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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김선주 대표이사 ((주)이상테크)

광섬유 레이저 기술동향 및 기업기술

1. 국내·외 동향

세계 산업용 레이저 재료 시장은 2012년에 

2,310.8백만 달러에서 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4.6%의 성장이 예상되

며 2,503.1백만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 관련 레이저 기기의 응용 중 괄목할 만

한 수요처는 역시 중적외선 및 IR 분야와 eye-

safe range의 광원소스가 많이 이용된다.

레이저 계측기기에 들어가는 광원소스나, 웨

이퍼나 마스크의 불량을 측정하는 장비 등의 

센서기기에 들어가는 수요 역시 금융 위기나 

회복과는 큰 변화 없이 꾸준한 성장을 소폭이

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의료/바이오 장비 등에 이용된 CW 가시광선 

레이저소스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생

물체의 빠른 동역학 관찰 및 연구를 위한 극초

단 펄스레이저의 수요도 이 분야에서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오락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레이저 기기의 

분야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전체에 차

지하는 비중이 7% 정도에 불과하지만,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규 산업 분야이다. 

레이저 프로젝터나 디스플레이에 이용되는 광

원 산업은 디지털 시네마, 피코프로젝터, 레이

저 포인터 등 향후 꾸준한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 kW 이하 광섬유 레이저 시장은 2012

※자료 출처 :  INDUSTRIAL LASER SOLUTIONS. 
2014

(단위 : $M)

산업 수익 2012 2013 2014(F)

MARKING 320.8 342.3 367.6

y-to-y 7% 7%

MICRO 
MATERIALS 

PROC.
564.2 576.7 594.5

y-to-y 2% 3%

MACRO 
MATERIALS 

PROC.
1,425.8 1,474.4 1,541.0

y-to-y 3% 5%

TOTAL 2,310.8 2,393.4 2,503.1

y-to-y 3.6% 4.6%

표 1. 세계 산업용 레이저 응용 분야별 시장 현황.

표 2. 세계 레이저 시장 성장 전망 일곱가지 열쇠.

교통 165,000 신차가 매일 생산

에너지 2013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35.5 GW를 초과

의료 기기
스텐트를 위한 세계의 연간 시장은 50억 달러 
초과

농업
농업 기계의 세계 수요는 2016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항공우주
항공사는 다음 20년 동안 36,000대 이상 비행
기를 구입

통신
평판 디스플레이 고정밀 어닐링은 화상을 생성 
하는데 레이저 사용

금속제품 금속제품 연간 매출의 거의 2조 달러 발생

※자료 출처 :  INDUSTRIAL LASER SOLUTION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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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11.7백만 달러로 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21%의 성장에 154.3백

만 달러 수준이며, 1 kW 이상 광섬유 레이

저 시장은 2012년에 348.7백만 달러로 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24%

가 성장하여 536.2백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는 등 광섬유 레이저 시장이 높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레이저 시장의 규모는 2007년 2,500

억원, 2009년에는 약 3,700억원, 2015년에

는 약 2조 5천억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가공용 시장 및 신

규시장 등은 반도체 레이저와 급속히 출력이 

증가되고 있는 광섬유 레이저 등의 기여로 

2015년 이후에는 전 세계 15~16조원 시장

의 약 12~13% 정도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용 레이저 시장 규모는 2007

년 2,000억원, 2009년에는 3,000억 그리고 

2015년에는 1조원 정도의 시장이 확대될 것

으로 낙관해 볼 수 있다. 가공용 레이저의 수

출입 현황 역시 관련 시장의 증가 및 국내외 

경기의 영향을 받아 증감의 폭은 다르나 지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시장 특성

관련 산업 시장의 특성으로는 레이저기기 

관련 산업은 향후 놀라운 성장이 예상되지

만, 모든 업체들이 핵심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최근 레이저 장비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만, 레이저 소스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

거나, 소스 기술은 없더라도 응용 제작의 난

이도 또한 기술 장벽이 높아 몇몇의 독점적

표 3. 산업용 레이저 재료가공 시장 현황.

(단위 : $M)

산업 수익

2012 2013 2014(F)

1 kW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SOLID STATE 184.6 210.0 183.9 199.5 185.8 190.5

y-to-y 0% -5% 0% -5%

FIBER 111.7 348.7 127.2 432.4 154.3 536.2

y-to-y 14% 24% 21% 24%

CO2 126.7 750.9 119.4 696.1 117.3 647.3

y-to-y -6% -7% -2% -7%

OTHER 141.6 116.2 146.3 146.5 137.1 167.0

y-to-y 3% 26% -6% 14%

TOTAL 564.6 1,425.8 576.8 1,474.4 594.5 1,541.0

y-to-y 2.2% 3.4% 3.0% 4.5%

※자료 출처 :  INDUSTRIAL LASER SOLUTIONS. 2014

표 4. 국내 산업용 레이저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5 CAGR(%)

가공용 1,847 1,961 2,572 3,035 3,580 4,403 6,662 10,079 18~23

의료용 480 538 603 675 756 945 1,477 2,307 12~25

신규시장 - - - - 1,200 1,920 4,050 12,583 60

계 2,327 2,499 3,175 3,710 5,536 7,268 12,189 24,969

※자료 출처 :  제21호 광융복합기술시장동향분석정보. 2013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7호 (2014년 7월)  21

인 경쟁사들이 산업 성장의 수혜를 집중적으

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에 세계 레이저 주요 공급사들이 매

출이 30~40% 정도의 축소를 기록하였고, 이

러한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 레이저 

회사들의 인수-합병의 시장 변화도 일어났

다. 그러나 국내 레이저 업계는 어려움이 다

소 덜 하였으며, 2010년을 조심스럽게 넘기

면서 핵심 생산공정 장비로서의 레이저의 중

요성이 각 산업에 부각되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레이저 시장의 구조는 국내 업체가 

발진기 모듈 및 핵심 부품을 해외 전문 업

체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시스템

화 하여 납품하는 경우와 해외 전문 업체의 

국내 법인 직판이 있다. 2010년 한국과학기

술평가원(KISTEP)에서 조사한 과학기술예

측 결과에 따르며, 레이저 기술에 대한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44.5% 정도로 전체 산업 평균인 47.1% 정도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의 제조업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펼

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과 맞물려 레이저 연관 산업에 큰 기회를 얻

을 수 있는 장점 또한 크며, 저탄소, 녹색성

장의 핵심 기술들 중 하나가 LED, 태양광소

자, 광학계, 로봇 등의 광학센서, 카메라, 첨

단 의료영상 진단장비, 유무선 광통신, 2차 

전지, 경량화 자동차, 연료전지 등 각종 제

조에서 레이저가 핵심 공정장비이며, 이러한 

광 관련 산업은 공정 개선과 혁신을 위한 신

기술 접목 등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여 투

자대비 그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산업계

를 보면 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응용 

영역별로 그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품 

단위로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까닭에 

대부분 중소전문기술업체들이 레이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기술의 특성상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이 아

니고서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연구개발 여력 및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를 극복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산

업화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가

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분야 선택도 중

요하고, 중소전문기술기업과 대기업의 안정

적 기술협력을 구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연

구개발 지원에 대한 뒷받침이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수요처의 근접성과 아시아 시

장에서의 리딩 포지션 등 레이저 산업의 확

대에 좋은 입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

별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경쟁 구도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레이저 관련 직간접적 기업

들 간의 보다 효율적인 공조가 레이저 산업

시대에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광섬유 레이저 부품기술

* 광섬유 레이저 기술·제품의 개요

LASER(L i ght  Ampl i f ic at i 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란, 외

부의 자극에 의해 매질로부터 빛을 방출하게 

하고, 공진기에 의해 증폭된 빛을 말한다. 펌

핑 소스는 매질에 빛을 공급하고, 외부 자극

에 의해 매질로부터 유도 방출된 빛은 공진

기의 반사 미러에 의해 증폭된다. 

그림 1은 레이저의 기본 구성 및 원리를 나

타낸다. 레이저는 매질, 공진기, 펌핑 소스로 

구성되고, 매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좋

은 빔 품질의 고출력 레이저를 얻기 위해서

는 매질의 냉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전

적인 rod-type의 레이저는 rod의 내부와 표

면의 온도 차로 인해 rod 자체가 볼록 렌즈

로 작용하여(이러한 현상을 thermal lensing 

effect라 함.) 레이저의 빔 품질과 출력 저

하 현상 등의 불안정한 현상을 야기한다. 이

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질의 냉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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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인데, 매질의 냉각을 용이하게 위해 그

림 2와 같이 매질을 기하학적으로 변형하여 

rod의 직경을 작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함으

로써 체적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높여, 냉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연구되었는데, 이것이 

광섬유 레이저의 유래이다.

고출력 레이저는 1960년 마임만에 의해 루

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래로 CO2 레이저 및 

ND:YAG 레이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가

속화되었다. 그 후, 레이저 시스템의 유지 관

리상 고체 레이저가 더 간편하고, 특히 고출

력 펌프 광용 LD 기술의 발달로 소형화하기

가 쉬운 고체 레이저 기술이 정착되는 듯했

으나, Nd:YAG 레이저는 출력이 높아짐에 따

라 레이저 매질 내의 thermal lensing 효과

에 의해 고가의 레이저 봉에 optical damage

를 주게 되며, 이런 현상을 회피하는 기술은 

이득 매질의 표면적 대 부피 비율(surface-

to-volume ratio)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상적인 이득 매질은 광섬유 형

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고출력 고체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 형태로 급속히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Nd:YAG 레이저는 크립톤 아크 방

전관을 사용해 광 펌핑이 이루어져서 실제 

Nd에 흡수되는 에너지 밴드와 아크 광의 스

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펌핑 효율이 매우 낮

았다. 그러나 이득 매질의 흡수대에 있는 고

출력 LD를 사용할 경우 펌핑 효율은 높아

지며, 이테르븀에 펌핑할 경우 펌핑 효율은 

95%까지 향상되어 광섬유 레이저는 매우 이

상적인 고체 레이저 매질이다. 그림 4는 Kr 

아크 램프의 일반적인 방사 스펙트럼이다. 

최근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획기적인 기

술 발전으로 기존의 고체 혹은 가스 레이저

가 했던 역할을 광섬유 레이저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고출력 광섬유 레

이저는 기존의 가스 레이저, 고체 레이저

를 서서히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관

련 산업이 급속하게 신장하고 있다. 그 응

용 분야로는 자동차 산업의 blank welding 

& cutting, hydro-formed tube cutting, 

그림 1. 레이저의 기본 구성.

그림 2.  매질의 기하학적 변형과 파이버 레이저 
(a) 플래시 램프 야그 레이저, (b) 광섬유 
레이저.

(a) (b)

그림 3. Thermal lensing 효과.

그림 4.  Kr 아크 램프의 일반적인 방사 스펙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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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welding과 항

공 산업의 drilling 

deep and shallow 

holes, 5 axis cutting 

and welding, 의료산

업의 seam welding 

( p a c e  m a k e r s , 

batteries), cutting 

stents (stent: 혈관 

형상 유지 pipe), 컴퓨

터 분야의 fluxure와 

suspension assembly 

용접, 측정장비 분야에서 압력 transducer, 

금속 가공 분야에서 sheet and plate 

cutting, 조선 관련 분야에서 plate welding, 

aluminum welding 등 응용의 폭이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광섬유 레이저가 갖는 양질의 빔 특성, 적

은 전력 소모, 작은 크기, 저렴한 관리비 등 

기존의 레이저 보다 많은 장점 때문에 수십 

와트에서 수백 W급의 Nd:YAG 레이저를 급

속히 대체하고 있으며, 바이오 광 의료용 레

이저 및 영상진단 광원 및 특수 목적의 광원

들에서도 간편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광섬유 

레이저 기술로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광섬유 레이저 모듈과 이

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부품을 보여주는 것이

다. 광섬유 레이저의 주요 핵심 구성부품은 

더블 클래딩 광섬유, 펌프용 LD 및 패키징, 

광섬유 격자(FBG), 고출력 펌프 컴바이너, 

모듈에서 나오는 출력을 전달해 주는 광섬유 

delivery가 있다. 그림에서 적색 점선으로 표

시한 부분이 펌프 LD에서 나오는 고출력 멀티

모드 빔을 이득매질인 더블 클래딩 광섬유에 

결합시키기 위한 펌프 컴바이너 이다. 각각의 

구성 부품에 대한 기술 정리는 다음과 같다.

* 더블 클래딩 광섬유

펌핑 효율과 광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출력 펌핑 LD가 멀티모드 형태이므로 펌

핑은 멀티모드로, 빔 특성 향상을 위해 광 

출력은 싱글 모드 형태로 도파하기 위해 광

섬유의 클래딩을 2개로 구성한 더블 클래딩 

광섬유 구조가 매우 이상적이다. 표준형 더

블 클래딩 광섬유 구조에서 코어의 위치를 

비대칭적으로 두면 좀 더 펌핑 효율이 증가

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off-set, D-shape, 

rectangular 형태의 구조가 개발되어 있다. 

그림 6에 더블 클래딩 광섬유의 구조를 나

타내었다.

* 펌프용 LD 및 패키징

그림 7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발업

체에서 개발한 pump LD의 실제 사진이다. 

900 nm 대역의 펌핑용 LD는 해외 선진사에 

의해 수 W~수십 W급의 광섬유가 접속된 상

그림 5. Fiber Laser 모듈 개략도.

그림 6. 더블 클래딩 광섬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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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부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상태이

다. 특히 IPG에서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으로 다양한 출력의 펌핑 LD를 독자적으로 

패키징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광섬유 격자

광섬유 격자 기술은 광통신용으로 매우 발

전이 정착된 기술로 국내에서 상용화된 기술

이지만 수백 W급 이상에서는 광섬유 격자가 

지워지는 결함이 있어서 200 W급 이내에서

만 사용이 가능하다. 광섬유 격자는 레이저 

공진기에서 반사경 역할을 하며 다른 부품과 

일직선상에 구성되므로 일단 융착이 되면 더 

이상의 미세 조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림 8에 광섬유 격자와 그 기능을 나타내었

다.

* 고출력 펌프 컴바이너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을 위하여 필요

한 핵심기술의 하나가 펌프 레이저 (LD)에서 

나온 펌프 광을 이득매질인 gain 광섬유에 

효율적으로 입사시키는 것으로, 그림 9는 이

러한 펌프 컴바이너를 이용하는 펌프 방식의 

광섬유 레이저 구성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

다. 광섬유 레이저는 펌프 LD, 펌프 컴바이

너, 커플링 광섬유, 광섬유 브래그 격자, 더

블 클래드 구조의 이득 광섬유, 그리고 광섬

유 delivery로 구성되어 있다.

광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출력 LD를 

사용해야 되며, 고출력 LD는 바 형태 또는 

멀티모드로 출력되므로 멀티모드 펌프 컴

바이너가 필요하다. 기존의 싱글모드 펌프 

컴바이너 기술은 통신용 소자기술로 정착

되어 있으나 inner 클래드 125 um에 도파

되려면 클래딩 직경이 큰 멀티모드 펌프 컴

바이너 기술이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출력

이 고출력이므로 패키지 재료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림 10에 대표적인 펌프 컴바이너의 모양

과 컴바이너의 위치별 광섬유 구성을 나타내

었다.

펌프 컴바이너의 경우 출력 광섬유의 코어 

지름 및 NA(numerical aperture)와 이득 광

섬유 1차 클래드의 코어 지름 및 NA와 차이

그림 7.  선발 업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Pump LD (a) JDSU 5 W, (b) Panasonic 
6 W, and (c) IPG 5 W/15 W/20 W.

(a) (b)

(c)

그림 8. 광섬유 격자.

그림 9.  펌프 컴바이너를 이용한 광섬유 레이저 구
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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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 경우 펌프 광의 입사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코어 지름 

및 NA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모드 커플링 

광섬유가 필요하게 된다.

펌프 광이 펌프 컴바이너에서 이득 광섬유

로 손실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MFD(mode 

field diameter), D와 NA의 곱으로 정의되는  

brightness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펌프 광을 손실 없이 고효율로 이

득 광섬유에 커플링하기 위해서는 펌프 컴

바이너의 출력 광섬유의 지름과 굴절률 분포

에 따른 NA 값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상용 멀티모드 펌프 컴바이너

의 경우 출력 광섬유의 NA 및 MFD는 각각 

0.43~0.46 및 125~400 um 정도로 제작되

고 있다.

 End pumping용 펌프 컴바이너는 일반적

으로 fused tapering 방식으로 제작하는데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capillary tube 내

에 stripping된 bare fiber를 적층하고 필라

멘트를 사용하여 가열 및 tapering하여 제작

한다.

그림 12는 Fused tapering 기술에 따라 펌

프 컴바이너를 제작하기 위하여 실리카 튜

브에 대칭적으로 적층된 광섬유 다발의 단

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출

력 광섬유 레이저용 펌프 컴바이너는 7:1 또

는 19:1의 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광섬유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의 튜브가 안쪽에 

적층되어 있는 빔 결합용 광섬유를 견고하게 

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fusion 정도에 따른 광섬유 다발

의 단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광섬유 레이저의 응용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통신, 의료 및 첨단응용 분

야를 비롯하여 가장 큰 응용 분야인 재료가

공 분야가 있다. 삽입 그림에 나와 있듯이 광

섬유 레이저의 타고난 장점으로 인해 해마다 

관련 시장이 매우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특

히, 광섬유 레이저의 효율 증가 기술이 매우 

그림 11.  Fused tapering 방식에 따라 제작한 펌프 
컴바이너 개략도

그림 12.  펌프 컴바이너 제작을 위하여 실리
카 튜브 내에 광섬유가 적층된 모양 (a) 
7x1, (b) 19x1.

그림 13.  Fusion 정도에 따른 펌프 컴바이너의 
단면 구조.

그림 10. 멀티모드 광섬유 펌프 컴바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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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기존의 Nd:YAG 

레이저나 CO2 레이저를 급속히 대체해 가고 

있다. 

* 국외 

IPG, SPI社 주도의 광섬유 레이저 산업화 

및 기존 고체 레이저 시장의 대체 가속화. 

주로 산업용 가공 및 마킹을 위한 수십 kW

급 광섬유 레이저 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단

일 모드에서의 동작하는 수십 kW급 CW 레

이저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1,060 nm대

의 파장을 방출하는 Yb 첨가 광섬유를 사

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또한, 1,550 nm 대

에서 방출되는 Er(Erbium) 첨가 광섬유 레

이저와 1,800~2,200 nm 파장 대역의 툴륨

(thulium) 첨가 광섬유 레이저 역시 꾸준한 

출력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십~수백 W급의 

상업적 광섬유 레이저 출력은 이미 재료 가

공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림 15는 첨가 원소에 따른 레이저 스펙

트럼이고, 그림 16은 개발된 광섬유 레이저

의 출력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국내 

실험실 수준의 수 W~수십 W급 광섬유 레

이저 기술 보유.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부분

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구성 부

품 기술이나 전체 모듈 기술은 미약한 상태

이다. 국내 레이저 업체 현황으로는 옵토네

스트에서 수 W급 정도의 광섬유 레이저용 광

섬유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

소 부품의 경우 다수 광산업체가 관련 기초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고출력을 위한 부품

기술 개발은 미진하다. 

최근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고출력 광섬

유 레이저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광기술원은 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 및 모듈기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사

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14. 광섬유 레이저의 응용 분야와 시장 변화.

그림 15.  첨가 원소에 따른 광섬유 레이저 스펙
트럼.

그림 16.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출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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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펌프 컴바이너 국내 기술 현황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는 여러 가지 수동 

소자가 적용되며 특히 여러 개의 반도체 광

원을 하나의 광섬유에 결합시키기 위한 펌프 

컴바이너가 주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다. 

현재 고출력 레이저용으로 개발된 펌프 컴바

이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림 17과 같이 

여러 개의 광섬유를 다발로 묶고 이를 용융

하여 가늘게 늘리는 형태(Down Taper Type)

로 늘어난 끝 단 면적이 하나의 광섬유와 동

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하며, 한꺼

번에 대량의 광섬유를 결합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펌프 컴

바이너와 관련된 기술로는 광 커플러 기술 

및 광 패키징 관련 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수백 mW에서 1 W급의 저출력 광커플러 제

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광통신, 가입자망, 광

섬유 센서, LAN, EDFA, CATV,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주)이상테크는 FBT 형태의 광 커플러 제

조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

로 현재 직접 광 커플러를 직접 생산하고 있

는 업체로 다양한 광섬유 가공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머 고출력 펌프 컴바이너 기술을 국

산화 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 고출력 펌프 컴바이너 해외 기술 현황

레이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펌핑방

법 및 효율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었는데, 광펌핑 위치에 따라 

희토류 이온이 첨가된 코어에 직접 펌핑하는 

코어 펌핑법과 코어 주변의 클래드 부분에 

펌핑을 하는 클랭딩 펌핑법으로 나눌 수 있

다. 클래딩 펌핑법은 클래드로 전파되는 펌

핑 광이 코어를 지나게 함으로써 코어에 첨

가된 활성 이온을 여기시키는 방법으로 그림 

18과 같다. 

코어 펌핑법의 경우 단면적인 50 um2인 일

반적인 구조에서는 출력을 수 W 이상 높이

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단면적(8,000 ~ 12,000 um2)이 커서 

보다 고출력의 여기광 입사가 가능한 클래딩 

펌핑기술이 개발되었는데 현재 고출력 광섬

유 레이저 개발을 위하여 주로 클래딩 펌핑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을 위해서 핵심

기술의 하나가 펌프광 커플링 기술이다. 이

를 위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클래딩 펌핑 기

술이 개발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먼저 개발된 

단면 펌핑(end pumping) 기술과 측면 펌핑

(side pumping)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19와 같다. 

단면 펌핑기술에 있어서는 레이저 다이오

드(LD)로부터 방사된 펌핑광을 렌즈를 이용

하여 빔을 모으고 광섬유에 입사시키는 방식

이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펑핑할 수 있

그림 17. 단면 펌핑 펌프 컴바이너 구조.

그림 18.  저출력 코어 펌핑법(상) 과 고출력 클
래딩 펌핑법(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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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가 광섬유의 단면으로 제한이 되어 

한꺼번에 고출력의 펌핑광을 입사시켜야 하

므로 optical damage에 의하여 단면이 쉽게 

손상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쉽게 

단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광섬유 끝단을 특수

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side pumping의 경우에는 펌핑 

포트를 다수 만들 수 있어 단일 포트 당 펌

핑세기를 optical damage가 일어나지 않

도록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ide pumping 방식은 광섬유 클래딩을 연

마하여 다른 광섬유와 결합하는 구조로서 

광섬유에 여러 지점에서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방식으로 1999년에 V. Gapontsev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측면 펌핑 기술의 

장점은 펌프 광의 세기를 자유롭게 증가시

킬 수 있으며 출력 포트에서 펌프 광이 거

의 나오지 않으며 구동 안정성 및 성능의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5년에는 20 kW 출력의 연속 발진 

광섬유 레이저가 측면 펌핑 방식에 의하여 

개발된 바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펌핑 기술이 시

도되어 왔으며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에서는 광 파괴 문제가 심하

게 발생하는 코어 펌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

고 클래딩 펌핑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클

래딩 펌핑 방식에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크게 side pumping 기술과 end 

pumping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펌프 컴바이너를 이용한 클래딩 펌핑기술

은 angle pumping, co-linear pumping, 

notch pumping, fused tapered side 

coupling 등 다른 클래딩 펌핑 기술에 비하

여 비교적 용이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측면 펌프기술에는 펌핑용 광섬유와 레이

저용 광섬유의 클래딩에서 접속하는 angle 

커플링 방식과 클래딩에 홈을 만들어 펌핑 

광을 커플링시키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클래딩 접속 기법을 이용한 측면 커플링 방

식은 클래딩 접속에 있어서 접속 면의 곡률 

및 각도가 펌핑 광의 커플링 효율 및 손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 제어가 필요한 

기술로 그림 20과 같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

로 IPG 등 몇 개의 회사에서만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1은 광섬유 클래딩을 연마하여 다른 

광섬유와 결합하는 구조로서 광섬유의 여러 

지점에서 결합이 가능하게 제작한 구조이다.

클래딩 펌핑 방식 중에는 클래딩에 홈

을 만들어 펌프 빔을 커플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Notch 커플링 방법이라고 불리며 

Keopsys, Naval Research Lab 등에서 개발

되었으며 그림 22와 같다. 클래딩에 기계적

으로 V자 홈을 만들고 렌즈를 이용하여 LD

에서 나온 펌프 빔을 집속시켜 홈 단면의 반

그림 19.  단면 펌핑 (end-pumping)법과 측면 
펌핑(side-pumping)법의 비교 .

표 5.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 사용되는 클래딩 
펌핑 기술.

펌핑 방식 펌핑 기술 기술 보유국 년도

Side 
coupling

Angle coupling
Italtel Spa (Italy)
Ire-Polus (Russia)

1999

Tapered fiber 
bundle

Lucent (USA) 1999

Fused coupler 
side coupling

JDSU (USA) 2002

Co linear 
coupling

Univ. Southampton 
(England), GT-wave

2004

Notch coupling
Keopsys (USA) 

Naval research lab
2004

End 
coupling

Tapered bundle 
with signal feed

JDSU, Coherent 
(USA)

2007

Large core fiber 
end pumping

ITF Tech. (US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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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이용하여 클래딩에 접속시키는 방식이

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V자 홈 제작 기술 및 

정밀한 집광기술이 중요하다.

고출력 클래딩 펌핑 기술로서 주로 angle 

coupling이나 notch coupling 기술을 이용

하는 측면 커플링 기술이 많이 사용되어 왔

으나 최근에는 광섬유 용융 기술을 이용하여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펌프 컴바이너 기술

이 개발되어 있다. Tapered bundle 방식의 

경우 angle coupling이나 notch coupling 

방식과 달리 단면 커플링을 이용하는 클래딩 

펌핑 기술로서 미국의 JDSU 및 Coherent社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후발 주자들의 기

술 접근성이 다른 기술에 비하여 용이하다

고 할 수 있다. 통상 tapered bundle 방식으

로 제작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펌프 컴

바이너 제품은 여러 개의 멀티모드 광섬유

를 용융시켜 제작하며 입력 포트 당 수 W~

수십 W의 펌프 빔을 입력시켜 수십 W~수백 

W 정도의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각 포트 당 삽입 손실은 통상 1 dB 이내

로 매우 작다.

또 표 6은 펌프 컴바이너 주요 제조사

의 대표적인 상용제품 스펙을 나타내고 있

다. 세계적으로 펌프 컴바이너는 OFS, 

Gooch & Housego, LightComm, JDSU, 

3S Photonics(ITF) 등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다. 입력신호 포트가 있는 경우 (6+1)×1, 

(2+1)×1 포트의 펌프 컴바이너가 주로 제

조되고 있으며 입력신호 포트가 없는 경우 

3×1에서 19×1 포트의 펌프 컴바이너가 제

조되고 있다.

 펌프 컴바이너의 사양의 경우, 입력 광

섬유의 경우 NA가 대체로 0.15~0.22 범위

이고 core/clad 크기는 105/125, 105/250 

um, 이중 클래딩의 경우 core/clad1/

clad2= 105/125/(200, 220) um 등이 공

급되고 있으며 출력 광섬유의 경우 NA는 

0.43~0.46이며 core/clad 크기는 (4, 7, 

8, 10)/(125, 200) um, 이중 클래딩의 경

우에는 core/clad1/clad2가 (10, 125, 200, 

400)/(230, 245, 250, 400, 550)/ (245, 

400, 550) um 등의 제품이 제작되고 있으

며 표 7과 같다. 

그림 21. 측면 펌핑 펌프 컴바이너 구조.

그림 20.  Angle 커플링 방식을 이용하여 펌프 
광을 입사시키는 구조.

그림 22.  V자 홈을 이용한 클래딩 Notch 커플링 
방식 (L. Goldberg et al. 2001).

그림 23.  Tapered bundle 방식으로 제작한 펌프 
컴바이너 외관모습 ((주)이상테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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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부품 개발을 위한 
지역 기술 기반

광주 광산업은 광 IT 기반의 광통신용 LD/

LED 광원과 광통신용 수동소자를 기반으

로 하는 광 응용기술이 특화되어 있고, 이러

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광 패

키징 기술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상

태인 광섬유 레이저 기반 기술 개발에 적합

하다. 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지 15년이 

되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한 해로 광섬유 레

이저 관련 능동 및 수동소자를 토대로 하는 

제품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기술

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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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펌프 파워와 신호광을 커플링하여 결합된 파워를 전달하는 펌프 및 시그널 컴바이너 제품 사양.

표 7. 직접 펌핑용 펌프 컴바이너 제품 사양.

Company OFS Gooch & Housego LightComm

Configuration (1+6)×1, (1+18)×1 (1+6)×1 (1+6)×1

Input Signal 1,064, 1,550 nm 1,064, 1,550 nm 1,550 nm

Signal Input Fiber
NA=0.15

MFD=8(1,064), 10.3(1,550) 
Hi1060, SMF-28(Corning) SMF-28(Corning)

Pump Input Fiber
NA= 0.165, 0.22

 Core/Clad= 105/250 um
NA= 0.15, 0.22

 Core/Clad= 105/125 um
Core/Clad= 105/125 um

Output Fiber
NA= 0.45

MFD= 7(1,064), 10.2(1,550) 
 Clad= 125/250 um

NA= 0.45
 MFD=4(1064), 8(1,550) 

 Core/Clad= 125 um

Core/Clad1/Clad2
 = 10/400/500 
 (dual cladding)

Company OFS Gooch & Housego JDSU 3S Photonics(ITF) LightComm

Configuration 7×1, 19×1 7×1 10×1, 16×1, 20×1 7×1 3×1, 4×1, 7×1

Input
fiber

NA 0.165, 0.22 0.15 0.22 0.15, 0.22 -

Core/Clad1/
Clad2

105/125/250 105/125/- 105/125/-
105/125/

200/220/--
105/125/-

Output
fiber

NA 0.45 0.45 0.43 0.46 -

Core/Clad1/
Clad2

125/250/-
200/300/-

125/-/-
200/-/-

200/230/-
125/-/-
20/400/-

200/230/-
400/550/-
10/400/550
125/245/-
9/12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