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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Er:glass 레이저 매질에 제논 타입의 플래쉬 램프로 여기시켜 고출력, 고안정화 레이

저 빔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 실험적 결과 완전한 형태의 선형적인 레이저 빔 특성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레이저 특성인 거의 선형적인 모양의 그래프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보통의 레이저는 안정한 레이저라 부르며, 그 방식

은 오목 거울을 사용하여, 빛의 왕복이 결국 중앙

라인에 수렴되도록 만들고, 빛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오직 투과만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레이저 출력의

특성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가 있다. 그 중 중요한

인자로는 레이저의 활성매질, 레이저 공진기 그리고

활성매질을 여기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레이

저 활성매질은 가는 형광 선들과 강한 흡수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 고체에

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고체중에서 Er:Glass[1-3]는

결정내에서 형광 수명이 길고 좁은 형광 선폭을 가

지고 있으며 높은 레이저 이득과 좋은 역학적 성질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고체 레이저의 활

성매질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레이저 공진기는 출

력 빔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공진기는 크게 안정공진기와 비안정공진기로 나

누는데, 안정공진기의 경우  모드가 거울 사이

에 구속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드의 크기가 작

고 출력 빔의 발산이 크며 이득이 클 경우 즉, 출력

이 클 경우 빔은 높은 차수의 모드를 가진다. 출력

빔은 거울에 의한 회절로 인하여 여러 모드들이 중

첩되어 있고 빔의 발산 정도가 크고  모드의

빔의 직경이 작고 활성 매질의 효율이 적은 반면 비

안정 공진기는 회절에 의한 효과가 작고 빔의 발산

정도가 작으며  모드의 빔의 직경과 레이저

이득이 크므로 활성매질의 효율이 크다. 또한 안정

공진기에 비해 모드들 간에 구별이 쉽다. 불안정 공

진기는 광선이 반사경에 의해 공진기 축을 향해 빛

이 반사되는 안정 공진기와는 달리 작은 볼록 거울

을 사용해 광선이 공진기 축에서 광선이 공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유지시킨다. 그럼으로써 빛을 옆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도넛형태의 큰 빔을 만들어내

는 것이 목적이다. 불안정 공진기의 장점은 대개 이

득 물질 안에 더 큰 광선 부피를 만들어 광선이 더

많은 분포 역전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펄스

기체-고체 레이저에 사용된다. 레이저의 빔질과 공

진기 안정도가 좋은 고출력 고체 레이저는 많은 연

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4-6]. 특히 레이저 헤드를

공진기 내에서 대칭형으로 배열하면 공진기의 안정

도가 우수해진다고 보고되었다[7-8]. 산업용 및 의료

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고출력 연속 발진 Er:Glass

고체 레이저 경우 대칭형 공진기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2. Er:Glass 레이저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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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동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Erbium

Glass laser는 고체 레이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레이저 물질이다. 어븀은 매우 단단하고 광학

적 질이 우수하며 열전도도가 매우 좋다. 또한, 어븀

의 결정은 좁은 형광 선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이득이 높고 레이저 작용을 위한 임계값이

낮다. 또한, 어븀은 저온에서부터 융해점까지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Er:Glass의 중요한 성질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Er:Glass 레이저의 물리적 성질

QX/Er:Glass 레이저의 성질 QX/Er:Glass

최대 레이저 파장 1535

방출 단면적 0.8×  

흡수 단면적(×  
) 1.7×  

@977
형광 수명 7900
형광 선폭FWHM 55.0

굴절률 1.532
Abbe 수 63.7

굴절률(레이저 라인) 1.521

 ( ) -21×   
복굴절률의 열적응력 계수 ×  

열광학 계수( 일 때) ×  

( 일 때) ×  
변환 온도 
변형 온도 
열확장 계수

( 일 때)
×  

( 일 때) ×  

( 일 때) ×  
밀도 ()
열 전도도 ( )
영률 × 

포아송 비 

응력 광학 계수 ×  
응력 열광학 계수 ×  
Knoop 경도 

열적 부하 제한(TLL)

(unstrengthened)
>(watts/inch)

LAMP PUMPED

(strengthened)
× rod > 450

LAMP PUMPED

(strengthened)
× rod > 250

열충격 저항 는 인장 항복 응력에서 온도 차이

다(∆). 이러한 등방성 물질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

다[9].

 

  
(1)

여기서, 각각의 인자 는 파괴 응력이며 는 물질

들의 포아송 비, 는 열전도도, 는 영률이고 는

열확장 선형계수이다. 물질의 에너지양을 측정한 성

능지수(FOM)는 Krupke의 조사되어 졌으며 다음식

과 같이 표현된다[10].

  (2)

물질 표면의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괴응력은 정

확한 값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포아

송 비, 열전도도 그리고 영률은 글래스 성분을 표시

하는 것으로써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충격

저항은 열확장 계수에 의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열확장 계수는 매우 낮고 열충격 저항은 매우

높다.

3. Er:Glass 레이저의 실험적 고찰

본 절에서는 Er:glass 레이저 공진기를 이용한 출

력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이다. 실험 장

비로는 전력공급기, 수중 펌프, 검출기 그리고 출력

측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오실로스코프로 구성되

어져 있다.

3.1 Er:Glass 레이저의 기본 구조

[그림 1] Er:Glass 레이저 실험 구성도

그림 1에서 전력 공급기로 전압을 200에서 400[V]

로 조정한다. 그리고 수중 펌프로 레이저 공진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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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레이저 봉과 플래쉬 램프에 열적 손상으로

인한 파괴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냉각

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공진기내의 구조는 마이크로 레이저 공진기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여기광원으로는 플래쉬램프를 사용하

였다. 이렇게 펌핑된 레이저 빔은 검출기를 통해 출

력측의 오실로스코프에 의해 출력전력이 측정되어진

다.

[그림 2] 챔버 내부 구성도

그림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챔버 내부 구성도이다.

챔버 내부에는 마이크로 렌즈 2개가 설치되어져 있

으며, 입력측 렌즈는 경사진 99% 오목 반사경을

사용하였으며, 출력측은 90% 정도 반사할 수 있는

반투명 반사경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진기 내부에는

레이저 봉과 여기 광원으로 사용되는 제논 플래쉬

램프를 삽입하였다.

[그림 3] 실험 장치 구성도

그림 3은 본 실험에 적용된 전체 실험 구성도를 제

작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레이저 시

스템의 고출력 및 고안정화를 위해서는 의

대용량 캐패시터 4개가 사용되어 졌으며 이를 이용

하여 전압을 가변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어 진다.

3.2 Er:Glass 레이저의 실험에 의한 출력 전력 특

성

본 절에서는 그림 3을 통해 나타난 전압에 따른 출

력측의 레이저 빔 특성을 표 2와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표 2]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력 변화값

입력  출력 빔 

220 0

230 0.5

240 1.1

250 1.6

260 2.3

270 3

280 3.6

290 4.5

300 5.3

310 6.4

320 7.3

330 7.9

340 8.5

350 8.9

360 10.6

370 11.4

380 12.7

390 13.3

400 14.5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논 타입의 플래쉬 램

프에 의해 여기된 광원를 220에서 400V까지 펌핑하

여 10V의 일정한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출력측의

레이저 빔 또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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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압에 따른 출력측의 레이저 빔 특성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목-평면 거울로 이루어진 공진기

의 레이저 빔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또

한, 저차모드로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레이저

매질의 모드 부피가 커야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공진기 구조는 레이저 헤드가 오목 거울

근방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레이저 펌핑광

의 빔 세기를 최적으로 증가시켜 온도 변화량의 경

계 부근에서 동작시킬 때, 출력측 레이저 빔을 얻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빔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

220에서 400[V]까지 펌핑된 전압을 10[V]씩 일정하

게 증가함으로써, 산업용 및 의료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4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완전한 선형적인 레이저의 그

래프 특성을 얻지 못하였으나 실험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 되어진다면 좋은 레이저 빔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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