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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MgO:PPLN 결정을 사용하고 532 nm에서 펌핑하는 단일공진 연속  라메트릭 발진기

(CW-OPO)를 제작하여 이의 출력특성과 공진기 길이의 계를 실험 으로 연구하 다.

CW-OPO의 개략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공진기는 곡률반경(ROC)이 -50 mm인 두 개의 오목거

울 M1, M2로 구성하 다. M1은 시그  장 역에서 반사율이 99.5 % 이상이며 M2는 약 98 %이다. 

두 거울 모두 펌 장과 아이들러 장에 해서는 높은 투과율을 가져 단일공진(singly-resonant) 조

건으로 발진하도록 하 다. 펌 이 는 장이 532 nm인 다이오드펌핑 Nd:YVO4 이 를 사용하

으며 최  2 W 이상의 단일모드 출력을 CW-OPO를 하여 제공하 다. 비선형 결정은 길이가 40 mm

인 MgO가 5 mole % 도핑된 congruent-melt periodical poled LiNbO3 (MgO:PPLN)이며 결정온도 40 

℃ - 100 ℃, poling periode 7.2 ㎛ - 7.8 ㎛ 역에서 시그  장 770 nm - 890 nm, 아이들러 장 

1330 nm - 1700 nm 역에서 발진하 다.[1]  

그림 1 . MgO:PPLN 결정을 이용한 단일공진 CW-OPO 장치구성

그림 2는 MgO:PPLN의 길이(Lc = 40 mm)와 굴 률  거울의 곡률반경(ROC = -30 mm)을 고려하

여 공진기의 기하학  길이에 한 공  라미터(confocal parameter) b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

다.[2,3] 공진기의 길이가 121.5 mm때 까지 b 값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이상에서는 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기하학  길이 121.8 mm가 되면 b 값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는 공진기 내부 굴

효과를 고려한 유효거리가 100 mm가 되어 두 공진기 거울의 내부 곡률반경의 합과 같으므로 안정한 

공진기 조건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4] 

비선형 결정에서의 라메트릭 장변환 이론에 따르면 OPO의 경우 비선형 결정의 길이와 공진기 

confocal parameter의 비율이 Lc/b = 2.84 조건을 만족할 때 변환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측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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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정의 길이가 40 mm이므로 최 의 OPO 효율은 b = 14 mm일 때 가장 높을 것으로 기 하

다. 하지만 공진기 길이에 한 시그 과 아이들러 출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러한 최 조건은 명확

히 구별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공진기 길이가 길어질수록 결정의 thermally lensing, thermal depasing, 

thermal guiding 등 고출력의 펌  혹은 시그  빔의 흡수로 인한 열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6,7]

이러한 열  효과는 이론 으로 안정된 공진기의 조건을 넘어서는 길이에서도 OPO 발진이 가능하게 

하 다. 그림 3은 공진기의 기하학  길이가 122.3 mm 일 때 CW-OPO의 출력특성을 측정한 것으로 

thermal lensing 등 열  효과로 인하여 실제 공진기 조건이 기하학  길이로부터 추정한 조건과 많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  효과를 가지는 비선형결정을 사용할 경우 최 조건

의 CW-OPO를 구성하기 해서 이론 으로 측된 조건과 실험결과의 차이를 확인하 고, 이러한 결과

를 설명하기 해서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 OPO 공진기의 기하학  길이에 따른 

confocal parameter의 변화
     그림 3. 공진기 길이가 122.3 mm일 때 

발진하는 CW-OPO의 출력특성 (signal  

i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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