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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특정 파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특수 광섬유(Specialty optical 
fiber)를 이득 매질(Gain medium)로 사용하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외부 펌핑 광원으로 
활용하여 광섬유만으로 공진기를 구성한 
레이저를 말한다. 이득 매질인 특수 광섬유는 
코어 영역 내에 희토류(Rare-earth) 원소가 
첨가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레이저 
발진 출력 향상을 위해 외부 클래딩 및 내부 
클래딩의 이중 클래딩 구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광섬유 코어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희토류 원소의 유도방출을 통해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며, 광섬유의 끝단 및 
옆면을 통해 내부 클래딩으로 광펌핑을 
유도하고 외부 클래딩 보다 굴절률이 높은 
내부 클래딩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전반사(Total internal reflection)를 통해 빛이 
전달된다. 따라서,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첨가 원소의 종류에 따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파장이 결정되며, 광흡수 
파장을 고려하여 펌프 광원의 파장 또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파장 
다변화를 위한 이득 매질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 광섬유 및 제조 공정과 현재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의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한 
특정 출력 파장을 갖는 광섬유 레이저의 파장 
변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2. 본론 

1)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파장은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첨가 물질의 광방출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광방출 특성에 의한 

특정 파장에서의 레이저 발진은 첨가 물질의 
광흡수 파장에서의 광펌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닥상태에 있던 전자가 외부 
펌프 광을 흡수하여 여기 상태로 올라간 후, 
준안정 상태로 떨어진 전자들이 바닥상태의 
전자들보다 많은 밀도 반전 상태가 되어 외부 
자극에 의한 안정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특성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빛은 자극 시킨 빛과의 결맞음으로 
증폭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도 방출은 
3 준위계나 4 준위계 에너지 구조를 갖는 
원자나 분자에서 잘 발생하며, 밀도 반전이 잘 
일어나는 4 준위계가 빛의 증폭 및 레이저 
발진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의 첨가 물질로는 어븀 (Erbium), 
이터븀 (Ytterbium), 그리고 네오디뮴 
(Neodymium) 같은 희토류 원소가 주로 
이용되며, 대표적인 희토류 원소의 광흡수 및 
광방출 파장을 표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Absorption and emission bands of typical 

rare-earth elements for fiber lasers 

Dopants Major absorption 
bands (nm) 

Major emission 
band (nm) 

Erbium (Er3+) 980/1480 1550 

Ytterbium (Yb3+) 915/980 1060 

Neodymium (Nd3+) 808 1060 

Thulium (Tm3+) 800/1200/1600 2000 

Praseodymium (Pr3+) 1000 1300 

Holmium (Ho3+) 500/600/1200/1900 2000 

 
따라서, 광섬유 레이저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의 코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첨가 물질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광섬유의 레이저의 출력 파장을 다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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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광섬유 제조 공정 

광섬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는 
일반적으로 MCVD (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며, 희토류 
이온은 주로 용액 첨가법 (Solution doping 
process)을 이용하여 첨가한다 [3]. 석영 유리관 
내부에 가스상태의 반응물질 (SiCl4, PoCl3, CF4, 
BCl3 등)의 고온 산화현상을 거쳐 클래딩 층을 
형성하고, 코어층은 SiCl4 과 GeCl4 를 사용하여 
클래딩과의 굴절률차를 조절하며 레이저 발진 
파장을 고려한 모드 조건을 확립하여 형성한다. 
이 때 코어층에 첨가하는 희토류 원소는 용액 
상태의 첨가물질을 수직형 및 수평형 용액 
첨가 공정을 통해 고용시킨다. MCVD 공정을 
이용한 광섬유 클래딩 및 코어층의 증착과  
희토류 원소 첨가공정이 끝나면, Collapsing 과 
Sealing 등의 후처리 공정을 거쳐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 모재를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광섬유 모재를 20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인출하여 최종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를 
제조한다. 

 
3) 파장 변환 기술 

특정 출력 파장을 갖는 광섬유 레이저의 
파장 변환은 비선형 광학 특성을 이용한 제 2 
고조파 (SHG, Second harmonic generation), 제 3 
고조파 (THG, Third harmonic generation) 및 제 4 
고조파 (FHG, Fourth harmonic generation) 발생 
소자를 사용하여 레이저 빛의 파장을 1/2, 1/3, 
그리고 1/4 로 줄이는 조화파 발생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레이저 
빛의 혼합 (SFG, Sum-frequency generation)을 
통해 새로운 파장의 빛을 얻을 수 있고, 
광파라메트릭 발진 (OPO,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출력되는 
레이저 빛의 파장을 변환시킬 수 있다 [4].  

비선형 소자에 사용되는 광학 단결정에는 
비선형 광학 효과가 우수하고 광손상 문턱 
값이 높으며 넓은 파장범위의 위상접합 조건을 
갖는 KTiOPO4 (KTP) 계열과 붕산 화합물 
계열의 β-BaB2O4 (β-BBO), LiB3O5 (LBO), 
그리고 CsLiB6O10 (CLBO)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KTP 단결정은 SHG 및 결정 내의 
Quantum noise 및 다양한 광파라메트릭 
위상정합 조건을 통한 OPO 및 OPA (Optical 
parametric amplifier) 등에 주로 활용되며, LBO 
단결정의 경우에는 유효 이차 비선형 광학 
계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광손상 임계치가 

매우 높고 자외선 영역의 광투과성이 우수하여 
자외선 출력 파장을 갖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파장 변환 소자에 이용된다. 특히, 3 차 
이상의 고차 조화파의 경우, 기존에는 둘 
이상의 2 차 비선형 광학 물질을 이용한 
단계적 SHG 와 SFG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단파장 특성이 우수한 
CLBO 를 이용한 직접적인 THG 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 단결정을 이용한 파장 
변환 기술 외에도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한 
Four wave mixing (FWM)과 Difference frequency 
generation (DFG)을 이용한 파장 변환 방식도 
주목 받고 있다 [5-6]. 

 
3. 결론 

광섬유 레이저는 이득 매질로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첨가 
원소에 따라 레이저 출력 파장이 선택되며, 
첨가 원소의 다변화를 통해 파장 다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특정 출력 파장을 갖는 광섬유 
레이저의 경우, 고조파 발생용 비선형 단결정 
및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한 광혼합 및 
광파라메트릭 발진 등을 통해 파장 변환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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