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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색 레이저 빛의 동시 발생은 레이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레이저 프로젝.
션 디스플레이는 초점 심도가 깊고 휘도와 명암 비가 높으며 공간 분해능이 좋은 장점이 있다

(1)
최근까.

지 삼원색 레이저 빛을 동시에 발생 시키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변환 효율을 향상시키

고 삼원색 빛의 상대적 세기를 고르게 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주기적으로 분극 반전시킨 LiNbO3 는 비선형 광학 계수(periodically poled lithium niobate: PPLN)

d33 가 매우 커서 준위상 정합 을 이용하여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quasi phase matching: QPM)
하는 효율적인 주파수 변환을 할 수 있다(2) 가장 효율적인 일차 과 함께 높은 차수의 역시. QPM QPM
효율적인 주파수 변환에 응용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일차 차주파수 발생 과 높은 차. QPM (DFG)

수의 이차조화파 발생 그리고 합주파수 발생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에QPM (SHG), DFG (SFG) PPLN
하나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삼원색이 포함된 다중 색 빛의 동시 발생을 구현하였다ps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 두께의 된PPLN 0.5 mm z-cut LiNbO3 결정을 액체 전극을 사용하여 상온

에서 전기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주기가poling . QPM 21.5 24.0～  이고 길이가 인m 8 mm PPLN
을 제작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주기가 22.5  인 을 사용하였다 모드 잠금 된m PPLN . Nd: YAG laser

의 차 조화파 를 한 쌍의(Quantel, YG900, 10 Hz, 35 ps) 3 355 nm  결정에 입사하-barium borate
여 만든 장치에서 얻어지는 를OPG-A (optical parametric generation-amplification) idler 840 nm
펌프광으로 하고 25.9  의 펄스 에너지로 펌핑하였다J .
그림 은 측정한 백색광의 스펙트럼이다 파란색의 피크1 . ( 2 는 펌프광의 차 이다) 7 QPM SHG .

녹색의 피크 ( 3 와 빨간색의 피크) ( 4 는 각각) 2 의 차와 차 이고5 6 QPM DFG ,  3 과  4 는 펌

프광의 차 에 의해 발생한 그림 의1 QPM OPG 2 3 과 2 가 의 역할을 하여 효율적으로DFG seed
발생한다 즉. ,  3 (4) =  2 - 3 (2 이다 피크) . 5 는 1 과 2 의 차 의 결과이다2 QPM SFG .
짝수 차의 은 의 주기의 비의 편차에 의해 발생한다QPM PPLN duty .
그림 에서 발생된 백색광의 세기와 파장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 둔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1 .

징은 그림 의 밴드가 매우 넓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여전히 로 작용하고 그 과2 OPG seed , signal
의 군속도 또한 거의 같아서 효율적인 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실용화에 큰idler parametric generation

장점으로 작용할 것 이다 펌프광의 파장을 로 변화시켰을 때 피크들의 세기의 조화는 떨어지나. 8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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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광의 최대 펄스 에너지 0.4  을 얻었다J .
본 실험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둔감하고 세기가 비교적 균일한 삼원색 빛의 동시 발생을 하나의

과 하나의 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의 밴드 대역과 비를 최적화함으PPLN ps laser . PPLN QPM duty
로서 세기의 조화와 함께 현재의 변환 효율 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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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색광의 스펙트럼 실선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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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절격자에 회절 된 빔의 빛점들의 사진

그림 이론적으로 계산된2 24 o 에서의 펌프광C 840

의 차 스펙트럼nm 1 QPM O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