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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investigated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a diode-end-pumped, actively Q-switched, 1340
nm Nd:GdVO4 laser with an acousto-optic device and a Z-type intracavity, frequency-doubled, 670
nm Nd:GdVO4 /LiB3 O5 (LBO) laser with LBO as a nonlinear crystal. The pulse energy and the
pulse width theoretically calculated from the rate equation for the actively Q-switched solid state
laser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t a Q-switched pulse repetition rate of 5 kHz
and an incident pump power of 17 W, the maximum average output powers of the Q-switched 1340
nm and 670 nm laser were 1.27 W and 0.94 W, respectively, corresponding to an output power
efficiency of 7.5% and an optical conversion of 5.5%. Also, their pulse energies and pulse widths
were 233 µJ, 32 ns and 102 µJ, 41 ns, respectively. The values of M 2 for a 670 nm laser with a
elliptical intensity distribution were 2.58 about the x-axis and 1.55 about the y-axis.
PACS numbers: 42.55.Xi, 42.60.Gd, 42.65.ky
Keywords: Diode-pumped Nd:GdVO4 laser, Actively Q-switched, Frequency dou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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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와 LBO(Lithium triborate, LiB3 O5 )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Z-타입 내부공진기 주파수 배가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능동형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에 대한 비율
방정식으로부터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펄스폭과 펄스 에너지를 계산하였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Q스위칭 펄스 반복률이 5 kHz이고 입사 펌프 파워가 17 W 일 때, 1340 nm 및 670 nm 레이저의 최대 평균
출력은 각각 1.27 W 및 0.94 W로 측정되어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출력 효율 및 광 변환 효율은 각각 7.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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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5% 이었다. 또한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은 각각 233 µJ과 32 ns 및 102 µJ과 41 ns로 측정되었다.
타원형 세기분포를 갖는 670 nm 레이저의 x-축과 y-축에 대한 M 2 는 각각 2.58 및 1.55로 측정되었다.
PACS numbers: 42.55.Xi, 42.60.Gd, 42.65.ky
Keywords: Nd:GdVO4 레이저, 능동형 Q 스위칭, 주파수 배가

I. 서 론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프한 고체 레이저는 높은 효율, 좋은
안정성, 가격의 저렴함 및 긴 수명 시간 등으로 군사, 산업,
의료 및 과학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체 레이저 이득매질 중 Nd:YVO4 는 좋은 레이저
발진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으로 레이저 매질로 선호 되었
으나 낮은 열전도율로 인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발진시키기
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1, 2]. 1992년 새로운 이득 매질로
Nd:GdVO4 가 생산 되었으며 [3] 몇몇의 연구 결과로부터
Nd:YVO4 에 비하여 더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며 Nd:YVO4
와 동일하게 1064 nm 천이 (4 F3/2 → 4 I11/2 ) 외에도 1340
nm 천이 (4 F3/2 → 4 I13/2 ) 가 발생하여 Nd:YVO4 를 대체
하기 시작하였다 [4,5].
연속 발진중인 레이저 공진기 내부에 압전 진동자를 부착
시킨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펄스 레이저를 형성 하는
능동형 Q-스위칭 기술은 단순히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수
동형 Q-스위칭 기술에 비하여 많은 광학 소자 및 함수 발생
기 등을 요구하여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펄스
반복률이 일정하여 펄스폭과 펄스 출력 등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자주 이용되고 있다 [6].
비선형 광학 결정 중 LBO(Lithium triborate, LiB3 O5 )
결정은 BBO 결정과 더불어 비선형성이 우수한 결정으로
160 nm에서 2600 nm까지의 넓은 투과 파장 범위를 갖고
있으며, 다른 비선형 광학결정보다 높은 손상임계 값을 갖
고 있다. 또한 작은 walk-off 각, 넓은 수용각 (acceptance)
및 광학적 균질성(optical homogeneity)이 높아 고출력 및
고효율의 제 2 고조파(second harmonic generating, SHG)
발생에 유리 하다 [7, 8]. 2004년에는 Nd:GdVO4 와 LBO
결정을 사용하여 2.4 W의 출력을 갖는 670 nm의 적색 연속
발진 레이저를 제작 하여 광 변환효율은 26%로 보고된 적이
있으며 [9], 본 연구실에서도 2010년 광 변환효율이 6.8%
이며, 최대출력이 1.29 W인 670 nm-Nd:GdVO4 /LBO 레
이저를 보고한 바가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펄스 출력 특성이 안정한 1340 nm 및
670 nm의 레이저를 얻기 위하여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
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한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와 LBO 비선형 결정과 Z-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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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actively
Q-switched Nd:GdVO4 /LBO laser.
입 내부 공진기를 이용하여 [11,12] 주파수 배가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때
1340 nm의 기본파 레이저의 출력 특성은 레이저 다이오드
로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한 능동형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에 대한 비율 방정식에 대한 수치 해석을 [13,
14] 통하여 계산한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펄스 에너지와 펄
스폭 등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이득 매질의 열 렌즈 효과를 포함시키고 LBO 결정 내에서
의 모드 크기를 ABCD 광선 전파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고, 열 초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Z-타입 공진기 안정성을
확인하여 최적의 670 nm 출력을 얻을 수 있는 LBO 위치를
결정하였다.

II. 공진기 분석 및 이론적 계산
Fig. 1에는 펄스 출력 특성이 안정한 1340 nm 및 670
nm의 레이저를 얻기 위하여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
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와 LBO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Z-타입 내부 공진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배가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공진기 구조를 보였다.
펌핑 레이저로 사용한 레이저 다이오드는 BWT 사 제품
(DS3-41322-111) 으로 808 nm에서 최대 출력 100 W까지
동작이 가능하며, 코어 지름이 200 µm이고 수치구경이 0.22
인 광섬유가 결합하여 초점거리가 50 mm인 렌즈(Thorlab
사)를 통해서 레이저 이득 매질인 Nd:GdVO4 결정에 집속
시켰다. Nd:GdVO4 결정은 크기가 3 × 3 × 5 mm3 이고
Nd+ 가 0.3% 도핑된 a-cut 결정을 사용하였으며, 결정의
양면 모두 808 nm와 1340 nm에 대해서 무반사 코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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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used in theoretical calculation of pulse energy and pulse width.
Parameter
σ
τ
hν
l
ω
γ
Pth
η
ξ
r1
r2
nth

Captions
The stimulated emission cross section of Nd:GdVO4
The fluorescence lifetime
The single photon energy
The length of Nd:GdVO4
The fundamental Beam radius
The cavity loss factor
The threshold pump power
The absorption efficiency
The single pass transmission
The reflectance of output coupler
Reflectance rear mirror
The threshold inversion density

Values
1.8 × 10−19 cm−1
90 µs
1.88 × 10−19 J
0.5 cm
0.02 cm
0.08
3W
0.94
0.98
0.9
0.99
9.37 × 1017 cm−3

고, 열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듐포일을 감싸서 황동
마운트에 장착하였다. 이때, 레이저 결정의 온도는 열전
냉각기와 온도 조절기 (대호 냉각기, M-6) 를 이용하여 18
◦

C로 유지시켰다. 음향 광학 효과를 이용한 능동형 Q-스

위칭 소자 (Gooch & Housego, QS041-10GSO) 는 양면이
1340 nm에 대해 무반사 코팅된 길이 30 mm의 석영 결정
(crystal quartz)을 사용하였으며, 41 MHz 및 20 W의 RF
드라이버 (Gooch & Housego, MQC041-20DC–FPS-15V)

Fig. 2.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Z-type
cavity with the internal thermal lens.

를 사용하여 구동시켰다. 거울 M1 과 M4 는 평면거울이
며, M1 은 펌핑 레이저 파장인 808 nm에 대해서는 고투과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적외선 영역인 1340 nm 레

(high transmission, HT > 90%) 되고 레이저 발진 파장인

이저와 가시광 영역의 670 nm 레이저의 펄스폭과 펄스열은

1340 nm에 대해서 고반사 (high reflection, HR > 99.5%)

각각 InGaAs 검출기(Electro-Optics Tech, Inc. ET-3000,

코팅되어있다. M2 는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 레이저

950 nm ∼ 1650 nm) 및 실리콘 (silicon) 검출기 (Electro-

출력을 얻기 위해선 1340 nm에서 투과율이 10%인 평면

Optics Tech, Inc. ET-2010, 500 nm 1000 nm) 와 더불어

출력거울을 사용하였으며, LBO를 이용하여 670 nm 레이

오실로스코프(LeCroy, Wave Surfer 64Xs, bandwidth 600

저 출력을 얻기 위하여 Z-타입 내부 공진기를 구성할 때는

MHz, 2.5 G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효과적인 주파수

곡률반경이 500 mm이고 1340 nm에서 고반사하는 구면

배가를 위해 LBO 결정은 정밀 이동이 가능한 이동대 위에

거울로 대체하였다. M3 는 곡률반경이 100 mm이고 1340

장착하여 M3 와 M4 사이에서의 LBO 위치를 조절하였다.

nm에서 고반사되고 670 nm에서 고투과(HT > 85%)하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

670 nm 레이저의 출력거울이며, M4 는 1340 nm 및 670 nm

하여 능동형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의 단일 펄스 에너지,

에서 고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M3 와 M4 사이에 위치한

평균 출력 및 펄스폭은 Q-스위치된 Nd:YAG 레이저의 비율

LBO 결정은 크기가 3 × 3 × 15 mm3 이고 임계 위상 정합각
(critical phase matching)이 θ = 86.2◦ 및 ϕ = 0◦ 로 절단된
Type-Ⅰ의 결정으로 비임계 위상 접합 (noncritical phase
matching) 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고출력의 주파수 배가

방정식 이론을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13,14], 단일
펄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 = (n0 − nf )hνV σ0

(1)

가 가능하고, 별도의 온도 컨트롤을 위한 오븐이 필요 없이
제 2 고조파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여기서, n0 = Kτ Pin (1 − e−1/f τ ) 는 초기 반전밀도로 τ 는

nm 레이저 및 내부공진기 주파수 배가된 670 nm 레이저의

형광 수명시간, Pin 은 입사 펌프 파워 그리고 f 는 입력된

평균 출력 및 펄스 에너지는 각각 파워 미터 (Molectron,

주파수를 나타낸다. K 는 펌핑 상수로 K = ηnth /Pth 로

Power 5100) 및 에너지 미터 (Genctec-EO, CA/MACH6)

나타낼 수 있으며, η 는 입사 펌프 파워의 흡수 효율이고 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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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 레이저 결정 내의 열 렌즈 효과를 고려하여 레

는 문턱 펌프 파워, nth 는 문턱 반전 밀도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된다 [15].
nth =

1 [1
σ l

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
ln(ξ r1 r2 )−1 + β

]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와 LBO 비

(2)

선형 결정과 Z-타입 내부 공진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배가된

여기서, σ 는 유도방출 단면적 [16], l 은 레이저 이득 매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등가 공진기를 보였다.

질의 길이, ξ 는 단일 패스 전송률, r1 과 r2 는 각각 출력

Z-타입 공진기에 대하여 Nd:GdVO4 내의 열 초점거리가

거울과 반사 거울의 반사율이며, β 는 레이저 매질의 손

fth 이고, 거울 M1 에서부터 레이저 결정까지의 거리를 L1 ,

실 계수이다. 또한 nf = n0 e−n0 lσ/γ 로 계산 가능하며,
√
γ = 1 − ξ r1 r2 e−βl 로 계산되고 공진기의 손실 계수를

레이저 결정에서 M2 까지의 거리를 L2 , 거울 M2 부터 M3

나타낸다. V 는 유효 레이저 체적(effective lasing volume)

까지의 거리를 L3 , 거울 M3 에서 비선형 결정인 LBO까지

으로 V = πω 2 lδ 로 표현되며, ω 는 기본파 모드의 반경, δ

의 거리를 L4 그리고 LBO에서 거울 M4 사이의 거리를 L5

는 단면 펌핑 레이저의 기하학적인 구조로부터 결정되는 레

라 할 때, M2 와 M3 의 곡률반경과 레이저 매질과 M2 까지

이저 체적의 변형으로 인하여 도입된 상수이고 σ0 는 공진

거리 및 M3 와 비선형 결정까지의 거리는 펌핑 파워가 매우

하는 공진기 내부에서 순환하며 레이저로 방사되는 출력의

큰 고출력 레이저에서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 즉,

일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σ0 =

레이저 결정의 열렌즈에 무관하게 동일한 TEM00 모드 반

ln(r1 )
ln(ξ 2 ) + ln(r1 ) + ln(r2 ) − 2βl

경이 비선형 결정에 생기게 하는 image relay 방법 [17,18]을

(3)

적용하기 위한 거리 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따라서 능동형 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의 펄스폭은 다음의

는 이 같은 거리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진기 안정조건에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한 광학 소자의 배치 공간 및 출력 특성 만을

2L/c
n0 − nf
tp =
1 − ln(r1 ) − ξ n0 − nth (1 + ln n0 )
nth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때의 각각 거리는 15

(4)

mm, 95 mm, 125 mm, 50 mm 및 8 mm로 측정되었다.
그림에서 각각 거울의 곡률 반경을 R1 , R2 , R3 및 R4 라

Table 1 에 일정한 Q-스위칭 펄스 반복률로 동작하는
Nd:GdVO4 레이저에 대하여 입사 펌프 파워에 의존하는

하고 LBO 결정의 위치에 따른 모드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상수 값을

열 초점거리 ft 가 포함된 ABCD 전파 행렬을 구하면 다음

나타냈다.

과 같다.

[

]
A B
C D

[
=
[

][

][
1 L5
0 1
1 L1
0 1

][

1 0
− R24 1

][

1 0
− R21 1

][
1 L5
0 1
1 L1
0 1

][

1
− f1t

또한 레이저 결정에서의 열 초점거리는 다음과 같다 [19].
ft =

ωp2
2πKc
dn/dt + αt ng ζηPin

]
][
][
][
][
1 0
1 0
1 0
1 L3
1 L2
− f1t 1
− R23 1
− R22 1
0 1
0 1
][
][
][
]
][
][
0
1 0
1 0
1 L2
1 L3
1 L4
1
− R22 1
− R23 1
0 1
0 1
0 1
][

1 L4
0 1

(6)

여기서, Kc 는 이득 매질의 열전도율이고, dn/dt 및 αt 는
각각 이득 매질의 열 분산 계수 및 열팽창 계수이다. ωp 는
이득 매질 내에서 펌프 빔의 평균 직경이며, ζ 는 열 부하
비율이다. 실험에 사용한 Nd:GdVO4 결정에 대하여 ng

(5)

= 2.19, l = 0.5 cm, ωp = 0.02 cm, Kc = 11.7 W/m·K,
dn/dt = 4.77 × 10−6 K−1 및 αt = 3.5 × 10−6 K−1 이다.
따라서 레이저 발진 파장이 λ일 때 LBO 결정에서 발진하는
빔의 TEM00 모드의 반경은 다음과 같다 [20].
√
λ|B|
√
ω0 =
(7)
π 1 − [(A + D)/2]2
이때 거울 M4 의 거리와 LBO 결정 사이의 거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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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results of n0 , nf , pulse energy and
pulse width.
Pin
(W)
5
7
9
11
13
15
17

n0
(×10 cm−3 )
1.27
1.78
2.28
2.79
3.30
3.81
4.31
18

nf
(×10 cm−3 )
30.5
24.2
17.6
12.2
8.13
5.31
3.40
16

Epulse
(µJ)
73.8
117.6
161.5
204.5
246.5
287.5
327.9

tp
(ns)
136.2
43.2
27.8
21.7
18.4
16.3
14.9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효과적인 주파수 배가를 위해서는
Fig. 3. (Color online) Laser mode size in the LBO crystal
versus distance from M3 .

모드 크기가 가능한 작은 M4 와 가까운 곳에 LBO 결정을
위치시켰다.
Table 2에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능동형 Q-스위치된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을 계산하기 위하여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의
비율 방정식 이론에 따른 식 (1) 및 식 (4)와 Table 1을 이용
하여 Q-스위칭 펄스 반복률이 5 kHz에서 입사 펌프 파워의
변화에 따른 1340 nm-Nd:GdVO4 레이저의 n0 , nf ,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 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를 각각 나타냈다.
입사 펌프 파워가 증가할수록 펄스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펄스폭은 감소하여 전형적인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의 출
력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입사 펌프 파워가 17
W 일 때 계산된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은 각각 328 µJ 및 15 ns로
계산되었다.

Fig. 4. (Color online) Average output power of a 1340 nm
Q-switched laser at different pulse repetition rate versus
incident pump power.

Fig. 4에 서로 다른 Q-스위칭 펄스 반복률로 Q-스위치
된 1340 nm-Nd:GdVO4 에 대하여 입사 펌프 파워에 따른
평균 출력을 측정하여 나타냈다. Fig. 4에서와 같이 펄스
반복률이 5 kHz 일 때 출력에 대한 기울기 효율이 가장 높

작으므로 거울과 LBO 결정 사이의 거리를 무시하면 M4

았으며, 17 W의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하여 최대 1.27 W의

에서의 모드 크기와 LBO의 모드 크기는 거의 같다고 볼

평균 출력이 측정되어 출력 효율은 7.5%이었다.

수 있으며, 이득 매질 내에서의 모드 크기도 같은 방법으로

Fig. 5와 Fig. 6에는 Table 2의 계산 결과와 본 실험에서
5 kHz로 동작시킬 때 측정한 입사 펌프 파워의 변화에 따

구할 수 있다.

른 1340 nm-Nd:GdVO4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와 펄스폭의
변화를 각각 나타냈다. 입사 펌프 파워가 17 W 일 때 계

III. 실험 결과

산한 Q-스위치된 펄스의 펄스 에너지와 펄스폭은 각각 328
µJ 및 15 ns이고, 측정된 실험값은 각각 232 µJ 및 32 ns

Fig. 3에는 레이저 결정에서의 열 렌즈 초점거리가 정해

로 측정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펄스 에너지는 낮은 펌프

질때, M3 로 부터 LBO까지 거리변화에 대하여 입사펌프

파워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은

파워에 따른 LBO내의 레이저 모드 크기를 나타냈다. LBO

펌프 파워에서는 열렌즈 효과로 인한 출력 감소를 나타내고

결정내부에서의 모드 크기는 입사 펌프 파워와 무관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펄스폭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LBO 결정과 거울 M3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작아지

것과 같이 반전밀도와 광자밀도가 레이저 결정의 횡단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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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Pulse energy of the Q-switched
1340 nm las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Fig. 7.
(Color online) Spectrum of 670 nmNd:GdVO4 /LBO red laser.

Fig. 6. (Color online) Pulse width of the Q-switched 1340
nm las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Fig. 8. (Color online) Average output power of a Qswitched 670 nm laser at different pulse repetition rate
versus incident pump power.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으로부터 추론한 것이며, 이는
출력 계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펄스폭과 펄스 형
성 시간 계산에 대한 정확성을 제한하며 [14, 15], 또한 공
진기 내에서 TEM00 모드가 차지한 공간을 광음향 신호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Q-스위칭 시간 [21]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7 은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능동형 Q-스위치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발진 스펙트럼을 분광기
(Ocean Optics, USB650)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며 발
진파장이 670 n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Q-스위치된 펄스 반복률 변화에 따라서 비선형
결정인 LBO와 Z-타입의 내부공진기 주파수 배가를 이용하
여 Q-스위치된 670 nm의 Nd:GdVO4 /LBO 레이저의 평균

출력을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Fig. 7
에서와 같이 입사 펌프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Q-스위치된
670 nm 레이저 출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Q-스위치된
펄스 반복률이 5 kHz에서 입사 펌프 파워가 17 W 일 때,
0.94 W의 최대 출력을 얻었고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광
변환 효율은 5.5%로 측정되었다.
Fig. 9 에 Q-스위치된 펄스 반복률이 5 kHz 일 때,
입사 펌프 파워에 따른 능동형 Q-스위치 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을 측
정하여 나타냈다. 1340 nm 레이저인 경우와 같이 입사 펌
프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펄스 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펄스
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7 W의 입사 펌핑 파워에
대하여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은 각각 102 µJ 및 41 ns로
측정되었다. 이때, 1340 nm 레이저인 경우보다 펄스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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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Pulse energy and pulse width of a
Q-switched 670 nm las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더 넓어진 것은 1340 nm 펄스폭은 공진기 길이가 13 cm인
일자형 공진기에서의 출력된 펄스폭을 측정한 것이고, 670
nm 펄스폭은 공진기 길이가 32 cm로 더 긴 Z-타입 공진
기에서 주파수 배가된 출력의 펄스폭을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의 (a) 와 (b) 에는 Q-스위칭 펄스의 반복률이 5
kHz 일 때 입력 펌프 파워를 17 W로 고정하고 실리콘 검
출기 및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한 Q-스위치 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펄스열과 41 ns의 단일 펄스
모습을 각각 나타냈다. Fig. 9에서와 같이 매우 안정적으로
Q-스위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의 (a)와 (b)는 Q-스위치된 펄스 반복률이 5 kHz
일 때, 입사 펌프 파워를 17 W로 고정하고 능동형 Q-스위치
된 670 nm Nd:GdVO4 /LBO 레이저 빔의 세기분포 및 빔
품질을 나타내는 M2 를 칼날 (knife-edge) 법 [22]을 변형한
CCD가 결합된 빔 품질 측정기 (Gentec EO, Mo. M2DU)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Fig. 11의 (a) 에서와 같이
빔의 세기분포는 M4 에서 2차 고조파를 반사하면 LBO 결
정에서 walk off로 인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의 출
력과 반대 방향 출력 빔 두 개가 공간적으로 일부 겹쳐 나올
수 있어서 2차 고조파 빔의 x − y 방향의 크기가 달라질 짐
과 동시에 Z-타입의 공진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비점수차로
인하여 타원 형태의 빔 분포를 얻었으며, x-축 및 y-축에
대한 M2 의 값은 각각 2.58 및 1.55로 측정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펄스 출력 특성이 안정한 1340 nm 및
670 nm의 레이저를 얻기 위하여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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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or online) Oscilloscope trace of a (a) Qswitching pulse train and (b) single pulse at a pulse repetition rate of 5 kHz.

Fig. 11. (Color online) (a) The intensity distribution and
(b) the M2 about the x-axis and y-axis of a Q-switched
670 nm Nd:GdVO/LBO laser.
면 펌핑하고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능동형 Q-스위치
된 1340 nm-Nd:GdVO4 레이저와 비선형 결정인 LBO와
Z-타입 내부 공진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배가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때
1340 nm의 기본파 레이저의 출력 특성은 레이저 다이오
드 펌핑하는 능동형 Q-스위치된 고체 레이저에 대한 비율
방정식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얻은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펄스 에너지와 펄스폭을 계산하였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이득 매질의 열 렌즈 효과를
포함시키고 LBO 결정 내에서의 모드 크기를 ABCD 광선
전파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열 초점이 정해진 상
태에서 Z-타입 공진기 안정성을 확인하여 최적의 670 nm
출력을 얻을 수 있는 LBO 위치를 결정하였다.
음향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펄스 반복률이 5 kHz로 능동
형 Q– 스위치된 1340 nm-Nd:GdVO4 레이저는 투과율이
10%인 출력거울을 사용했을 때 17 W의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하여 최대 1.27 W의 평균 출력을 얻어 출력 효율은 7.5%
로 측정되었으며,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은 각각 232 µJ 및
32 ns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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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Z-타입 내부 공진기를 구
성하여 주파수 배가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는
능동형 Q– 스위치된 펄스 반복률이 5 kHz일 때 17 W의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하여 최대 0.94 W의 평균 출력을 얻어
입사 펌프 파워에 대한 670 nm로의 광 변환 효율은 5.5%
로 측정되었고, 이때의 펄스 에너지 및 펄스폭은 각각 102
µJ 및 41 ns로 측정되었다. 능동형 Q– 스위치된 670 nmNd:GdVO4 /LBO 레이저의 빔 질을 나타내는 x-축 및 y축에 대한 M2 는 각각 2.58 및 1.55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능동형 Q-스위치된 1340 nm/670

[6] S. Chang, Fundamental of Laser Optics Laser Engineering (Tech media, Seoul, 2009),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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