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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학은 비선형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에 한 학의 한분

야로 이 의 발명 이후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비선형 학 결정을 통과할 때 빛의 주 수가 

두 배가 되는 이차 조화  발생(second harmonic generation)은 이러한 비선형 학의 표 인 상이

다. 이차 조화 를 효율 으로 생성하기 해서는 기본 (ω)와 이차 조화 (2ω)의 상 속도를 같게 하

여, 발생하는 이차 조화 의 진폭이 보강 간섭에 의해 최 가 되도록 상정합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 으로 상 정합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 복굴  결정의 복굴 성을 이용하는데, 이는 공간 인 

walk-off 에 의해 상호작용 길이가 제한되어 효율 인 이차 조화  발생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

상 부정합의 경우 매질 내에서 이차 조화 의 진폭이 보강/상쇄 간섭에 의해 주기 인 거동을 보

인다. 보강 간섭에 의해 이차 조화 가 최 가 되는 지 에서 비선형 학 계수의 방향을 바꿔주면 상

쇄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보강 간섭을 통해 상정합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상정

합(quasi-phase matching, QPM)이라 한다. 비선형결정에 주기분극(periodic poling)을 도입한 QPM의 

경우 상정합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기분극의 주기이며 

와 는 각각 이차조화 와 기본 의 수벡터이다. 상정합을 통한 이차 조화 의 발생은 

walk-off 문제를 없앨 수 있어 환 효율을 극 화할 수 있고, 일반 으로 복굴  상정합으로는 사용

할 수 없는 비선형 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

그림 1.  Experimental setup for quasi-phase matched second harmonic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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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기 으로 분극 반 된 리튬나이오베이트(periodically poled Lithium Niobate, 

PPLN) 결정에서 상 정합을 통한 이차조화  발생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에 실험 개요

도를 나타내었다. 1548.1 nm의 장을 갖는 좁은 선폭의 DFB(Distributed FeedBack) 다이오드 이

를 기본 로 사용하 다. 편 을 이용하여 수직 편 된 기본 를 75 mm 즈를 통해 주기 으로 분

극반 된 lithium niobate(PPLN) 결정에 집 시켰다. 여기서 사용된 10 mm  PPLN 결정은 도 로가 아

닌 벌크형이며 18.6 μm 주기를 갖는다. PPLN 결정에서의 이차 조화  발생을 한 상 정합은 결정

의 온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해 PPLN 결정은 오  안에 장착하 다. 생성된 이차 조화 를 기

본 로부터 분리하기 해 심 장이 770 nm 이며 10 nm 의 FWHM bandwidth를 갖는 bandpass 필

터를 통과시켰다. 생성된 이차 조화 는 다 모드 섬유에 집속시켜 단 자 검출기를 통해 이차 조화

의 세기를 측정하 다. 측정된 온도에 따른 이차 조화 의 세기를 이론  계산값과 함께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이와 함께 기본 의 세기에 따른 이차조화 의 세기에 한 연구도 수행하 다.

그림 2. Measured and theoretical SH output 

power versus temperature of PPLN. Phase 

matching occurred at 130.2 °C. The theoretical 

curve was shifted up by 14.2 °C to coincid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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