 ”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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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공간분해능 측정결과 - 4

M: NIKON 55 mm MICRO LENS(DIAP뻐AGM)

Z : NIKON 70 - 210 ZOON LENS(DIAP뻐A때 - 4로 고정 )
H : Horizontal Spatial Resolution(l/mm)
V : Vertical Spatial Resolution(lp/mm)
IMAGE MASK SIZE : 20 x 15 mm

M z H V

2.8 4 64.0 45.3.
•

4 ” 64.0 45.3

5.6 ” 64.0 45.3

8 ” 50.8 45.3

11 " SO.8 45.3

16 ” 36.0 36.0

22 ” 25.39 25.39

32 ” 17.95 f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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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 철 고속활명 질협

세계척으로 높은 반복율 및 광의 셰기(Intensity) 률 가진 구려증기레

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한 고속활영에 대해 여러 응용 및 활용방안이 쩨시되고

있다. 륙히 화천드렴형 고속카메라흘 이용한 탄도겔혐 및 연소기구의 노즐 분

사현상과 화염의 분석， 유체의 유동해석등 그 응용범위가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본 륙성실험에서는 구리증거레이저와 회견 드럽형 고속카메라률 고

속촬영의 기폰척인 활용대상이라고 합 수 있는 켈소가스에 의한 노출의 물 분

사현상 및 프로판 가스의 화염， 스프레이의 분사현상을 촬영합으로 해서， 앞

으로 본 개발품이 일반 산업현장에서 여러 용용환야에 활용할 수 있도복 하였

다.

1. 노톨외 환사현장 활영

그립 3-11 는 질소가스의 압력에 의한 노즐에서의 물의 분사현상을 촬

영하기위한 장치이다. 회천 드렵형 고속카메라의 셔터에서 나오는 첩첩신호가

노즐분사장치롤 트리겨시켜 질소가스의 압력에 의해 물이 노즐에서 분사되도

록 장치되어 었으며， 질소가스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분사현상올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었다. 사진 3-1 및 3‘ 2, 3-3는 질소가스의 압력을 변화시키면

서 노출에서의 물의 분사현상을 촬영한 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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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환 가스외 화협 및 스프해이의 훈샤현장

그립 3-12 운 프로판 가스의 화염 및 스프레이의 분사현상을 촬영하기위

한 장차로써， 구리중기펙이저의 범율 Cyl indrical Lens률 이용하여 Sheet

Beam~로 만들어 프로판 가스의 화영 및 스프돼이의 분사면에 조사시켜 촬영

할 수 있도록 되어었다. 사진 3-5는 프로판 가스의 화염을 촬영한 결과어며， 그

립 3-6 몇 3-7 , 3-8은촬영속도와 Frame Size를 다르게 하였을때의 스프레이

의 촬영컵과이다.

CVL
Controller Jl

Rotating
Disk
Camera

C V L

Jl Cylindrical
Lens

Jl
않

G
ro

e때뼈

p
r

익
〕Pi

Trigger
Pulse
Generator

Jl ·t 짧옆1。ggFed

그립 3-12. 프로판 가스의 화염 및 스프레이의 분사현상 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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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프로판 가스의 화염 활영결과 (Frame Rate : 10, 000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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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스프레이의 분사현상 촬영결과 - 1 (Frame Rate : 10,000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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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스프레 이의 훈사현상 촬영결과 - 2 (Frame Rate : 12,500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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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폰 및 건의 사항

폰 연구얘서는 고반복율 가시광꽤이저롤 이용한， 시간분해능 10 ns, 촬

영율 35 kHz의 초고속7예측 촬영장비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하여 국내자

체 기슐개 발에 성 공하였다. 고반복율 가시광레이저롤 광훤으로한 고속계측 및

촬영장비는 고효율 저공해 엔진개발， 연소연구， 진동해석 등， 그 응용분야가 매

우 다양하며， 자체 발광이 심한 플라죠 o}연소 및 폭발물등에 대한 유일한 판촉창

바로 얄려져 있다.

개벌펀 고속촬영장비는 레이저률 사용하는 광훤부와 고솜 회견드령 카메

라부로 대벌할 수 있다. 광훤부는 10 W급 공냉식 레이처 혜드부， 30 W급 수

냉식 헤드부， 레이저 쩨어부로， 고솜촬영 카메라는 모터제어부， 영상천달 시스

댐， 카메라몸체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이틀은 자체 기술로 셜체 제작되었다.

고속카메라의 광원으로 쓰이는 구리중기레이저는 반복율， 출력 등 사용하

는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률 위하여 10 W급 꽁냉식 구리증기레이저와 30

W급 수냉식 구리증기레이처률 각각 제착하였요며， 제작펀 구리중기레이저의 동

작특성 분석을 위하여 레이저관의 내부온도， 완충기체 압력， 방천천압， 펄스 반

복율 등， 매개 변수에 따른 출력특성율 조사하었다. 제작된 10 W급 공냉식

구리증기레이저는 돼이저관 내부온도 1500 C, Ne 완충기체압력 35 mbar, 방

천견압 10 kV , 펄스반복율 20 kHz일때 평균출력 10 W률 얻었으며， 30 W급

공냉식 구리종기 때이저는 메이저관 내부온도 1470 C, Ne 완충기체압력 20

mbar , 방천천압 12 kV , 펄스반복율 10 kHz일때 평균출력 30 W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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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범의 공간적인 분포률 개선하기 위하여 벼촉형 불안정 콩진기를 개발하였

으며 그 결과 레이저법 발산각을 최대 15 배 까지 개션하였으며， 빔발산각이

750 mrad 일때， 안청공진기 (30 W, 4 mrad.) 출력의 94 % 까지의 출력을

얻을 수 었었다. 쩨작된 고속촬영용 고반복율 구려증기레아저의 제원은 표 4-1과

같다.

표 4- 1. 고속촬영용 구리증기레이저의 젝휠

lO W급공냉식 30W 급수냉식

CVL CVL

래이저훌력 lO W 30W

냉각방식 콩냉식 수냉식

레이저관직경 19mm 33mm

방전전압 12kV 15kV

반욕율 10 - 30빠iz 5 - 15 빠iz

방천길이 750mm 1300mm

가열방식 방전가열 방전가열

내열온도 1600C 1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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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중기레이저는 동착시 레이저관의 내부온도가 1, 500 °c 청도의

고폰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척인 레이저 동작을 위하여 고반복율 (5-10kHz)

고천압 00- 20 kV) 고견류(1，OOOA) 초단펄스방천을 펼요로 하는 등 그 기술객

수준이 높고 난첨이 많으나， 이들 기술은 첨단분야의 기술로써 초고운 진공

로 개발， 고반복율 고출력 액사야머 (Excimer) 레이저 개발， 펄스형 고출력 이

산화탄소 돼이저 개발， 고출력 질소레이저 개발 퉁에 칙정 활용될 수 있다.

쩨착펀 구리충기레이져 시스댐율 현재까지 200시간 야상 통학시킨 곁과 훌

력에 별다용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구려충기레이저의 안청펀 동착을 위하

여는 고안청 고천압 칙휴천현의 개발이 필수척이며， 현재 구리충기레이처에 사

용충인 thyrarron 스위치가 가격이 고가이면서 그 수명이 1000 시간 청도로 제

한 되어 있요묘로 이를 대치하기 위한 고천압 충견 및 방천회로의 쾌소자화률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절계 제작펀 고속촬영카메라는 필륨의 소모， 현

상 및 촬영 등 문쩨에서 다른 고속카메라에 버혜 우수성율 갖는 회천드럽형 고속

차메라로서， 구리층기페이저의 높운 반복율을 이용하여 shutter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레이저와 관촉하고자 하는 사건 및 7r메라와의 시간 동가흘 용이하게 하

거 위하여 internal/external 격발 (trigger)아 가능하게 하였다. 고속촬영카메

라는 정밀광학， 초정밀 고속전자제어， 초청밀기계 가콩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

기솔로서， 카메라 제작 성콩에 따른 제반 관련기술에 파급효과가 거대현다.

표 4-2는 회천 드럽형 카메라의 주요 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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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회천 E혐형 고속카메라의 추요 제원

사용 천원 115 VAC

드럽의 최대 회천수 153.85 rps

쩔름트랙의 직경 276 mm

장착되는 필롬길이 867 mm

사용가능펼홈 Standard 35 mm Film

최대 활영속도 35, 000 fps

최대 프레임수 288 frames

최소 프레임간격 28.571 μs

프레임코기 (가로 x 세로) 25 x 3 mm

25 x 4 mm

25 x 8 mm

25 x 15 mm

최소 촬영시간 6.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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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구에서 제작펀 구리층기때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치는 유채의 유

동해석， 노즐분사， 화염분석 등 다양한 훈야에서 활용 훨 수 있으며， 쩨확된 고

속촬영장치를 사용하여 노즐분사 및 프로판가스의 화염， 스프레이분사 등을 촬영

함으로써 앞으로 본 연구 개발쯤이 일반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3은 고반복율 가시광떼이저률 이용한 고속촬영장벼의 주요 제현이다.

고반복율 가시광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촬영장벼는 서폰에서 기술한 바와

갈이 많은 웅용분야가 있S나， 션진각국에서 위의 기슐의 국외 유출을 극히 통제

하고 있드며 위의 용용분야는 모루 국가천략척 핵싱환야이거나 기반기슐 관련폼

야이므로 국내 산업기술 발천에 미치는 파급효파가 매우 크기 때운에 이에 대한

지속책 연구가 필요하며 이볼 위한 정부의 계속척 지핸이 요청펀다.

표 4-3. 고솜활영장치의 제원

시간분해능

최대활영율

최대촬영프레임

레이저출력파장

레이저최대출력

10 nsec

30, 000 fps

250 frame

510.6 nm , 578. 2 nm

3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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