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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펨토초 레이저는 높은 첨두 출력 과 이(peak power)

득매질 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처프(gain material)

펄스 증폭 기술의(CPA: Chirped-Pulse Amplification)

개발로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생성이 가능해졌
으며 년대 후반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펨토초, 1990

레이저 펄스를 이용한 재료 가공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 후 비선형 광학현상 기반의 투명재료 가공. ,

시각교정 및 생체치료에의 응용 이광자 흡수, (TPA:

기반 삼차원 형상 및 광결정two photon absorption)

가공 등의 분야로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1,2
펨토초 레이저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삼

차원 광학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등은Watanabe

4 기포
를 펨토초 레이저로 실리카에 새겨 넣는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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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를 직접 제작하여 광학Fresnel zone plate(FZP)

적 특성 조사를 하였고, Srisungsitthisnti5 등은 실리
카 내부에 효율이 증대된 체적 와 광도(Volume) FZP

파로 회로를 결합한 광소자에 대해 연구하였다.6
실리카는 단일산화물 유리로 무정형 비결정의 실리,

카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우수한,

투과율을 갖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매우 낮은 열팽창 계. ,

수를 가지고 있어 열 충격에 강하고 실리카를 녹이는
불화수소산을 제외하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높은 출력의 에너지 밀도.

를 가지는 레이저 광학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리카

내부에 격자 주기가 인 두 개의 회절격자 층을6 mµ

깊이 방향으로 인접하게 가공하였으며 이를, 3 mµ

격자 주기를 가지는 하나의 층으로 제작된 회절격자
와 비교하여 회절 패턴을 측정하였다 격자 주. 6 mµ

기를 가지는 두 층 사이의 간격이 에서는0.5 m 3 mµ µ

회절 주기를 가지는 회절격자와 회절 특성이 매우 유
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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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abricated a multi-layer diffraction grating inside fused silica glass by using a femtosecond laser

direct writing method. The femtosecond laser with a wavelength of 515 nm, a pulse width of 250 fs, a

repetition rate of 100 kHz, and an average output power of 6 W was used. Two layer diffraction grating

with a grating period of 6 m was successfully fabricated with the layer gap of 0.5, 1, 2, 3, and 5 m,µ µ

respectively. Also, we investigated the diffraction pattern by illuminating a He-Ne laser beam. Finally, we

demonstrated the diffraction grating with a grating period of 3 m by adjusting the gap of each layerµ

with a grating period of 6 m. Femtosecond laser direct writing technology of multi-layer has a potentialµ

to fabricate the diffraction grating with a grating period of below 1.5 m.µ

Keywords: 회절격자 펨토초 레이저 다층Diffraction grating( ), Femtosecond laser( ), Multi layer grating(

격자 격자 간격 직접 가공), Grating period( ), Direct wri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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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2.

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Fig. 1

스템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광기술연구소가.

보유하고있는펨토초레이저가공시스템은 LightCoversion

사의 다이오드 펌핑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모Yb:KGW (

델명 이다 이 펨토초 레이저는 의 중: Pharos) . 1030 nm

심파장 의 펄스폭 의 반복률과 평균 출, 250 fs , 100 kHz

력 를 가진다 재생 증폭기6 W . (regeneration amplifier)

에서 방출된레이저 빔의공간모드 형태는가우시안 형
태를 가지며 출력빔은 선편광을 가진다 실험에서는 이.

조화 생성기를 사용하여 펨토초 레이저 파장을 515 nm

로 변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스테이.

지의 축은 선형 모터 스테이지x, y , 300 mm × 300

의 가공 범위 의 최대 이송 속도를 가지mm , 300 mm/s

고 있으며 축은 의 가공 범위를 가지며 각, z 100 mm ,

각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femtosecond laser micro-
machining system.

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 개의 층으로Fig. 2

구성된회절격자제작개념도이다 의격자 간격을. 6 mµ

가지는 회절격자 층을 깊이 방향으로 인접하게 각 각
의 간격으로 회절격자들을 가공을 하0.5, 1, 2, 3, 5 mµ

였다 에서와 같이 두 개의 층을 가진 격자는 깊. Fig. 2

이 방향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게 하여 격자
간격이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회절격자.

의 가공을 위하여 레이저 빔을 배율 대물렌즈20 (NA =

를 사용하여 실리카 표면에서 내부에0.40) 70 m 3µ

가공속도 펄스에너지를사용하여mm/s , 1.7 J 4 mm ×µ

의크기로제작하였다 펨토초레이저를사용하여6 mm .

제작된 회절격자의 회절패턴 측정은 과 같이Fig. 3

의파장을가지는 레이저를사용하였으며632.8 nm He-Ne ,

제작된 회절격자와 회절패턴 측정 스크린과의 거리를
로 고정하여 회절모양을 확인하였고 디지털 카메20 cm

라를사용하여그 모양을 기록 하였다 또한 각 차수에. ,

Fig. 2 Schematic diagram of two-layer diffraction grating.

Fig. 3 Schematic diagram of diffraction pattern measurement.

Fig. 4 Optical microscope crosssection image of fabricated
diffraction grating.

따른강도측정은광검출기 를사용(Photodiode, PMD100)

하여 측정하였다.
는 실리카 내부에 제작된 층 구조를 가지는Fig. 4 2

회절격자 단면을 측정한 사진이다 제작된 층 회절. 2

격자들 중 하나의 단면을 측정한 결과 각 층의 격자
간격은 이고 서로 약 어긋나게 제작되6.08 m 3 mµ µ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와는 달리 각 층의 회절. Fig. 2

격자 높이는 레이저 초점 깊이 때문에 약 의20 mm

회절격자 높이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는 격자간격이 의 단일 층을 가지는 회절Fig. 5 6 mµ

격자면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와 레이저를He-Ne

조사하여 측정한 회절 패턴을 보여준다 제작된 회절격.

자의 선폭은 이며 격자간격은 를 가짐을1.14 m , 6 mµ µ

확인할수있었다 는이렇게제작된 격자. Fig. 5(b) 6 m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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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 Optical microscope image of fabricated diffraction
grating, (b) diffraction pattern of the grating with
grating period of 6 m.µ

간격을 가지는 회절격자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He-Ne

하여 회절 패턴을 측정한 사진이다 은 격자간격. Fig. 6

이 의 단일 층을 가지는 회절격자에 대해 광학현3 mµ

미경 이미지와 레이저를 조사하여 측정한 회절He-Ne

패턴 측정 결과이며 에서의 회절격자와 같은 조, Fig. 5

건으로 제작되었다 현미경 측정 사진에서와 같이. 1.14

선폭과 의 격자간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m 3 mµ µ

다 또한 레이저를 조사하여 측정한 회절 패턴. , He-Ne

에서는 의 회절격자의 회절패턴 보다 상대적으로6 mµ

두 배 정도 회절패턴 간격이 더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와 의 회절격자를 가지는. 6 m 3 mµ µ

단일층 회절격자를 제작하여 회절패턴이 격자간격에
반비례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Fig. 7은 각 각 의 격자 간격을 가지는 두 개의6 mµ

층의 간격에 따른 회절 패턴으로 레이저를 이He-Ne

용하였으며 회절격자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20

로 하여 스크린에 나타난 회절패턴을 디지털 카cm ,

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앞서 측정된 와. Fig. 6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두 층 사이의 간격이. 5

나 일 때의 회절패턴은 의 단일층을 가m 2 m 6 mµ µ µ

지는 회절격자의 회절패턴과 유사하지만 두 층의 간,

격이 인 경우 회절 패턴 간격이 두0.5 m [Fig. 7(c)]µ

배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와 같은, Fig. 6(b) 3 mµ

의 회절격자에서 매우 유사한 회절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두 층을 가진 회절격자들 간의. , 6 mµ

(a)

(b)

Fig. 6 (a) Optical microscope image of fabricated diffraction
grating, (b) diffraction pattern of the grating with
grating period of 3 m.µ

깊이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회절패턴이 층간의 깊이
간격에 기인하여 회절격자의 단일층 회절무늬6 mµ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 각 각 의 격자 간격을 가지는 두 개Fig. 8 6 mµ

의 층의 간격에 따른 회절 패턴의 차에 대한 강도를1

측정한 값이며 광검출기 를 사용하였다(PMD100) . Fig.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층의 간격이 조금씩
가까워짐에 따라 차의 세기가 점점 줄어지는 것을1

알 수 있으며 두 개의 층의 간격이 일 때 차0.5 m 1µ

강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회절간격을가지는두개의회절격자6 mµ

층을서로어긋나게깊이방향으로인접하게가공함으로
써 의회절간격을가지는회절격자와매우유사한3 mµ

회절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결 론3.

광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실리카 내부에 펨토초 레
이저를 사용하여 격자 주기가 인 두 개의 층으6 mµ

로 가공 하였을 때 격자 주기로 하나의 층으로3 mµ

제작된 회절격자와 회절 패턴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차원 격자 다층 가공 기술을 이용하. 3

면 정도의 격자주기를 가지는 회절격자 제작1.5 mµ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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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mµ

(b) 2 mµ

(c) 0.5 mµ

Fig. 7 Diffraction patterns of two layer diffraction grating
with 6 m pitch and layer gap of (a) 5µ µm, 2 m,µ
and 0.5 m, respectively.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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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4.

이 논문은 년도 조선대학교2009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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