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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필 잭훨



I. 제 복

요 약

파장가변 및 출력안정화 기술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레이저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장가변 및

출력 안정화에 관련된 기술틀을 개발하여 타기관에서 수행중인 과제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레이저 기술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논 것

이다. 파장가변 영역을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확장시키기기 위하여 여

러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개발하고 비선형 광학 기술을 이용한 파장변환

기술올 축적한다. 특히 출력안정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안정화， 출

력에너지 안정화 및 시공간 모양의 안정화 분야를 망라하여 기술 축적을

꾀한다. 이는 특히 원자력 산업분야， 신소재 개발분야， 광화학 레이저 분

광 연구， 미량원소 검출기술 분야 동의 여러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기술들로서， 이에 대한 기술 속듭과 자체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의

수입제한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본연구의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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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빛 범위

파장가변 및 출력안정화 기술 개발을 추친하기 위하여 본과체의 제2

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레이저 분광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소 레이저를 집중적으로 연구 깨발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색소 레이

저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고체레이저인 Ti:sapphire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색소레이저의 경우 여러가지의 공진기형으로 레이저를 제작하여 그 특성

을 분석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공진기형을 선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Ti:sapphire 레이저의 경우 근적외선의 레이저 광을 얻을 수

있었으며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한 injection seed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안정화 및 시공칸 모양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는 wedge prism을 이용한 새로운 파장가변 기술을 고안하여 기존의 방

법보다 훨씬 정밀한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실제로 레이저 주사

(scanning)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특히 단일종모드로 발진하는

색소레이저， 고체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및 GPO어l 웅용이 가능하며

넓은영역에서 단일종모드로 연속적인 파장가변이 가능함을 얄 수 있었

다. 그리고 중폭기를 통한 출력에너지 안정화 시율레이션을 통하여 다

단 중폭시스템의 최적설계의 ，조건과 효율동을 얻을 수 있었으며， 출력안

정화를 위하여 색소 nozzle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레이저를 개발하여

춤력특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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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색소레이저및 Ti:sapphire 레이저 기술과 같은

파장가변 레이저 기술은 고감도-고정밀 분석 기술의 개발， 고분해능 분

광 분석가술의 확립 및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 향상얘 기여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파장가변 고체 레이저의 개발 및 injection seeding 연구의

경우 최근에서야 국내에서 연구되기 시작되는 분야로 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키대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새로

운 파장가변 기술은 파장 가변의 정밀도콜 크게 향상시키게 되어 고분해

능 분광 분석 연구의 정밀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출력 에너지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 된 다단 중폭시스

램의 최적설계및 색소 nozzle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고출력의 레이저 광

올 얻기 위하여 레이저를 제작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파라메타들올 제공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비선형 현

상을 이용한 파장변환 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 안정화 및 출력 안정화

실험이 마무리되면，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파장 조정 기술을 이용한 정밀한 파장가변이

어루어지게 되며， 주파수 및 출력이 안정화된 레이저광을 얻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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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Wavelength Tuning and the Output Stabiliz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he elevation of the laser technology

up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by developing the

wavelength tuning and the output stabilization technologies in

conjun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institutes. The

technical goal of 상너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various lasers

which can be tuned from UV to IR region and the accumulation of

삼le frequency conversion technology with op다cal nonlinear effects.

The output stabilization implies the stabilization of the oscillating

frequency, the laser output energy, and temporal and spatial profile of

the laser beam. These technologies are in great request in th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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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tomic energy industries, sysnthesis of new materials,

photochemical laser s야ctroscopy， the trace element analysis, and the

파{e. In addition, the intermittent import restriction on some lasers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equipment doubles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year, we developed the dye laser which is widely used in the

laser s야ctroscopy and the Ti:sapphire laser which is replacing the

dye laser in many fields. Various types of the dye laser oscillator

have constru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have investigated.

Injection seeding of the Ti:sapphire laser was performed to stabilize

the frequency and the spatial mode.

A new accurate frequency tuning mechanism in a Littman-type

configuration for single longitudinal mode oscillation in the tunable

laser was presented. A wedge prism with a small apex angle is

inserted between the tuning mirror and the grating for accurate

frequency tuning. In this configuration, the laser frequency can be

tuned precisely by rotating the wedge instead of the tuning mirror.

This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dye laser, tunable soli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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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diode laser, and OPO system.

We have investigated the output characteristics and op피mal

conditions of a multi-stage amplifier system of a dye laser 밍ld

could obtain the efficiency of the amplifier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ye jet system were also studied.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It is spec띠ated that the tunable laser technolgies which is

developed in this project ar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high-sensitive and high-accurate analytic떠 techniques and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Ti:sapphire laser was injection seeded by a CW diode laser to lessen

the linewidth and stabilize the oscillating frequency.

New accurate frequency tuning mechanism in the tunable laser

system which wa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contribute to the

e며lancement of the accuracy in the high resolution spectroscopy and

analysis. And the numerical an외ysis of the multi-stage amplifier

system of high power dye laser and the study on the dye nozzle can

be use삐 for the construction of high power dye laser and the output

stabilization of the laser by offering the optimal values of many

parameters.

We will enlarge the frequency tuning range from UV to 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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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nning the frequency conversion experiment, such as optical

parametric oscillation and the Raman shifter, in the next year. And

by combining the frequency tuning technique, frequency stabilization

technique, and the output energy stabilization technique on the whole,

precisely tunable, rug삐y stabilized laser can be developed. And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careless supports are necessary to reach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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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발진된 레이저 광의 e않Ion 간섭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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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A~
C그 서 료르

L-

1966년에 P. P. Soro퍼n 와 ]. R. Lankard에 의하여 처음으로 색소 레

이저가 발진된 이후 파장가변 레이저는 다른 레이저의 경우 일정한 파장

밖에 낼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고 원자나 분자 그리고 용집물질풍의 구

조 및 특성틀을 규명할 수 있는 분광학의 발천을 가져왔다. 이려한 분광

기술은 원자력 산업， 극미량 원소 검출， 중금속 오염 및 공해 분석， 초고

속 반도체 소자 개발， 원거리 측정용 LIDAR, 광섬유 소자 개발， 의료용，

극초단 펄스를 이용한 분광학 연구둥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웅용되고 있

다.

지금까지 파장가변 레이저 광은 세분야로 나누어져 개발및 발전되고

있다. 첫째는 이득매질이 고체인 파장가변 레이저로 color center laser,

alexandrite laser, Ti:sapphire laser, 반도체 레이저둥이 었으며 특히

Ti:sapphire 레이저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광법위한 영역에서 레이저 발

진이 이루어지고 극초단 펄스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고 전망 또한 밝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의 경우 발진 파장이 가시광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외부 공진기형을 채택하여 파장가변 범위

도 많이 넓어지고 있으며 고출력화가 야루어지고 있다. 두번째로논 액

체를 매절로 하는 것으로 색소를 용액에 녹여서 사용하논 색소 레이저이

다. 잭소 레이저는 고체 레이저와논 달리 에너지 밀도를 거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발진 파장이 근자외선에서 끈적외선까지

로 아주 넓고 극초단펄스를 얻을 수 있다. 세번째는 비선형 현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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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비선형 매질에 레이저 광을 입사하여 발진 파장을 변환시키는 방

법이다. 이는 이미 만틀어진 파장가변 레이저를 비선형 매질에 통과시켜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고정된 레이저 파장을 팡 파라메트릭 발진

(Optical Parametric Oscillation, OPO) 방법을 이용하여 파장을 변환셔 키

는 방법둥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올 이용하여 현재는 soft X-ray 에서

적외선 영역까지의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파장가변 레이저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레이저의

출력을 안정화 시키는 기술도 아울러 개발되어야 한다. 레이저 출력 요

동은 레이저 발진 주파수 요동， 레이저 출력 에너지 요동， 그리소 시공간

적인 레이저 광의 불균일 성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레이저

출력요동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틀어 고안되고 웅용되고 있다. 주

파수 요동은 외부기준 공진기를 이용하거나 원자나 분자의 전이선에 이

용하여 오차신호를 검출하여 궤환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고

있고， 출력 에너지 안정화는 광학부품올 견고하게 지지하거나 외부 온도

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재료의 개발， 그리고 이득매질의 온도안정화

장치， 압력변화를 차단하는 방법동을 이용하는 풍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시공간적인 불균일성은 이상적인 모양을 얻을 수 있논 광학계

를 설계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펄스레이저의 경우 연속발진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출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injection

seeding 방법이 고안되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1차년도에는 파장가변및 출력안정화 기술의 토착화를 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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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파장가변및 출력안정화의 기술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색소

레이저를 개발하여 발진 주파수의 안정화와 autotracking 방법에 의한

제2고조파 출력 에너지의 안정화 연구줍 수행하였었다. 그리고 당해년

도(제2차년)에는 파장가변 레이저로 고체레이저인 Ti:sapphire레이저와

액체 레이저인 색소 레이저를 각각 개발하였다. 제2장에는 이러한 두가

지 종류의 레이저의 발진원리및 특성틀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러한 파장가변 레이저의 파장가변 방법으로 wedge prism을 이용한 새로

운 파장가변 방법을 고안하여 그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4창에서는 설제로 제착된 Ti:sapphire 레이저의 발진 특성과

여러가지 공진기형의 색소레이저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비교 정리하였

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출력에너지 안정화 연구로 중폭기를 통한 출력

안정화 시율레이션 연구와 출력안정화률 위하여 색소 nozzle의 특성과

nozzle을 이용하여 제작된 색소레이저의 발진 특성뜰을 조사， 그리고 레

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injection seeding에 의한 주파수 안정화 실험

결파를 청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명된 wedge prism에 의한

파장가변 방법올 실증하키 위하여 수행된 실험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

막으로 제7장에서는 당해년도의 실험결과를 요약하였으며 건의사항및 본

연구의 향후계획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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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 ;다
a 파장가번 러|이저 개론

제 1 절 고체 레이저

최근 20년간 파장 가변 고체 레이저는 양자 전자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960년대에 실험실 수준에서 전기 팡학계

(electro-optic system)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원자， 분자 그리고 고체 분팡학에서의 기초 과학 연구나 새로운 반도

체 및 광섬유를 이용한 팡학 소자 그리고 고출력 및 짧은 펄스의 레이

저 개발 퉁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고체 레이저는 결정이나 유리와 같은 주매질(host medium)내에 포함

되어 있는 이온들의 전자 춘위간의 유도 전이 (stimulated transition)에

의하여 발진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온들은 주로 회토류(rare Earth)나

3d 전이 금속의 양으로 대전된 이온들이다. 그리고 주매질은 활성물질

인 이온들을 담아두는 역할뿐 아니라 이온의 전자 준위칸에 쌍극차 모

멘트를 유도함으로써 유도 방출에 필요한 전자기 장과 전자 준위 간의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며 pumpmg과 lasing 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작용도 하게된다.

이러한 고체 례이저는 주매질과 이온틀 간의 큰 상호작용에 의해서 넓

은 이득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파장 가변 레이저로 작

동이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파장 가변 레이저에 존재하는 여가상태홉

수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첫번째 여기 상태 위의 에너지 준위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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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있어서 레이저 광이나 펌핑광이 그 위의 전이에 의하여 홉수되지

않는 새로운 레이저 활성 이온을 찾는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전이 금속의 일종인 Ti3
+ 이온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파이어

를 주매질로 하논 Ti:sapphire가 출현하여 드디어 1982년에 레이저 발

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lJ 1980년대 후반에는 고품질의 레이저용

Ti:sapphire가 상용으로 공급됨에 따라 현재에는 파장 가변 고체 레이저

로는 가장 큰 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웅용 분야에서 색소

레이저률 대체해 나가고 있다.

분광학적으로는 Ti3
+ 이온은 모든 레어저 활성 전이 금속 이온들 중에

가장 단순한 단 하나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따로 떨어진 3d 전

자는 five-fold로 축퇴된 바닥 에너지 준위를 갖지만 주매질 속에 위치하

게 되면 주매질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에너지 준위가 분리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추매질에서 threefold로 축퇴된 바닥 상태(칸2)와 twofold로 축

퇴된 여기 상태 eE)의 두 준위로 분려되게 된다. 바로 이 두 춘위간에 레

이저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 푼위는 3d 각으로부

터 전자를 벗어나도록 하여야만 되는 준위로 주매질에 따라 다르며

Ti:sapphire 의 경우에는 광펌핑이나 레어저 전이에 관여하는 빛 에너지

에 비하여 훨씬 크다. 2T2와 2E준위는 모두 주매질과 ]ahn-Teller 상호

작용을 하여 홈수띠에 쌍동이 pe밟을 갖고 넓은 방출띠 (emission band)

를 갖는다. 사파이어 내의 Ti3
+ 이온은 trigonal 대칭성을 갖으며 아는 큰

강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발생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이로 인하여 레이

저 전이간에 고체 레이저로는 짧은 3.8 μs의 방사 수명시잔을 갖으며， 상

온에서 여기 상태의 수명시간이 3.2 μs임을 감안하면 비방사 전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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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붕괴 (decay)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레이저 이득 단면적

은 3.5x10-19에 달해 다른 매질에 비하여 훨씬 크다.[2] 그립 2-1은

Ti:sapphire 레이저의 에저지 준위를 보여주고 있다.

Ti:sapphire 레이저의 광펌핑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상태가 짧은

수명 시간을 가지고 있다논 것이다. 펄스 형태의 광펑핑에서 가장 좋은

여기 상태를 얻기 위하여는 이 수명 시간과 같거나 짧은 시간으로 펌핑

을 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xenon flashlamp의 경우 펄스폭은 100 μs이상

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기 방전 회로와 lamp와의 전기 광학 변환 효

율이 50% 이상이고 대부분의 방출광이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러므로

많은 훨스형 Ti: sapphire 레이저는 짧은 펄스 레이저에 의한 종펌핑으로

작동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광펌핑원은 Q-switching된 Nd 레이저

이며 이렇게 Q-switching된 레이저로 펌프될 경우에 Ti:sapphire 레이저

는 "gain-switched" mode로 착동된다. 짧은 펌프 펄스에 의하여 발생한

여기 상태 밀도의 급격한 증가는 레이저 출력의 급격한 성장을 야기시키

며 저장된 에너지가 빠쳐나오게 된다. 만일 펌프 펄스가 Ti:sapphire 레

이저 출력이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끝나게 되면 Q-switching의 경우와

비슷하게 단지 하나의 짧은 레이저 펼스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

우 ns 영역의 펄스폭은 쉽게 얻어진다. Nd:YAG 레이저로 펌프된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파장 가변 영역은 가장 짧은 파장이 660 run이고 가장

긴 파장이 1178 nm 이며 현재까지로는 다른 어떤 레이저보다 파장 가변

영 역 이 넓다.[2，3]

선폭을 줄이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는

펄스형 색소 레이처에 사용되는 기술로 공진기 내에 파장 선택 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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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륜 grazing-incidence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40 mJ의 Q-switching 된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2 ns 의 펄스폭에

2 m]의 에너지를 갖논 단일 파장의 출력 펄스를 얻은 결과가 보고되었

는데 이는 Ti:sapphire가 이득계수가 커서 grazing-incidence 공진71 의

높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둘째는 좁은 선폭을 강는 레이

저를 이용하여 Ti:sapphire 레 이 저 에 injection- seeding을 하는 방법 이 다.

최초의 injection seeding온 펄스형 색소 레이저에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diode 레이저와 CW Ti:sapphire 레이저에도 사용되게 되었다，[5] 낮은

Q 값을 갖는 불안정 공진기 레이처에서는 CW 레이저에 의한 seeding을

합으로써 두 개 이하의 종모드로 발진시킬 수 있지만 정확하게 단일 파

장으로 발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진기의 길이를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

다.

Ti:sapphire 시스템의 넓은 이득 선폭은 원리적으로는 10 fs 이하의 아

주 짧은 mode locking된 펄스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mode

locking된 짧은 훨스를 얻으려논 노력은 최근 5년동안 줄기차재 계속되

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중에는 레이처를 약깐 오정렬 시켰을 때 아무런

능동형， 또는 수동형 mode locking 소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련의

mode locking된 짧은 휠스를 얻을 수 있었던(이를 self mode locking여

라 한다)， 결국은 우연에 의했던 경우도 있다.[6] 공진기 내부에 프리즘

을 넣음으로써 레이저 결정 내의 굴절율의 분산을 보상함으로써 100

MHZ 에서 60 fs의 짧은 펄스를 얻을 수 었었다. 이 현상에 대하여는 아

직 완전한 이해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의 가정윤 mode-locking 된

펄스와 함께 발생한 높은 전기장에 의하여 유도된 굴절율의 변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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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 효과)가 레이저 결정 내에 렌즈를 형성시키고 적당한 조건에서 이

렌즈는 꽁진기 모드에 더 높은 이득 조건을 형성하게 하여 mode

lacking된 상태가 발진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광학계

를 적절하게 구성하면 소위 “Keπ-lens 효과”가 잘 정렬된 공진기 안에

서도 mode locking된 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상용으로 나

와있는 mode-lac쉴ng된 Ti:sapphire 레 이 저 의 경우 이 러 한 Kerr lens 효

과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100 is 정도의 훨스폭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Ti:sapphire는 아주 큰 이득 단면적을 갖고

있어서 훨스형의 높은 이득을 갖는 중폭기로 사용할 수 있다. 신호광은

is 필스에서부터 단일 파장 연속 발진 레이저 광원까지 광범위하게 중폭

될 수 있다. Nd:YAG 레이저로 펌프된 Ti:sapphire 결정의 경우 한번 통

과했을 때의 이득이 180에 달하며 여러번 통과했을 때의 경우에는 2χ106

까지 얻을 수 있다.[7] 그리고 짧은 펄스의 중폭기로써 Ti:sapphire는 넓

은 bandwidth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번 통과해도 펄스폭이 별로 길어지

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낮은 에너지의 ps 또논 is 의 펄스를 중폭

할 경우에는 injection seeding방법이 적합하다. Injection seeding 방법은

레이저 공진기가 박 순 이득(net gain)을 얻을 때 외부에서 이 공진기

에 짧은 펄스를 주입시키는 방법인데， ew나 긴 펄스폭의 레야저 공진기

의 이득은 Q-switch를 이용하여 조절아 가능하며 반면에 짧은 펄스의

펌핑은 빠르게 이득을 switch할 수 있다. 만일 주입된 짧은 펄스 에너지

가 기저 잡음보다 크면 이 펄스가 공진기 사이를 왕복함에 따라 레이저

출력이 커지게 되고 펄스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 빠룬 광 switch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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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하여 빠져나오게 한다.

Ti:sapphire 레이저는 고분해는 분광학이나 Raman 산란， 그리고 파장

의 표준풍의 여러 실험의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웅용 분야에서는 여

러 광소자나 반도체 레이저풍의 대체용 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

용으로 나오는 mode locking된 Ti:sapphire 레아저의 경우 앞으로 고속

전자 또는 광전자 소자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고에너지의 광원￡로써는 지구상의 수중기와 산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둥의 71상학적 연구동에 사용될 수 있고 고조파 발생을 통하여 참수함과

의 통신 수단으로도 사용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i:sapphire 레이저 시스템은 발진기와 중폭기의 연결로 fs 펄스폭

에 고출력을 갖는 광원으로써 강한 레이저 광과 여러가지 형태의 물질과

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짧온 펄스의 X선

발생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색소 레이저

색소 레이저는 액체 용매에 유기 색소를 녹여서 광학적 방법으로 펌핑

함으로써 레이저 발진을 일으키는데 근자외선 영역에서 근적외선 영역까

지 파장을 가변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파수 배가

(frequency doubling) 결정을 사용하면 자외선 영 역까지 확장서 킬 수가

있다. 그리고 색소 레이저는 선폭을 극도로 좁게 만플 수도 있으며 fs

펄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유용성을 까지고 있는 반면에 다루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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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문제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비록 색소가 넓은 이득 선폭을 가지

고 있지만 가시 광선 영역 전체로 파장 변환을 할 경우에는 색소를 여러

번 바꿔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레이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 광

원으로부터 광 펌핑을 필요로 하고 강한 펌프광에 의하여 색소가 상하게

되어 액체를 흐르게 하는동의 액체 조절 시스템이 필요하다.

색소는 많은 고리를 가진 형광을 내는 큰 분자이고 구조적으로 비슷한

계열들이 수 많이 존재한다. 각각의 색소논 고리에 달라붙어 있는 기

(group)가 다르며 이러한 화학적인 차이가 발진 파장이나， 파장 가변 영

역 그리고 발친 조건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색소가 개발되어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강한 펌프광이나 짧은 파장의

빛은 색소 분자를 분해시킬 수 있어 화학 구조에 따라 작동 수명 시간이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작은 색소 레이저 시스템도 이러

한 분해를 줄이기 위하여 펌핑 영역으로 색소 용액을 흘러주게 된다. 펄

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주로 펠(cell) 이나 관을 통하여 색소 용액을 흘러

주며 연속 발진 레이저의 경우에는 펌핑 영역에 색소 용액을 분사(jet)시

켜 준다.

용매는 레이저 색소의 광학적 성질과 degradation에 모두 영향을 미친

다. 수용성의 색소는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methanol 이나

dimethyl sulfide와 같은 유기 용매애 녹여서 사용하며 때로논 알코올과

물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에너치 전달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

학 제품이 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분사형 레이저의 경우에는 분사된

색소 용액이 과학적으로 편평한 표면을 유지해야 하므로 ethylene glyc이

과 같이 점성이 좋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첨가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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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의 홉수띠에 강한 펌프광이 입사하면 전자 전이에 의하여 색소 분

자가 여기된다. 그리고 비방사 전이에 의하여 여기 준위의 레이저 발진

준위로 떨어지게 되며 다른 여러 비방사 과정틀이 레이저 준위에 있던

분자들을 없애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준위의 구조는 아주 복잡하다.

그립 2-2는 이러한 잭소의 에너지 준위의 구조와 에너지 전이 과갱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 준위， 진동 준위， 회전 준위퉁이 합쳐진 상호 작용

은 가능한 전이 과정의 복잡한 얼개를 형성시키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에너지 상태의 각 집단은 전자 에너지 준위이며 이 준위 간의 전이는

대개 가시광선 근방의 파장에서 아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전자 준위는

진동 부준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준위는 다시 여러개의 회전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동과 회전 준위의 조합이 넓은 이득 분포

를 주며 결국 전자 준위 주위의 넓은 파장 영역에서 레이저 발진이 가능

하게 한다. 밀도 반전은 첫번째 여기 상태의 바닥에 쌓이게 되며 레이저

발진은 바닥 상태의 부준위의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파장

이 조율되지 않은 공진기의 경우에 이득과 중폭은 방출과 홈수의 차이가

가장 큰 파장에서 가장 크다.

실제로는 레이저 발진 과정운 삼중 상태 (triplet states)라고 불리는

일련의 명행한 전자 준위의 존채에 의하여 복잡하게 된다. 이 준위는 레

이저 발진이 일어나는 단일 상태 (singlet states) 보다 약간 낮은 에너지

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긴 수명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분자들을 가두

어 놓음으로써 빛은 홈수하지만 레이저 발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단일 상태는 전자 배열이 총 스핀 양자수가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삼중 상태는 총 스핀 양자수가 1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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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펌프광을 홉수한 색소 분자는 최외각

전자를 새로운 궤도(orbit)로 여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이는

색소 분자의 원자들을 묶고 있는 전자 전하 분포콜 재배멸 시킨다. 이러

한 새로운 배열 상태에서는 원자들에게 작용하는 결합력이 평형상태에

있지 않는데 이를 Frank-Condon 상태라고 한다. 원자들은 그 위치들을

빠르게 재배얼함으로써 총 결합 포텐셜을 최소화 시키게 된다. 이 때 색

소와 용매와의 쌍극자 상호작용이 이 과도 에너지를 소산시키는데 도움

을 주게된다. 빛을 홉수한 후 수 femto 초 후애 색소 분자들은 여기 상

태의 가장 낮은 준위 또는 평형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 여기 상태에

서 자발 방출과 유도 방출에 의하여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

정 중에 색소는 빛을 방출하고 바닥 상태의 Frank-Condon 상태호 떨어

지게 된다. 이 과정이 레이저 발진 과정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과정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상태 홈수， 삼중 상태로의 전이， 그리고 삼중

상태 홉수둥의 과정이 존재하여 레이저 발진 특성을 저하시킨다 .[8]

여기 상태 홉수는 파장 가변 고체 레이저의 경우에서도 언금한 바와

같이 여기 상태에서 또다시 펌프광이나 레이저 광을 홈수하여 에너지가

높은 또 다른 여기 상태 (52 state)로 전이하는 것을 말하며 52 상태에서

수 PlCO 초 후에 51 상태로 붕괴되게 된다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붕괴하

기 때문에 51 상태의 밀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이득 매

질의 온도를 상숭시키게 되고 레이저 광의 또 다른 손실로 작용한다.

삼중 상태로의 전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의

스핀이 바뀌게 되고 수명시간이 길기 때문에 (Rhodamine 6G의 경우 약

5xlO-8 초) 단일 상태의 밀도를 저하시키고 삼중 상태의 여기 상태에 해

- 31 -



당하는 T2 상태로의 삼중 상태 홉수가 일어나서 여기 상태 홉수와 같이

이득 매질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삼중 상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색소 용액을 흉러주는

것이다‘ 색소를 흘러 줌으로써 온도가 올라간 색소를 교체하며 다시 냉

각시킬 수 있고 삼중 상태로 전이된 색소를 없앨 수 있다. 실제로 삼중

상태 홉수때문에 연속 발진 레이저의 경우에는 노즐을 통해서 색소를 빠

르게 순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은 억제제 (quencher) 률 색소

용액에 첨가시켜주는 것으로 이러한 첨가제가 삼중 상태로의 붕괴를 막

아주고 삼중 상태로부터의 붕피율은 증가시킴으로써 삼중 상태로의 영향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색소 레이저의 기본 파장의 발진 영역은 약 310 run에서 1200 run 영

역이며 가장 짧은 파장은 펄스 레이저의 경우에 얻을 수 있고 연속 발진

레이저의 경우에는 약 370 run가 가장 짧으며 Ar+ 레이저의 자외선으로

펌핑한다. 제 2 조화파 발생을 통하여 약 210run 까지의 짧은 파장을 얻

을 수 있으며 경Orun 이하의 짧은 파장을 얻을 경우에는 l3-b강mIn

borate를 사용한다. 몇가지의 색소만이 자외선 영역에서 발진이 가능하

고 대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발진이 이루어진다. 색소 분자논 짧온

수명 시깐을 가지고 있으므로 펌핑이 일어나는 동안에만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 진다. 결국 레이저 발진에 필요한 threshold 에 이르논 시간이 필

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색소레이저 출력은 펌프광의 휠스폭보다 짧아진다.

전통적으로 잭소 레이저는 연구 개발(R&D)용으로 판매가 되어 왔지

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색소 레이저는 의

료 진단용 장비， 새로운 조사 장비， 그리고 오락에서 전시및 표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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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용으로는 사간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광학및

여러가지 측정 수단으로 상용되고 있는데 이는 넓은 파장 가변 영역과

짧은 펄스폭 그리고 아주 좁은 선폭풍의 여러가지 색소 레이저의 특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장점요로 인하여 원자및 분자 분광학 연구에 유

용하며 특히 원자의 특청한 홉수빛 방출띠에 맞춤으로써 원자의 속도를

낮추어 1 K의 온도에 해당하는 속도 이하로 낮출 수도 있으며 짧윤 펄

스폭을 이용하여 여기 상태의 수명 및 붕괴 시간 측정과 찰은 연구릎 함

으로써 반도체의 성질， 화학 반웅의 동역학， 광합성， biomolecules의 반웅

과청둥의 많은 연구에 이용된다. 의료용으로는 피부병의 치료나 담낭이

나 신장의 결석을 분쇄하는데 사용되는데 사마귀와 같은 피부 조직에 강

하게 홉수되는 파장을 이용하여 그 조직에 레여저 출력을 집중시킴으로

써 주위의 피부조칙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치료를 할 수 있으

며 결석 제거의 경우에는 광섬유률 이용하여 체내의 결석 부위에 레이저

광을 조사시킴으로써 수술 없이 결석을 아주 작은 덩어리로 분쇄킬 수

있다. 또한 색소 레이저는 암어나 눈병의 치료에도 사용되며 앞으로 사

용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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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Wedge prism 을 이용한 파장

가변기술

제 1 절 파장 가변 원리

파장가변 잭소레이저의 경우 공진기의 형태에 따라 파장가변 방법

이 다르다. 즉， Littrow 형의 공진기에서는 회절격자를 회전시킴으로써

파장을 선돼하게 되고 Grazing Incidence 형이나 단일 종모드 발진이 가

능한 Littman형의 경우에는 파장변환거울을 회전시킴으로써 파장을 선

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ttman형 공진기 내에 wedge prism을 삽

입하여 이 wedge prism을 회전시킴으로써 파장올 선돼하논 새로운 방법

을 고안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정밀한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Littman에 의하여 고안된 단일종모드 레이저 공전기는 종펌핑을 채돼하

고 공진기의 길이를 짧게하여 종모드간의 깐격을 중가시킴과 동시에 레

이저 팡이 공진기를 여러번 왕복할 수 있도록 하여 광경로를 변하지 않

도록 하였다 이 결과 amplified spontaneous ermrllssion(ASE)을 없애

고 좋은 spatial mode를 얻을 수 있고 pivot point를 잘 선돼함으로써 연

속적인 파장가변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분해 분광학의 실험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레이저가 아주 작은 선폭을 갖아야 하고 아주 u1 세한

주파수 조갱어 가능하여야 한다. 레이저 발진 파장을 변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진기에서논 tuning mirror를 회천시켰는데 30 GHz 이내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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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파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3 X 10-5 deg.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거울올 회전시켜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SLM형 공진기 내에 wedge를 삽입하면 단일 종모드로 발진하면서

mode hopping없이 이라한 미세한 파장조절이 가능합을 알 수 있었다.

그립 3-1은 wedge prism올 지나는 빛의 경로및 편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i , j , k , 1은 프리즘이 앞면과 뒷면에서의 입사각과 굴철각올 나타

내며 d와 A는 각각 프리즘의 꼭지각과 프리즘를 통과하면서 편이된 각도

를 나타낸다. 그라고 n은 프리즘의 굴절율이다. 그 경우 각각의 값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j= sin -l(뿔L)

a=j-k

[ =퍼S와없없In파뀔Inif1γ간-1퍼l

6 = (i -j)+(k- l)

= i-i-a

(3-1)

(3-2)

(3-3)

(3-4)

그림 3-2는 프리즘이 삽입된 단일종모드 파장가변 레이저 공진끼의 구

성도이다. 그리고 그림 3-3는 이 공진기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프

리즘의 회전에 따른 레이저 광의 경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h는

회절격자로부터 프리즘까지의 길이룰 나타내며 Y는 프리즘이 회절격자에

대하여 기울어진 각도， 13는 파장조정거울의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d는 프리즘의 두께이다. 여기서 프리즘을 회전시킴에 따른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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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도의 변화율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파L =_ cosicosl =- 71Jf
dr cosicosk ‘’‘

dl ..
dr ....

파L- J:캘~- ~옐
dr dr

(3-5)
-쁘 _ d!1

ε ‘ ι =l-Mdr dr

레이저의 발진파장은 아래식과 같은 회절격자식과 공진기 모드식에 의하

여 결정된다.

Grating fonnula: sine+ sin ¢l =m A/ r\

Cavity mode condition :. nλ = 2L

(3-6)

(3-7)

여기서 회절격자식을 프리즘의 71 울어진 각으로 미분하변 다음식과 같은

프리즘의 회전에 따른 레이저 발진 주파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며 편

의상 이 경우를 레이처 모드의 변화율이라 하기로 한다.

(뽑)I~n~_ =-꽃(1-M) cosφ
UI 않er A

(3-8)

한편 기존의 Littman형 공진기에서는 파장조정 거울의 회전에 의하여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 거울의 회전에 따른 레이저 발진 주파

수의 변화율을 구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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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_~__ = - ~f--- l = i -- - osm
dr } laser

(3-9)

이 두 식을 비교하여 보면 앞의 식에 (I-M)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일 11-MI«1 의 조건이 성립하면 기폰의 Littman형 보다 훨씬 정밀

한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는 각도에 따른 11-MI의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즘을 삽입함으

로써 100꽤이상의 정빌한 파장조정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리즘을 회전시키게 되면 레이저 공진71 의 길이도 변하게 되는데，

레이저 공진기 길이에 따른 공진기 주파수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지며 이 경우를 공전기 모드의 변화율이라 하기로 한다.

(뭘) aroity = - τ순」과 (3-10)

여기서 단일종모드로 모드 휩없이 레이저 주파수를 가변시키기 위하여는

아래식과 같이 례이저 모드와 공진기 모드의 주파수의 차이가 같거나 공

진기 모드 간격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뭘 ) laser = (뭘) aroZty

I~V laser - tJ V CXlUlty I ~ 찮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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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프리즘의 회천에 의한 공진기 길이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보자. 그림에서 회절격자에서 프리즘까지의 길이 h의 변화율은 다음식으

로 주어진다.

」빡- heM-1) 떠Dr

dr - cos 2¢ (1+떠n¢tanr) . (3-13)

그리고 프리즘의 두께 t의 변화율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파L_ 2sin(쩌) 」쁘

dr sin r dr . (3-14)

한편 레이저 공진기의 길이는 회절격자에서 프리즘까지의 길이， 프라즘

내부에서의 광학적 길아， 그리고 프리즘에서 파장조정 거울까지의 길이

가‘ 변하게 되는데 이 길이를 각각 L1, L2, L3 라고 하면 이 길이의 변화

율은 다음식틀로 주어진다.

dLl d I h-- =--(---)
dr dr ' cos ¢

(3-15)

J
μ
-
-

미
d I t

= n cos (<</2) 고~( c;sk ), (3-16)

뾰효- 없nj3 cos(6-r) 」후 _ 1 dh __다-(AB)， (3-17)
dr 2sin (<</2) dr cos 6 dr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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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t _cos (d./2 )
cask cos (l +α) , (3-18)

B = cosj +
sin 'Y sin ([ - k)

~~1.aV '" I - sin (I - k) tan acos <a - 1') (3-19)

이다.

결국 레이저 공진기의 길이의 변화율 dL/d'Y 은 아래와 같이 위 세 식이

합으로 표시된다.

dL dLI. dL2 . dL3____ - ...L. __‘...L. - _

d 'Y d 'Y d 'Y d1'
(3-20)

이 식을 식 (3-10)에 대입하면 공진기 모드 주파수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만일 두 모드의 주파수 변화율이 같으면 단일 종모드로

모드 띔없이 파장조정이 가능하다.

제 2 절 계산 및 결과

계산에 사용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프리즘의 굴절율은 BK-7 재질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1.515로 하였고 두째는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

는 부분의 중심에서 3 rom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꼭지각 d 는 2。와 4。

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발진파장은 582.7 run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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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값은 yb원자의 여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야다. 그리고 1차 회

절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중가시키기 위하여 2,400 lines/mm

인 회절격자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5는 레이저 모드와

공진기 모드의 추파수 변화율을 프리즘의 기울인 각도에 대하여 그려본

값이다. 푸 곡선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기울기가 일치하므로 모드 휩없

이 파장조청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두 곡선이 서로 접하게 되면 기울

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파장가변 영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림 3-6은 공진기의 킬이와 프리즘의 높이즐 조절하여 두 곡선을 서로

접하게 한 경우를 그려본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8。 근처에서 약

45GHz/deg. 의 변화율을 가지며 파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프리즘올 5。정도를 회전시킬 수 었게 되어 약 200GHz 이상을

모드 띔없이 파장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Littman형의 경우 파장 조정

거울의 회전에 따른 주파수 변화율이 약 10,000 GHz/deg. 인 것을 감안

하면 50배 정도 정밀하게 파장조정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램

3-7은 프리즘의 꼭지각을 4。로 하였을 때의 결과로 이 경우에는 주파수

변화율이 약 12OGHz/deg. 이고 약 5。 정도의 프리즘 회전이 가능하여

약 600GHz 의 영역에서 모드 띔없이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실제로 주파수 변화율은 공진기의 걸이와 프리즘의 채질， 두께및 꼭

지각을 선태함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하논 주파수 변화율을 얻

을수 있다.

제 3 절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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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의 주파수모드와 공진기

A ::: 582.7nm

그림 3-5.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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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ittman형 공진기에 앓은 프리즘을 삽입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레이저 모드와 공진기 모드의 프리

픔 회전에 따른 주파수 변화율을 계산함으로써 모드 띔없이 단일 종모드

로수십 GHZ/deg.의 주파수 변화율과 수백 GHz영역의 주파수 조정이 가

능함올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공진기의 킬이와 프리즘의 조건

들올 변화시킴흐로써 주파수 변화율과 주파수 조정영역을 조정할 수 도

었다. 이러한 공진기 구조는 색소 레이저 뿐만 아니라 파장가변 고체래

이저， 다야오도 레이저，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OPO를 이용한

MOPO(Master Oscillator Power Oscillator) 시 스렘 에도 적용활 수 있으

므로 용용 영역이 많A며 이를 이용하면 고분해능 분광학 실험에 많은

도웅이 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장 가변이 가능함올 보이기 위하여 색소 레이저 공진기

내에 wedge prism을 삽입하여 파장가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제 6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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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4 장 파장가변 레 01 저 개발

제 1 절 Ti:sapphire 레 이 저 계발

Ti:sapphire 레이저는 1982년에 P. F. Moulton에 의하여 처음 발진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색소레이저를 대체해 나가

고 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Ti:sapphire 레이저는

66야un-118Omn 영역의 근적외선의 빛이 발진되며 진동전자준위 (vibronic

states) 간에서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는 특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self

loe따ng동을 이용한 아주 짧은 펄스를 만틀어 내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몇몇 연구 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정도이

다. 본 연구에셔는 훨스형으로 동작하는 고출력 Ti:sapphire레이저를 제

작하여 출력특성을 조사하였으며 injection seed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

파수 선폭을 줄이는 실험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본 실혐의 실험조건은 다음과 칼다.

Ti:sapphire 결정은 ¢5mm x 20mm 크기에 양면은 Brewster cutting

이 되어 있으며 doping concentration은 0.15% 이고 홈수계수 0.=

2.4cm-1 를 가지며 FOM은 150이상이다. 그리고 펌프광으로는 Pulsed

Nd:YAG 레이저의 제2고조파인 532nm를 사용하였으며 공진기는 선형구

조이며 공진기 길이는 약 15 cm이다. 그리고 output coupler는 780 run

에서 R=70%로 broadband coating되어 있으며 출력경은 dichroic

mirror(Tmax 532nm, Rrnax 760nm이상)를 사용하였다. 실험 장치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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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4-1과 같다. 사진 4-1은 Ti:sapphire 레이 저 공진기 및 발진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2은 발진된 Ti:sapphire레이저의 출력 스펙트럼이다.

공진기 내부에 어떠한 파장선태소자도 넣지 않았으므로 그렴과 같이

770-80아un의 넓은 선폭을 가지고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졌다. 레이저

출력의 효율은 최대 약 20%였으며 반사거울과 출력거울을 교체하면 다

른파장에서도 레이저 발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birefringent filter와 같은

파장선택소자를 사용하면 좀 더 좁은 선폭의 레어저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은 거울올 교체하였을 때 85아un근처에서 발진된 출력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발친 선폭을 줄야기

위하여 injection seeding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

다.

제 2 절 색소 레이저 개발

색소 레이저의 종류는 공진기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GIM'(Grazing Incidence with Tuning

Mirror)형 , GIL(Grazing Incidence with Littrow Grating)형 , 그리고

SLM(Single Longitudinal Mode)형의 공진기를 구성하여 레이저 발진특

성을 연구하였다. GIM형은 회절격자에 큰 각도로 입사시켜 회절격자률

사용하는 면적을 최대로 한 후 tuning mirror를 사용하여 회절된 빛을

되톨려주어 레이저 공진기를 구성하고 이 tuning mirror를 회전시킴으로

써 발진 파장을 변화시켜준다.GIL형은 GIM형에서 tuning mirror대신에

Littrow grating을 이용하여 빛을 되돌려 주어 레이저 공진기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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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레이저 파장 선돼소자의 역할을 겸하게 되어 좀더 좁은 선

폭의 레이저 발진이 기대된다. SLM형은 Littman 형으로 GIM:형과 구

조상으로는 같으나 종펌핑을 채택하고 공진기 결이를 작게하여 종모드

간의 간격을 넓게함으로써 단일종모드로 발진하게 된다. 그림 4-3(a)

-(c)는 각각 GIl\1형， G표형， 그리고 SLM형의 공진기를 보여주고 있다.

Gill형 공진기에 사용된 grazing incidence 회절격자논 훌로그래픽 회

절격자로서， groove 간격은 mm당 2400 버Ie 이다. 동조거울 (Tuning

mirror)은 유전체 박막거울을 사용하였으며， 중심파장 590 run에 대하여

broad band nrurrror형으로 코팅함으로서 넓은 파장영역에 걸쳐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GIL형 공진기에서논 앞서 동조가울 대신에 Littrow 회

절격차를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된 Littrow 회절격자는 grazmg

incidence 회절격자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Littrow 회절격자를

상하조절이 가능한 마운트에 고정하고 이를 다시 회전테이블 위에 장착

하여 주파수 동죠가 가능하게 하였다. Gill형 공진기에서는 레이저 공

진기 내에 팡자가 한번 왕복하는 동안 회절격자가 2번 사용되는 반면，

GIL형 공진기에서는 3번이 사용된다. 따라서 선폭축소 효과논 원리적으

로 G표형이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다. Gill형 및 G江형 공진기에서

펌핑에너지를 변화시켜가며 출력 특성을 조사하여 그링4-4에 나타내었

다. 펌핑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펌핑에너지가

너무 많을 경우 ASE 손실에 의하여 효율은 감소한다. 이들 두 공진기에

관한 효율， 선폭， ASE 그리고 divergence 둥을 표 4-1에 정리하였다.

표 4-1. 3가지 공진기의 출력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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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 GIL SLM

서'L..:. 프E 4GHz 3GHz <lGHz-,

효 율 8% 5% 2%

ASE 0.1% 0.1% 0.01%

divergence 3mrad 3mrad 1mrad」

표에서 알 수 있듯이 GIM:형의 공진기가 효율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공진기의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Littrow

grating을 채태함으로써 레이저 발진 선폭을 줄일 수 있었지만 단일 종

모드 발진윤 이루어지지 않고 다중모드로 발진하였다. SLM형은 공진기

의 손실여 많은 판계로 효율은 가장 떨어지지만 ASE가 다른 공진기에

비하여 1/10정도로 작고 선폭이 1GHz이내로 좁으며 단일종모드로 발진

하였으며 beam clivergence 도 lmrad 정도로 아주 작았다. 레이저 분광

학에 이용하기 위하여는 좁은 선폭과 레이저 광의 퍼짐이 작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SLM형의 공진기룰 이용하논 것이 바람직하며 출력이

작은 문제는 레이저 중폭기를 이용하여 중폭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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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출력에너지 안정화 기술개발

제 1 절 증폭기를 통한 출력에너지 안정화

시물레이션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출력 에너지 안정화 중 포화이득을 통한 출력안정화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다단중폭 시스템에서의 출력안정화를 위한 전산시

율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색소레이저논 발진파장을 가변시킬 수 있는 탁

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 분차 분광연구， 추적자 분석

(Trace element analysis) , 미량원소 검출， 반도체 연구 및 의료용둥 많

은 분야에 이용되고있다.[1] 고분해능의 레이저를 얻기 위해서 공진기 내

에 회절격자와 에탈론 둥을 사용하논데， 이들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커

져 공진기의 변환효율은 매우낮다. 따라서 공진기로부터 얻어진 고분해

능의 레이저를 고출력의 에너지와 높은 변환효율을 갖는 레이저를 얻기

위해서 증폭기 시스램을 부착한다. 본 연구는 증폭기 시스템에서 펌프광

이 주어졌을 때， 색소셀의 크기， 색소의 농도， 중폭기로 입력되는 레이저

광의 직경 그리고， 각 중폭단으로의 펌프에너지 배분과 중폭단의 갯수

동을 변수로 고려하여 컴퓨터 시율레이션하므로써 고출력 색소레이저 제

작에 앞서 실험적 시행오차를 줄이고 에너지 변환효율에 있어서 최적조

- 63 -



건을 예측활 수 있었다.

색소레이저 서스댐은 그림 5-1과 같다. 펌프광은 가시부근의 고효율，

고출력， 고반복(lOKHz) 발진 특성을 지닌 구리중기레이저 (Cu-vap야

laser)를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발진 파장중 510mn 파장의 출력광 만올

사용하였다 .[2] 공진기논 구면렌즈를 이용하여 색소셀에 집속시키는 종펌

핑 Littman 공진기로서 훌로그래픽 회 절격자， tuning mirror, 앓은 프리

즘형 wedge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종모드로 발진한다.[3] 이 색소

레이저논 횡펌핑되는 증폭시스템올 통하여 중폭된다.

각 중폭단의 색소셀의 모형윤 그림 5-2와 같다. 원통형 렌즈를 사용하

여 펌프광을 접속시켜 색소셀을 횡펌핑하게된다. 펌프광과 색소레이저의

진행방향과 색소용액의 흐르는 방향은 서로 수직하며 색소셀은 직사각형

의 길이 R. ，단면적 axa 이고 색소레이저 광의 직경은 d로 나타내었다.

색소는 Rhodamine 6G을 돼하여 에탄올에 붉혀서 사용하였다. 색소분자

의 각 준위에 대하여 파장에 따른 홈수및 방출 단면적은 표 5-1에 정리

하였으며， Aristov,[4] Hammond,[5] Magde[6] 둥의 여러 실험치를 평균

한 M.Maeda 의 값을 사용하였다 .[7]

2. 증폭기의 이론

헤이저 광이 이득 매질에 입사할 경우 레이저 광의 중폭은 1차원 광자

전송방정식 (Photon transport equa디on)과 율방정식(Rate equa디on)에 의

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중폭기에 펌프광이 횡으로 여기되는 경우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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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Rhoclamine 6G의 홉수 및 방출단면적과 천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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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1 aII. aI ,-- = -- ---+ i-- =(gem-O띠0- 0 lnl - 03n3)I,dz c at' oz
(5-1)

앨렌뜨 Ip- O따liroono II-kstnl- 캉L ，
I‘v p ( ‘v I 'k 1

(5-2)

뽑=ks앤1- 줬，

뚫= we t) - (여!p no+ 띠p nl) C I p ,

N= nO+nl +n3.

(5-3)

(5-4)

(5-5)

식 (5-1) - (5-5)에서 It (z,t) , Ip(z,t) , Wet)는 각각 레이저와 펌프광의 강

도및 펌프광 power이 다. N , no(z,t) , nl(z,t) , Il3 (z ， t)는 각감 색소분자와 밀

도， 기저준위의 분자밀도， 여거일중항 준위의 분자밀도， 여기 삼중항 준

위 의 분자밀도이다. 0e, 00, 0op, 01, 0lp, 03 는 각각 색소분자의 유도방출，

일중항 재흡수， 펌프광에 대한 홈수， 레이저 광에 대한 여기 일중항흡수，

펌프E광에 대한 여기 일중항홉수， 삼중항홉수 단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kst는 여기 일중항의 준위에서 삼중항으로 교착될 율이며， τ 1，과 τ3논 여

가일중항과 여기삼중항의 형광 수명시간이다.

(5-1)식은 단일 종모드 공진기로부터 얻어진 색소레이저가 증폭기 셀을

투과하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도방출에

의해서 중폭된 광자수를 나타내는 이득항과 입력되는 레이저에 의한 기

- 68 -



저， 여기일중항， 여기삼중항의 홉수되는 광자수를 나타내는 손실항툴을

계산한 것이다. (5-2)식은 여기일중항의 색소분자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펌프광에 의해 증가하고， 유도방출과 삼중향으로의 천

이，그리고 자발방출에 의해 감소한다. (5-3)식은 여기삼중항에서 색소분

자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여기 일중항으로 부터 교확율

k st 올 가지고 중가하며 삼중항의 자발방출량만큼 감소한다. (5-4)식은

펌프광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보여주며 펌프광 자체의 시간에 대한 변

화와 기저준위의 색소분자의 홉수와 여기 일중항 상태 분자의 여기상태

홉수(excited state absorption, ESA)에 의하여 감소되 게 된다. (5-5)식은

각각의 시간에서 항상 바닥 상태와 여기 일중항및 삼중항의 색소 분자

밀도의 합이 보존됨을 나타내는데 이는 여기상태홉수에 의하여 더 높은

준위로 올라갔다가 완화되는 시간이 picosecond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

에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내에서는 여기상태의 분차밀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3. Computer Simulation

레이저가 중폭되는 과정에서 시간적 측면에서 펄스가 존채하는 시간

즉， 펼스폭(FWl표"1)이 매질의 완화시칸(relaxa디on 디me)보다 충분히 좁

은 경우와[8] 펄스폭이 매질의 완화시간보다 충분이 길어서 정상근사가

성 립하는 경우로[9]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펌프광과 색소

레이저의 펄스폭이 50nsec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색소분자의 여기 일

중항의 형광수명는 3.5nsec이 고 여 기 삼중항의 형광수명는 267nsec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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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일중항에서 여기 삼중항으로의 교착시간은 Tst :;: l/k~l 늑 300nsec

이어서 레이저 중폭에 이용되는 여기 일중항의 완화사간이 펄스폭에 비

하여 비교적 짧으므로 정상근사가 성립한다. 그러나， 여기 일중항에서 여

기 삼중항으로 교착된 색소분자는 삼중항의 형광수명이 레이저 펄스폭에

비해 크기때문에 삼중항의 상태는 준안정상태 (meta stable state)로 볼수

있고 중폭에 손실로서 작용하므로 넓은 변수영역에서는 정상근사의 오차

가 커지므로 식 (5-1) - (5-5)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통해서 증폭가의 특성

을 분석하여야 한다.

수치해석의 알고려즘은 그림 5-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

다. 레이저와 펌프팡의 펄스폭은 50nsee이고 시간에 대한 강도분포는

가우시안형 합수로서 가정하였으며 펄스의 wmg부분의 에너지도 중폭되

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펄스의 에너지가 존재하논 시간범위를 펄스폭

에 6배， 즉 300nsec, 까지 고려하였다. 펄스의 미소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기위하여 입사광과 펌프광을 80000둥분하였으며 셀의 길이가 2em인

경우 미소 펄스 하나가 미소 시간 동안 매질에서의 광속으로 진행한 거

리로 셀의 길이를 나누면 젤의 질이는 40둥분된다. 미소 펄스의 미소 시

간동안의 강도는 일정하고 레이저 펄스가 미소셀을 통과하며 약간 중폭

하여 다음 셀로의 입력되는 레이저가 된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미소셀을

지나서 증폭된 광의 시간적 강도 분포(temporal profile)와 펄스폭의 변

화는 거의 없었다. 또한 50 nsee의 레이저와 펌프광은 매질속에서 광속

으로 진행하므로 2em 길이의 젤을 투과하는 동안의 두펄스의 시간 지연

은 무시하였으며 두 펄스의 공간적 가우시안 형태 분포는 공간적으로 균

일한 강도분포를 갖는 펼스로서 셀에 입사되논 것으로 가정하였다.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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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환 속도는 수 m/sec 이고 입사 레이저와 펌프광의 색소셀의 진행

속도에 비하여 작은속도로 진행하므로 중폭 과정동안에 색소의 흐름은

정지한 것으로 가쩡하였다. 펌표광의 홉수는 색소셀의 두께 a 에 따라서

We-au 로 감소하므로 펌프광의 에너지는 공간에 대하여 평균값을 취

하였다. 이와 같은 가청하에 여러변수에 대하여 효율 및 출력에 대한 계

산을 하였으며 컴퓨터는 IBM PC를 사용하였고 유한요소법으로 프로그

랩되었다.

4. Steady state solution

색소레이저와 펌프광외 펄스에 의해서 색소분자의 각각 에너지 준위에

서 단위 체적당 분자밀도가 펄스 존재 시칸동안에 시간에 대하여 변화하

지 않고， 여거 일중항파 여기 삼중항의 홈수천이는 없는 것 (01 = 0, 03

= 이으로 가정하면 정상상태(steady state)가 되어 앞의 율방정식과 전송

방정식이 해석적으로 풀리게 된다.[10] 수치 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결과

를 정상상태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정상해를 구하여 보았다.

이 경우 광자전송방정식 (5- 1)은 다음과 같다.

1 dII ((0

II 갚E- = ττIlIs . (5-6)

여기서， 이득계수 dO와 색소레이저의 포화상태 강도 Is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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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No e[ 000τ rIp- 0010 eO +kstτ1)]
0- -O+k강"t 1)+0(ψτIpO+kst'(3)

L= (l +k하τ 1)+ (1 +kst'(3)OOp'trI0

s- o't 1[1+(l +kst't 3)00;0 e]

(5-7)

(5-8)

식 (5-7)과 식 (5-8)은 펌프광이 주어지면 상수가 되므로 식 (5-6)에 대입

하고 경계조건을 사용하면 중폭기를 통과한 후의 레이저 광의 세기및 효

율， 이득둥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5.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그림 5-4는 펌프팡이 16m], 젤의 길이 2cm, 농도 2.5 X 10-4mol끼 에

서 레이처 입력에너치의 변화에 따른 중폭된 출력에너지의 그래프이며

정상해와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다. 두 그래프는 비슷

한 종폭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레이저 입력에너지가 낮을 경우 정상해

에 의한 출력은 수치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출력보다 높고， 입력에너지가

큰 경우에 대하여는 두 값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식 (5-2)로부터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입력 에너지 II 이

큰 경우에는 식 (5-2) 의 첫째항과 둘째항의 크기가 비슷해져서 밀도의 변

화가 착아져서 정상상태로 근사가 성립하게 되지만 입력에너지가 작은

경우에는 여기 일중항 상태로 분자가 충분히 여기되더라도 펌프에너지와

입력에너지의 차이가 커서 둘째항이 첫째항보다 훨씬 작으므로 밀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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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는 정상상태로 근사시킬 수 없다. 결국 낮은 입력 에너지에서는

정상상태의 근사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낮은 입력에너지에서의

중폭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 수차혜석적 방법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나타

냄을 알 수 었다. 다음의 결과들은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한 중폭특성

분석 결과물이다. 또한， 색소레어저 공진기로부터 얼어지는 레이저는

낮은 출력올 가지므로 그래표에서 레이저의 입력에너지의 범위가 수 십

m]이상에서는 중폭 특성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림5-5은 그림5-4와 같은 중폭조건하에서 입력에너치를 중가시컴에 따

른 중폭특성의 결과로 입력에너지가 중가함에 따라 변환효율과 출력은

증가하였고 이득율은 감소하였다. 여기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효율 끼，

이득율 G와 extraction 강도는 다음과 같다.

II( out) - I ,(in)Efficiency : 끼 = .. 1\ VU"~ .&/\ .'" x 100 (%) (5-9)

II( out)Gain: G= lO x log ..:\(~':\' (dB) (5-10)

Extraction intensity: Iext = I/(out)-I/ (in) (W/cm2
) (5-11)

그림 5-6은 증폭기에 입사되는 레이저 광의 세기에 따른 애너지 흐름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색소레이처의 입력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서 색소레이저에 의한 색소분자의 여기일중항과 여기삼중항애서 윗준

위로의 홉수에너지는 증가하고， 펌프광에 의한 여기일중항의 흡수에너지

는 감소하며 여기일중항과 여기삼중항의 자발방출 에너지는 감소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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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일중항의 자발방출에너지는 여기삼중항에 비해 크며 여기

일중항에 의한 에너지의 홉수거 레어저 증폭에 상당한 손실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레이저의 입력에너지가 낮을때 더욱 크기 때문에 정

상문사법에 의한 출력에너지가 수치해석에 의한 출력에너지보다 크게 계

산된다. 그림 5-7은 레이저의 입력에너지가 2.6m]일 때 펌프광에 의한

색소분자의 각 에너지 준위에서 홉수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

낸다. 16m]의 펌프 에너지중에서 손실을 고려하고 90%가 실제 중폭하

는데 기여한다면 14따n]이 펌핑된다. 이때 유도방출에 의한 중폭된

레이저의 에너자는 lO.lm]이며 여기 일중항의 자발방출에너지는 2.46m]

로서 여기 상중항의 자발방출에너지 0.005m]에 비해서 대단히 큰 비중

을 차지한다. 또한， 여기 일중항의 펌프광과 레이저에 의한 홉수에너지논

0.13m]과 1.8않n]이다. 이처럽 레이저 자체의 홉수로 인한 손실도 대략

출력에너지의 1/5 을 차지한다. 여기 삼중항에 의한 레아저광의 흉수는

O.4Om]로서 손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5-8용 셀 길이

2em, 여기광의 에너지 16m], 입력 에너지 3 m]의 조건에서 레이저 광

의 적경을 변화 시키면서 각각의 직경에셔 색소농도에 따른 효율을 조

사한 결과이다. 색소의 농도흘 변화시켰을 때 농도의 최적조건은 대략

2.5 - 3.5 x 10-4 mol/l 이었으며 농도에 따라 효율이 많이 변함을 얄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저 빔의 직경을 줄일수록 효율은 중가함을 나타내지만 빔 직

경이 O.lem인 경우와 같이 매우 작을 때에는 색소셀의 표변에서 빔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셀의 윈도우에 가까이 있는 색소분자가 타거나 분해

되는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법 직경에 의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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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입력에너지 3m], 젤길이 2em, 범칙경 O.l5cm로 고정하고 펌프광

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펌프 에너지에서 색소의 농도에 따른

출력특성을 조사한 결과 농도의 최적조건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10

m]의 펌프 에너지 이상에서는 최적조건에서 40%의 효율올 얻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녔다.

그리고 입력에너지 3m], 농도 2.5 )( 10-4 moV1, 범칙경 O.I5cm, 여기광

16m] 에서 셀길이에 따른 변환효율도 조사하였는데 2 - 3em 청도에서

최적치를 보이지만 셀의 길이에 따라서 변환효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없다. 이상의 수치분석 결과에서 변환효율올 높이는데

는 색소의 농도와 펌프광의 에너지와 중폭기로 입력되는 레이저 광의 직

경이 큰 변수로 착용하며， 젤의 길이는 최적조건이 있으나 큰 영향을 주

지는 않는다.

위의 결과들은 증폭단이 하나인 경우에 대하여 변환효율이 최적인 초건

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높은 변환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다단 중

폭기 시스탬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폭단이 1단， 2단， 3단， 4단 시

스랩틀에 대하여 각각의 최적조건과 변환효율을 계산하였다. 다단 중폭

기 시스템에서 최적조건을 찾아내는 방법은 앞에서 조사된 l단 증폭기

시스템의 최척조건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앞단에서의 출력을 다음

단에서의 입력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증폭기 단수별 최적조건 계산결과는

표5-2와 같다.

그렴 5-9는 중폭단의 갯수에 따른 중폭 시스템 종류별 효율변화를 나타

낸다. 여기광이 25m]일때 중폭단의 갯수가 3단인 시스템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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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다단중폭기 시스탱에서 각 시스템의 최척초건

(1) One Amplifier System (2) Two Amplifier System

Optimize Condition Amp A Amp A Amp B

Cell Size (L x a. mm) 20 x 1. 5 1O x l.05-a 20 x 1. 5
Concentration (mol/l) 2.5 x 10 1 :1 1. 2 x 1 2.5 X 10.4

Pump Energy (매 ) 25 5 20
Input Energy(mJ) 0.01 0.01 1. 27
Output hergy((mJ )) 6.91 1. 27 10.23
Maximum Gain (dB 28.4 21. I 9.0
Effici ency( %) 27.61 25.28 44.76

Overall Efficiency (%) 27.61 40.80
Total Gain (dB) 28.4 30.10

(3) Three Amplifier‘ System

Optimize Condition Amp A Amp B Amp C

Cell Size (L x a, mm) lO x O§ 10 x 1. 0 20 x 1. 5
Concentration (mol/l) 2.0 x 10 0.7 X 10.3 2.5 X 10.4

Pump Energy (mJ) 1. 5 6.5 17.0
Input Energy(mJ) 0.01 0.33 2.91
Output Energy(mJ) 0.33 2.91 10. 78
Maximum Gain (dB) 15.2 9.45 5.69
Efficiency(%) 21. 16 39. 75 46.33

Overall Efficiency (%) 43.12
Total Gain (dB) 30‘ 32

(4) Four Amplifier System

Optimize Condition Amp A Amp 8 Amp C ~mp D

Cell Size (L x a, mm) 10 x O. 현 10 x 0.8 10 x 1. 0 2O x l.5
Concentration (mol/l) ?‘ o x 1‘10 ’‘’1. 0 X lO'

J‘ 1 0.5 X 10-3 2
‘
5 x 10

Pump Energy (mJ) 1. 0 I 2.0 5.0 17.0
Input Energy(mJ) 0.01 0.15 0.67 2.77
Output Energy(mJ) 0.15 0.67 2. 77 10.62
Maximum Gain (dB) 11. 8 6.50 6.16 5.84
Efficiency(%) 13. 76 26.20 42.00 46.20

Over‘all Efficiency (%) 42.48
Total Gain (dB)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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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까지 증가했지만 4단인 사스템의 경우 오히려 42.5%로 줄어들었

다. 이것은 중폭단의 수에도 최적조건이 있음을 보여주며 2단 증폭시스

템으로도 40%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폭

기를 제작할 경우에 단수가 증가할 경우에 드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

면 2단 중폭 시스템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5-2에서 3단시스템파 4

단 시스템을 보면 두 경우 모두 전치중폭부분에 8m]을 펌핑하며 종단중

폭기에 17m]올 펌평함올 알 수 있으며 종단 중폭기에 가장 많은 양의

펌프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5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 에너지가 낮을 때 이득이 높으므로

단수를 많어 늘리지 않고 하나의 중폭단에서 많은 중폭이득율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변환효율은 종단에서 높여야 한다.

그런데， 4단 시스템의 경우 전치 중폭부분에서 중폭단의 중가로 인해서

펌프광의 에너지가 분할되므로 낮은 업력에너지에 대하여 많은 이득

(g려n)을 얻지 못한다. 4단 시스템의 종단으로 입력되는 에너지는 3단

시스템의 종단으로 입력되는 레이처의 에너지보다 적어서 같은 17m]의

종단 펌프에너지를 받을 때 당연히 3단 시스탬이 효율과 출력이 더 높

다. 이 결과 3단 시스템의 경우에 펌프광의 분배비율은 변환효율을 높이

기 위해 전치중폭시스템에는 25m]의 펌표광의 32%를 펌핑하고 68%는

종단중폭기에 펌핑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광자전송방정식과 율 방정식에 의하여 Rhodamine 6G

색소레이저 다단중폭시스템의 출력과 변환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변수

를 변화시켜가면서 수치해석한 결과， 반복률 101강-Iz， 에너지 25m]인 출

력 정ow의 구리중기레이저로 펌핑시컨 경우 출력과 변환효율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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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할 때 2단충폭시스템을 설계하므로써 에너지 10m]인 약 l00W

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40% 효율의 고출력， 고효율의 색소레이저를 개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펌프광과 레이저광의 공간 기

하학적인 강도 분포도 고려하면 더욱 정확한 중폭특성을 알 수 있올 것

이다.

제 2 절 출력안정화를 위한 색소 nozzle 개발

1. 서 론

고출력， 고반복율 색소 레이저를 제작할 경우 경우 비방사 천여를 통

하여 열이 발생하게 되어 레이저의 효율 감소하게 되기도 하며 색소가

타거나 색소첼에 색소가 달라 붙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연속발진 색

소 레이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색소를 nozzle을 롱하여 분사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이와같이

색소첼 대산 nozzle을 이용 색소용액을 분사하면 고속으로 색소를 순환

시킬 수 있으며， 색소켈이 없으므로 색소가 달라붙거나 색소펠의 손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nozzle을 이용하여 색소용액

의 점성과 유속둥에 따른 분사된 색소 용액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dye

nozzle올 이용한 색소 레이저 공진기를 제착하여 레이저 출력특성올 조

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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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레이저의 이득매질을 공진기안에 형성시키기위하여 빨이나 노즐을

사용한다. 이득매질이 엘이나 노즐을 통하여 공진기안에서 형성되는 모

양은 첼이나 노즐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이득매질의 순환속도와 색소를

용해시키는 용매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이득매질의 유

체역학적인 균일성은 레이놀즈 수(Re)라는 무차원 상수로서 표현한다.

레이놀즈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1]

Re=폭vL (5-12)

(5-12)식에서 p , ?, -E 는 분사되는 유체의 밀도 [g/em3
] , 점성도[e.p. =

10-2g!cmsee], 평균속도 [em/s]이며 보통 문턱 이득율 영역에서 색소의 농

도가 - 10-3 It띠 이므로 밀도와 점성도는 용매에 따라서 좌우되며 L 은

노즐의 두쩨이다.[12-14] 유체가 앓고 평평한 모양으로 분사되며 유체

내부에서 분사중에 서로 교란이 없는 상태를 laminar 유체라고 하고 서

로 교란이 있는 상태를 turbulence 유체라고 한다. 유체의 교란이 발생

하는 교란 임계 레이놀즈 수(Re)는 노즐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각

각 다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노즐과 순환펌프는 Radiant Dye

Chemie 회사와 RDSN05, RD1000CW를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노즐의 형태는 파이프 형태와 평면경계면 형태의 복합형으로써 레이놀즈

수의 범위는 400 에서 600 사이이다. 사진 5-1은 속도에 따른 jet의 분

사모양을 찍은 사진어다. 레이놀즈 수에 관계된 변수인 용매논 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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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콜을 사용하였고 jet의 속도는 5m/s에서 14m/s 사이범위에서 실험

하였다. 레이놀즈 수 600인 속도 14m/s에서눈 속도가 크기때문에 색소

유체가 저장용기 내에서 공기들이 모두 제거되지 못하고 순환하여 노즐

로부터 분사될때 공기방울이 생성된다. 유체의 속도에따른 깐섭무늬를

이용하여 유체의 편평도를 조사하였다. 노즐의 두께는 0.5 rom 이고 넓

이는 5mm 이다. 점성도는 상온22°C에서 20 C.P. 이다. 점성도를 유지시

키기 위하여 순환펌프에서 냉각수를 사용하여 온도를 22"C 로 유지하였

다.

3. 간섭무늬의 분석

jet의 편평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그림 5-10과 같이 마이켈슨 간섭

계를 구성하고 두께차이에 의한 간섭무늬를 확인하였다. 간섭광원으로서

주파수 안정화된 He-Ne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광속 확대기로 레이저의

빔 직경을 15 mm인 평행광으로 만들어 jet의 각 위치에서의 편명도를

조사하였다.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두개의 반사거울로부터 반사되어온 두

개의 광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 레이저 빔의 모든 부분에서 밝게 형성되

게하고 dye jet를 삽입하여 속도에 따른 간섭무늬를 찍은 것이 사진 5-2

(a)-(d)이다. 사친 5-1에서 보듯이I jet의 각 위치에서 균일한 두께로

분사되고있지 않기때문에 jet의 각 위치에서 두께차에 의한 광로정의 차

이가 생겨 보강과 소멸간섭에 의한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형성된 사진이

다. 밝고 어두운 줄무늬 사이의 위상차는 .1 /2가 된다. 이 간섭 줄무늬로

부터 jet의 각 위치에서의 편평도논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jet가 분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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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은 사진 5-2에서 위에서 아래로 분사되는것이다. Jet의 분사되는

축과 분사방향의 수직한 축을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보면， 밝고 어두운

줄무늬중의 하나에 대하여 줄무늬의 크기가 세로축이 가로축보다 더 크

므로， jet가 분사되는 방향쪽으로 동일한 두께를 갖논 jet의 면적이 더

넓옴을 알수있다. 사진 5-2의 (a)-(d)에서 원형 줄무늬의 중심에 있논 밝

은 우늬만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세로 크기와 가로크기를 비교하므로

써 속도에 따른 동일한 두께를 갖는 jet의 면적변화를 비교할때 jet의 속

도가 저속인 경우보다 고속인 경우가 편평도가 증가함을 알수있다.

4. 실험 및 결과

공진기는 Littrow 형과 Littman 형을 구성하였다 반사회절격자는 흘로

그래픽 grating (groove 수 : 2400 line/mm) 을 사용하였으며 펌 프광원

은 Nd:YAG 레이저의 제2고조파를 사용하였고 펄스 반복율은 10 Hz 이

다. Littrow형 공진기 길이는 15 em 이고 Littman 형 공진거 길이는 6

- 10 em 이다. Littrow 와 Littman 공진기로 부터 발진시킨 레이저를

FSR이 20 GHz인 에탈론(두께 5mm)을 투과시켜 레이저의 종모드를 분

석하였다. 펌프 에너지와 색소레이저 에너지는 Joule meter로 측정하였

고 훨스폭은 Photodiod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색소 레이저의 파장가변

영역은 분광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펌프팡은 2야IS이고 색소 레이저

는 1야IS이며 Littrow 와 Littman 형은 펄스폭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

다. 그리고， 사진 5-3은 속도에 따른 Littrow 형 공진기에서 발친된 레이

저의 공간적 강도분포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속도 12 m!s(Re=또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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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빔 강도분포가 좋은 특성을 보여준다. 사진 5-4논 Littrow 형 공진

기에서 발진된 레이저를 에탈론을 투과한 무늬이다. 다중 종모드를 보여

주고 있다. 사진 5-5는 Littman형 공진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사

진 5-6는 Littman 공진기에서 발진된 선폭 1 GHz 이내인 단일 종모드

를 보여주고있으며 사친 5-7은 CCD 카메라로 에탈론 무늬의 강도를 측

정한 것이다. 그림 5-11은 Littrow 공진기의 출력에너지를 측정한 값이

다. 그립 5-12는 Littman 공진기의 출력 에너지를 측정한 값이다. 펌프

광의 에너지가 0.5mJ/pulse 에서 I.OrnJ/pulse 까지의 영역이 단일 종모

드를 발진시킴올 볼 수 있다. 통일한 펌프에너지 0.5mJ/pulse 에서

Littman 형 공진기가 효율 4.7% 이고， Littrow 형 공진기가 효율이 5.5%

로 조금 더 높다. 표 5-3은 두 공진기의 레이저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5-3. Littman빛 Littrow 형 공진기의 레이저 특성비교

cavity Littman Littrow

cavity length 9 cm 15cm

mode single mode multimode

pulse width(FWf표r1) 10 ns 10 ns

divergence 3 mrad 1.6-3 mrad

tuping range 550-580 run 556-569 nm

output energy 24 μJ 29 ~J

efficiency(%) 4.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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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렵 5-11. Littrow형



160

l •140

•••120

100 •
80

•
60 ••••

(
m
m
‘
그a
~「
F
g
)〉m〕
￡ω
Z
띠
마
비ω
〈
」 •

를=

40

등늦••20
single mode region•l••

1.61 .40.4 0.6 0.8 1 1.2
PUMP ENERGY (mJ/pulse)

0.2
o
o

처
O트

「
레이저의 출력공진기에서 출력된 색소

- 99 -

그림 5-12. Littman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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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njection seeding 에 의 한 주파수

안정화

1. 서 론

1865년 C. Huygens는 두 개의 시계추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똑칼이

움직이고 멀려 떨어지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1 5] 이 현

상으로부터 injection locking에 의 한 두개의 진동자의 coupling 현상을

알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injection locking 현상은 이러한 시계추

만이 아니라 레이저나 거의 모든 자립적인 진동차의 경우에 일어나게 된

다.[16-2이 Injection locking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가지 양태가 폰재

한다. 첫째는 약한 단색신호를 자발적인 진동자 회로에 이 진동차의

free-running 주파수 근처의 좁은 선폭으로 주입시켜 이 주입된 신호가

진동자를 포획 (capture)하거나 참금질(locking) 함으로써 진동자가 이 주

입된 신호에 의하여 완전히 제어되는 현상이다. 둘째는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 공진기가 잡음에서 레이저 발진이 아루어지는 turn-on 과정중에

약한 외부 신호률 이 공진기 내에 주입시키는 방법이다.[21-23] 이 경

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진동자(또는 공진기)를 잠금질하기에는 너무

약하거나 주파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첫번째와 같은 injection

loe피ng야 일어나지는 않지만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는 초기조건을 만

틀어주어 레이저가 발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를 pulsed

injection locking이 라고 하며 많은 경우 injection seeding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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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두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 공진기에 의한

주파수 안정화 장치 개발의 일환으로 레이저 다이오드를 lllJec디on

seeder로 사용하여 Ti:sapphire 레이저의 주파수를 안정화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연구에서와 같이 펄스형 레이저의 경우에서의 injection

se어mg은 broadband 포는 multimode로 발진되는 레이저 광의 출력 특

성올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좁은 선폭을 갖는 "seed" laser~ 광

올 공진기 내에 주입시키게 되며 그 경우 레이처 광의 주파수 선폭이

seed 광의 선폭 크기로 좁아지게 되고 레이처 발진이 시작되는 buildup

파ne이 짧아지며 seed 광의 주파수를 변화시킴에 따라 출력광의 주파수

도 같여 변하는 동의 현상이 일어난다. 한편 이 경우 출력광의 일부가

되돌아가서 seed laser률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op디cal isolator를 seeder 앞에 셜치하는 첫이 필요하다.

2. 실험 및 결과

실험 장치도는 그렴 5-13과 같다. 본연구에서는 선폭 15MHz, 파장

778nm이고 단일 종모드로 발진하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injection seeder

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optical isolator로논 700-900nm영역에서 약 40dB

의 isolation이 가능한 isowave 사의 1-7090-CH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Master oscillator로는 과제수행중 자체 제작한 Ti:sapphire 레이저

를 사용하였다. 사진 5-8은 실험에 사용된 seeder와 op디cal isolator를 보

여주고 있다. 사진 5-9는 injection seeding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4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점선은 seeder가 주입되기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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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Ti:sapphire 레이 져그렴







로 넓은 영역에 걸쳐 레이저 팡이 발진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n~ection

se떠mg이 일어나면 그림의 실선과 같이 seeder의 레이저 파장에 해당하

는 778nm의 파장으로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78nm 주위에 약간의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눈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완전한 S않ding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좀 더 정밀한 실

험을 수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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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Wedge prism을 이용한 레이저

주사(Scanning) 장치 개 발

제 1 절 Wedge type 색소 레이저 공진기 제작

및 레 이 저 주사(scanning) 실 험

프리줌을 이용한 레이저 주사실험을 이용하여 wedge type 레이저 공진

기를 구성하였다. 레이저 공친기는 SLM형 공진기 내부에 두께 3mm, 꼭

지각 2 。 인 앓은 wedge prism을 삽입하였다. 프리즘을 회전시키기 위하

여 프리즘을 rotating stage위에 고정시켜 놓고 스태평 모터를 컴퓨터와

interface시켜 rotating stage를 돌려 주었으며 wedge prism을 돌려가면

서 파장어 변해가는 것올 wavemeter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받아보았다.

스태평 모터는 1 step 당 0.9 deg가 돌아가고 200 step올 돌렸올 때

rotating stage는 1 。 돌아깐다. 그림 6-1온 stepmotor를 제어하기 위하

여 제작된 stepmotor φlver의 회로도이다.

그림 6-2는 wedge prism을 이용한 파장가변 실험장치도이다. 펌핑원으

로 펄스형 Nd:YAG레이저의 제2고조파를 사용하였고 색소로논 Rh6G를

사용하였다. 피s diaphragm을 이용하여 빔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하였고

l/2-plate와 Glan polarizer를 통과시켜 편광상태와 레여저 광의 세기를

조절하였다. 그리고 춧점거리가 50 cm~ 렌즈를 통해 dye 셀 약간 앞에

집속시켜 주었다. 회절격자는 2400 lines/rom로 격자 사이의 칸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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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nm이다. 이 경우 Rh6G의 발진범위인 542 - 607 run 사이에서 격

자에 빛을 grazmg 입사를 시켜주는 경우 grating 방정식에 의하면 0차

와 1차-회절만이 일어나게 된다. 색소레이저 출력의 편광상태를 조사해

보면 회절격자 표면에 평행한 편광이 다른 방향의 편광보다 약 40 : 1의

비율로 효율이 더 좋다. 따라서 편광기에서 나오는 빛은 회절격자 표면

에 평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iris diaphragm의 직경은 2.3 mm로 유

치하였다‘ 빔이 가우스광임을 가정하면 춧점에서 beam waist는 121 μm

가 되고 이 경우 Rayleigh length는 8.2 em가 되며 이 거리는 셀에서부

터 회절격자까지의 거리 3.5cm 보다 길게 된다.

레이저 파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stepping motor를 초당 2 step을 돌

려 주었고 wavemeter애서눈 초당 1개의 data를 1초 간격으로 받게 하였

다. 1 。 를 돌리는데 약 90개의 data를 받아보았다. 초기각을 9 。 에서부

터 1 。 간격으로 바꾸어가면서 16 。 까지 측정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사진 6-1은 wedge prism을 삽인한 상태에서 레이처 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사진 6-2논 발진된 단일 종모드 례

이저광을 에탈론을 통과시켜 얻은 원형의 칸섭무늬를 CCD 카메라를 이

용하여 찍은 사진이다. 레이저 광의 선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

을 wavemeter를 이용하여 l초 간격으로 107~ 의 data를 측정하였다. 그

림 6-3은 측정된 결과를 보여주며 실험적으로 측정된 선폭은 l.84pm로

약 1.78GHz에 해당된다. 이것은 모드간의 간격이 약 1.8GHz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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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앙neter의 분해능이 1.5GHz임윷 고려하면 단일 종모드라고 추측되는

데， 만약 단일종포드가 아니라면 선폭은 1.8GHz 보다 훨씬 커야하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wedge prism을 스테핑 모터로 돌려가면서 파장이 미

세변화하는 것을 판찰하였다. 이때의 공진기의 길이는 8.7 em이고 종모

드간의 간격은 1.724 GHz이다. 그림 6-4 은 프리즘올 회전시킴에 따라

레이저 광의 에탈론 무늬의 이동올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렴에

서 알 수 있듯이 에탈론 무늬가 연속적으로 변함올 알 수 있다. 실험에

의해서 측정된 파장의 범위는 540 run - 560 run 사이였다. 각각의 구

간에서 초키각과 파장을 미분을 이용한 식에 넣어주어 공진기 모드와 레

이저 모드가 일치하는 각올 찾아 주었고 그때의 파장올 계산해 주었다.

두개의 모드가 일치한 때의 파장과 각을 기준점으로 잡아 경로차를 계산

한 식으로 부터 측청한 각까지 공진기 모드와 레이저 모드의 변화량을

계산해 주었다. 각 구간에서 측정원 파장을 두 모드가 일치한 때의 파장

으로 부터 주파수가 변한 값올 계산해 주었다. 위에서 계산된 값들을 측

정한 각에 따라 합께 나타내어 주었다. 이 것이 그림 6-5(a)-- 그림

6-5(g) 애 었다. 그림에서 실선은 레이저 모드의 변화의 이론치이고 점

선은 공진기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점선이 여러개인것은 인

접한 공진기 모드틀을 표시한 것이다.

9' - 16 。 까지의 각을 1 。 깐격씩 측정해 주었다. 그림 6-5(b) 은 10.1

。- 11 。 로 0.9 。 를 그림 6-5(f) 은 14 • - 14.95 。 로 0.95 。 룹 측정 해 주

었다. 각각의 구간에서의 교각올 계산해 주면 9' - 10 。 에서는 11.880 。

이고 이때 파장은 또4.8껑3run 이었다. 10.1' - 11 。 에서는 교각이 11.80

。 이고 그때의 파장은 또4.0495run 이었다. 11" - 12" t 12" - 13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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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각은 12 。 이고 그때의 파장은 각각 닮5.생42nm , 556.0100nm 이

었다. 13 <> - 14 。 에서논 교각이 11.941 。 이고 그때의 파장은 또5.4147nm

이었다. 14 <> - 14.95 。 에서는 교각이 11.942 。 이고 또5.4136nm 이었다.

15 <> - 16 。 에서는 교각이 11.812 。 에서 닮4.163Onm 이었다. 측청이 연

속적이지 못해서 측정때마다 파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각

구간에서의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함께 이어 그리지 못하고 각 구간에 따

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 모드가 hopping없이 가변시킬 수

있는 두 모드의 차가 종모드 간격 1.724 GHz 보다 착은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구한 교각 지점과 파장을 고려해서 11.9 。 에서 파장 많4

run, 많5 run, 556 nm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었다‘ 그 결과 또4nm 에서

는 10.15 0 - 13.43 。 사이에서 70 GHz 또5nm 에서는 10.25 <> - 13.55 。

사이에서 70 GHz, 556 run 에서는 10.35 0 - 13.68 。 사이에서 71 GHz를

모드 hopping 없이 파장올 변화시킬 수 있음윷 알 수 있었다. 파장에 따

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25 0 - 13.55 。 사이에서 약 70 GHz의 파장

이 1.724 GHz보다 작은 범위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 일치한

주모드 주위로 공진기 모드틀이 종모드 간격씩 떨어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한 초기각이 두 모드가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

록 두 모드간의 차는 커지고 레이저 모드가 종모드와 만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모드 호평이 일어난다. 각각의 그래프에 나타난 일반적 경향올

보면 파장은 레이저 모드를 따라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레

이저 모드콜 따라 변하는 도중 공진거 모드와 멀어지고 다른 공진기 모

드에 가까이 가면 레이저 모드에서 가까운 공진기 모드로 호핑하다가 이

공진기 모드와 멀어지면 레이저 모드를 따라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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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렴 6-5(a) 에서 보면 이런 청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5(f) 와 그림 6-5(g)에서도 레이저 모도를 따라 파장이 변해가다가 다

른 모드로 hopping하고 있는 모습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모드률 따라 파장이 계속 변하지 않고 종모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13.6 0 - 14 0 , 15.5 0

- 16 。 에서 보이고， 파장이 요동하면서 변해가고 있

는 것을 천구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험이 단일 종모드가 아닌 불

안청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립 6-5(b) 는 처옴 11

。 에서 10.1 。 까지 각가도률 변해주었는 데 파장이 처음 공진기 모드에

서 레어져 모드륨 따라 변하다가 10.3 0

부문에서 첫번째 총모드로

hopping이 일어나고 있용올 볼 수 있다다읍 주모드 위쪽 2번째 모드로

캅차기 호팽하고 있는 데이타릅 10.5 。 에서 10.7 。 사이에서 보이고 있는

데 이것윤 실험 도충에 외부에서외 진동S로 인한 요인이라고 추측된다.

10.3 0

- 11 。 까지의 모드 효팽이 없이 잘 변하고 있논데 이때 변확량은

18.8 GHz이고 이롤상으로 예혹한 약 13.3 。 와 버슷한 앓이다. 11 "- 13

。 에셔는 모드 효팽이 없이 파장이 변하고 있는 모좁률 보여추고 었다.

11 "- 12" 에셔는 22 GHz촬， 12" ‘ 13 。 에셔는 19 GHz가 변화되었다.

그휩 8‘S(e)에서 보면 확창이 13 " 에서 레이쳐 모드에 있다차 13.7 0
황

애셔 헛번째 풍천71 모E와 만나고 이 콧애서후핸 효행이 월어나고 있용

올 합 수 었다. 이째까지 변확량용 9.8 GHz였다. 이 각도농 앞에셔 예혹

한 각과 비슷한 각이다. 이롤책으로 10.3 0 - 13.55 。 까지 보도 효팽이 없

이 약 700Hz의 파장올 가변시킬 수 있으며 실험에서도 모도 hopping없

이 10.3 0 _ 13.7 0 까지 약 69.1GHz의 파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롤과

찰 얼체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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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파장가변 및 출력안정화 기술 개발과제의 제2차년도안 당해년도에는 제

1차년도에서 조사된 기술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틀올

수행하였다.

1. 파장가변 기술개발

당해년도에는 고체 레이저인 펄스형 Ti:sapphire 레이저를 개발하여

넓은 선폭을 갖는 파장가변 레이저 광을 얻었다. 선형 공진기를 구성하

고 파장선택 소차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770-800 run의 선폭올 가지

며 20%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반사거울과 출력경을 교체함으로

써 다른 파장에서도 레이처 발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파장

선태 소차를 공진기 내에 삽입하면 좁은 선폭의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injection seed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Injection

seeder로는 단일종모드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고 실험 결과 레이

저 다이오드의 발진 파장에서 좁은 선폭을 가지고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액체 레이저로써는 GIM형， G江형， SLM형외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를

각각 개발하여 출력특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효율은 GIM형이 8%

로써 가장 컸으며， 선폭， ASE 및 divergence는 SLM형 이 각각 <lGHz,

0.01%, lmrad 으로써 가장 우수하였다. 이러한 색소 레이저의 경우 각

각의 공진기 방식에 따른 특정이 다르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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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파장가변 기술 중에는 파장가변 레이저의 개발과 더불어 파장가변 방

법의 개발도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폰의 파장가변 방법과 다

른 새로운 파장가변 방법올 고안하였다. 즉 Littman형의 공진기 내에

앓은 wedge prism을 삽임한 후 파장조정 거울 대신 이 프리즘올 회전시

킴으로써 훨씬 미세한 파장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로 파장가변올 실증하기 뷔하여 색소 레이저 공진기를 제작하여 레이저

주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이론적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수십

GHz/deg.의 미세한 파장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파장조정

방법은 색소 레이저 뿔만 아니라 파장가변 고체레이저， 다이오드 레이

저， OPO동의 공진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웅용성이 넓다‘

2. 출력안정화 기술개발

레이저 중폭기의 포화홉수를 통한 출력에너치 안정화 기술개발의 일환

으로 색소레이저 다단 증폭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한 전산 시률레이션을

실시하여 최적조건을 결정하였요며 시율레이션 결과 2단중폭 시스랩으로

최적조건에서 40%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출력， 고반복율의 레이저광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색소

nozzle에서의 유체의 특성및 레이저 출력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간섭계를 구성하여 레이놀즈 상수에 따른 분사된 색소 용액의 두께와 편

평도퉁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레이놀즈 상수가 또0인 경우에 안정된

laminar flow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경우에 Littrow형과 Littman형의

~ 130 -



색소레이저 공진기를 제작하여 출력특성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Littman형의 경우 안정된 단일종모드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njection see바ng을 이용한 Ti:sapphire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를 실시하여 넓은 선폭의 레이저를 좁은 선폭으

로 발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3. 앞으로의 연구내용

본과제의 최종년도인 다음해에는 비선형 현상을 이용한 파장가변 기술을

개발할 예정으로 OPO(Optical Parametric Oscillation> 와 Raman shifter

를 이용한 파장가변으로 파장가변 명역올 근자외선에서 문적외선 명역으

로 넓힐 예정이다. 그리고 당해년도까지 개발된 레이저의 특성을 향상

시킬 예정으로 레이저 선폭 500MHz 이하， 주파수 안정도 50MHz이하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개발된 레이저광을 넓은 영역에 걸

쳐 모드휠없이 연속적인 파장가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wedge

pnsm을 이용한 파장가변 기술과 단일종모드 색소레이저 주파수 안청화

장치릎 결합하여 신뢰성이 향상된 파창주사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

리고 주차수 안정화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원자전이선에 레이저 주파수를

잡금질하는 장치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및 출력안정

화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레이저 출력에너지를 2%이내로 안정화할 예정

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훨스형 고분해능 파장가변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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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파수빛 에너지 고안정화 기술이 확립되며 그결과 파장가변 범위

는 자외선에서 근적외선 영역， 레이저 선폭 5OOl\1Hz 이내， 주파수안청

도 50MHz 이하， 효율 40%, 출력에너지 안정도 2% 이내， 출력광의 빔

퍼짐도 lmrad 이하로 연구개발의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될 것이다.

4. 건의사항

본연구에서 개발된 파장가변 기술의 확립은 고분해능 분광분석 기술

의 확립과 레이저 분광 기술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주파수， 안정화 기술

확립은 고안정화 레이저 셜계기술의 확립과 계측 분석 장비의 신뢰도 향

상에 웅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파장가변및 출력 안

정화된 고출력 레이저는 반도체 분야의 물성초사， 신소재 개발， 광화학

공정용 광촉매， 피부， 안과， 치과， 암치료동의 의료용 팡원， 환경오염 감

시풍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100여대 가량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부수

척으로 국내 광산업의 발달과 레이저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파장가변및 출력안정화 기술개발

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기펴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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