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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는 946 nm Nd: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Longitudinally Pumped

946 nm Nd:YAG Laser with Laser Diode

박차곤 추한태 김규욱*, *, *

금오공과대학교 자연과학부*
cgpark@kumoh.ac.kr

년 등1964 J. E. Geusic (1)에 의해 처음으로 발진에 성공한 레이저는 파장이 이고 발Nd:YAG 1064 nm
진 문턱 값이 낮고 이득이 매우 커서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녹색 광원 을 얻는데 주로 이용, (532 nm)
되어 왔다 최근에는 발진파장 중 를 진동수 배가한 청색 광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946 nm 473 nm
루어지고 있으며(2~7) 고밀도 광학저장매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그리고 해저통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 , ,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결정은 상온에서. Nd:YAG 4F3/2 준위로 들뜰 경우 정도의 형광수명230 ㎲

을 가지고 아래 준위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fluorescence lifetime) . 4I11/2 준위로 떨어지는 천이 중 일부

는 1064 nm, 4I9/2 준위로 떨어지는 천이 중 일부는 의 형광을 내게 되며 바닥상태의 대부분의946 nm ,
원자들이 들뜨게 되면

4F3/2 준위에서 각각의 준위로 천이될 확률은 과 이다0.6 0.25 (8)
따라서 총 들뜬.

원자의 만이25% 4I9/2 준위로 떨어지면서 그중에 일부만이 의 형광을 내게 된다 이것은946 nm . 1064 nm
의 발진가능성에 비해 를 발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946 nm .
그림 은 본 연구에서 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고 에서 발진하는 레이저를 구성한1 946 nm Nd:YAG

것을 보여준다 코어 지름이 개구수 가 인 광섬유가 결합된. 400 , (numerical aperture, NA) 0.22 808 nm㎛

의 다이오드 레이저 를 비구면 렌즈 조합(fiber coupled LD, Limo Laser System) (aspheric lens pair, f =
을 통해 이득매질로 집속시켰다11.0 mm, NA = 0.25, AR coated at 600 ~ 1050 nm) . Nd3+가 1.0 at.%

첨가된 직경 길이 인 이득매질 결정은 펌핑면3 mm, 5 mm Nd:YAG (M1 이 와 에 대해) 808 nm 1064 nm
고투과되고 에 대해서는 고반사되도록 코팅하였고 다른 면은 에 대해 무반사 코팅하였946 nm , 946 nm
다 선형 공진기의 출력거울. M2는 에 대해 이상 투과시키고 에 대해 반사되1064 nm 90% 946 nm 97%
도록 코팅하였다.

그림 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는 레이저 장치1. 946 nm Nd: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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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펌핑 레이저의 출력에 따른 의 출력특성2. 946 nm

선형 공진기의 길이가 인 경우에 펌핑 레이저의 출력에 따른 파장의 출력을 관측한 결14 mm 946 nm
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때 열전 냉각기를 이용하여 이득매질의 온도를 그리고2 . 5 , 10 , 15℃ ℃ ℃

로 유지시켰다 그 결과 이득매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수록 더 높은 출력 에서 최고20 . (5 350℃ ℃

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상온에 가까워질수록 발진 문턱값이 에서 로 점차 높아짐을 확mW) , 2.45 W 3.08 W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펌핑 레이저의 출력이 높을수록 이득매질의 열적인 효과가 커져 출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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