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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Harmonic Generation of th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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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er-diode-pumped active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with acousto-optic effects
was constructed. When the pulse repetition rate was 8 kHz and the incident pump power was 19 W,
the output powers of the 1064 nm fundamental beam in the linear cavity and the folded cavity were
5.75 W and 4.60 W, respectively. The output power slope efficiencies for the pump power were
33.8% and 28.6%, respectively. Using LBO (Lithium triborate, LiB3 O5 ), the frequency-doubled
532 nm second-harmonic-generation (SHG) output powers from the linear extracavity and the Lshaped folded intracavity were measured at 2.25 W and 2.60 W, respectively, and the output power
slope efficiencies for the pump power were measured at 14.4% and 15.4%, respectively. The shortest
pulse widths were 10 ns in the extracavity and 25.2 ns in the intracavity, with a pulse repetition
rate of 8 kHz and a pump power of 17 W.
PACS numbers: 42.55.Xi, 42.60.Gd, 42.60.Jf, 42.65.Ky
Keywords: Nd:YVO4 laser, Harmonic generation, Actively Q-switched, Acousto-optic

능동형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의 LBO를 이용한 제2고조파
출력특성
박차곤 · 손미루 · 추한태∗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구미 39253, 대한민국
(2018년 12월 12일 받음, 2019년 1월 30일 수정본 받음, 2019년 2월 2일 게재 확정)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 (excitation) 시키고 음향광학 (AO, Acousto-Optic) 효과를 이용한 능동형 Q스위치시킨 1064 nm Nd:YVO4 레이저를 구성하였다. 펄스 반복률이 8 kHz이고 입사 여기광의 세기가
19 W일 때, 선형 공진기와 접힘 공진기에서의 1064 nm 기본파의 출력은 각각 5.75 W와 4.60 W이고, 여
기광의 세기에 대한 출력 기울기 효율은 각각 33.8%와 28.6%이었다. LBO(Lithium triborate, LiB3 O5 )
를 이용한 선형의 외부공진기와 L-자형의 꺾인 내부공진기에서 주파수 배가된 532 nm 제2고조파 (SHG)
의 출력은 각각 2.25 W와 2.60 W이며, 여기광의 세기에 대한 기울기 효율은 각각 14.4% 및 15.4%로
측정되었다. 가장 짧은 펄스 폭은 외부공진기에서 10 ns이고 내부공진기에서 25.2 ns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 펄스 반복률은 8 kHz, 여기광의 세기는 17 W였다.
PACS numbers: 42.55.Xi, 42.60.Gd, 42.60.Jf, 42.65.Ky
Keywords: Nd:YVO4 레이저, 고조파 발생, 능동형 Q-스위치, 음향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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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적외선 및 가시광 영역의 레이저는 분광학, 광통신,
정보저장, 원격감지 및 레이저 디스플레이와 같은 학술 및
산업계 분야는 물론 안과 진료, 외과 수술, 피부과 진료 그
리고, 최근에는 광음향 효과 (photoacoustic effect) 를 이용
한 광음향 이미징 시스템 (photoacoustic imaging system)
의 광원으로 사용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1–3]. 특히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 (excitation) 된 고체
레이저는 가스이온 레이저나, 섬광등 여기 레이저에 비해
높은 변환효율, 제작의 간단함, 저렴한 비용, 짧은 공진기
길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여기 고체 레이
저 중에서 네오디뮴 (Nd3+ ) 계열의 이득 매질인 Nd:YAG,
Nd:YVO4 및 Nd:GdVO4 등은 근적외선의 기본파로부터
주파수 변환을 통해 다양한 가시광 대역의 파장으로 변환할
수 있고, Q-스위칭 방법을 이용하여 수 나노초 (ns) 에서 수
백 나노초의 펄스 폭을 가지는 펄스 레이저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중에서 Nd:YVO4 는 Nd:YAG에 비해 808 nm
파장에 대해 흡수계수가 5배 이상 더 크고, 808 nm 파장
주변에 대한 흡수선폭도 넓어 여기 광원의 선폭변화에 덜
민감하고, 1064 nm 파장에 대한 유도방출단면적이 3배 가
까이 크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Nd:YVO4 레이저는 1987
년 R. A. Fields 등에 의해 최초로 다이오드 레이저에 의해
단면 여기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성능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4–11].
본 연구에서는 Nd3+ 가 0.3 at.% 도핑된 Nd:YVO4 를
이득 매질로 하는 1064 nm의 기본파를 갖는 레이저 공진
기를 구성하고 음향광학 소자를 이용해 Q-스위칭하였다.
또한 비선형 결정인 LBO(lithium triborate, LiB3 O5 ) 를
공진기 내부에 두는 내부공진기 방식과 외부에 두는 외부공
진기 방식에 대해 532 nm의 2차 고조파(second harmonic
generation, SHG) 를 발생시켜 출력특성을 관찰하였다.

Fig. 1.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of (a)a linear
extracavity and (b)a folded intracavity.

50 mm인 렌즈 쌍을 통해서 이득 매질인 Nd:YVO4 에 초점
이 맺히도록 하였다. 레이저 이득 매질로 사용한 Nd:YVO4
는 크기가 4 × 4 × 20 mm3 이고 Nd3+ 가 0.3 at.% 도핑된 acut 결정을 사용했다. 결정의 양면 모두 808 nm와 1064 nm
에 대해 무반사(Anti-Reflection, AR) 코팅이 되어 있으며,
열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듐 포일로 감싼 다음 황동 마운
트에 장착했다. 황동마운트 아래에는 열전냉각기(TEC)를
두어 자체 제작한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18◦ C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었다. 이 때 열전냉각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 별도의 수냉식 열교환기 (대호냉각기,
M6) 를 함께 가동하였다.
광-음향 변조기를 이용한 Q-스위칭 소자 (Gooch &
Housego, QS041-10GSO) 는 양면이 1064 nm에 대해 무
반사 코팅된 길이 30mm인 석영 결정 (crystal quartz) 을
사용하였으며, 41 MHz 및 20 W의 RF 드라이버 (Gooch
& Housego, MQC041-20DC-FPS-15V) 를 사용했다.
LBO는 Type-Ⅰ (θ = 90◦ , ϕ = 0◦ ) 의 비임계 위상 정
합(noncritical phase matching, NCPM) 결정이며 크기는
3 × 3 × 15 mm3 이고, 양면에 1064 nm와 532 nm에 무반사

II. 장치 구성

코팅하였다. 또한 0.1◦ C의 정밀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한
오븐 (EKSPLA, Tk1) 안에 장착하여 최적의 주파수 배가

Fig. 1은 532 nm 제2고조파를 발진시키기 위한 외부공
진기와 내부공진기 주파수 배가 방법의 구성도이다. 반도체
레이저로 여기시키고 음향광학 효과를 이용한 능동형 Q스위치된 1064 nm의 파장을 비선형 결정인 LBO를 이용한
주파수배가 방식을 통하여 532 nm의 파장으로 변환하였다.
여기 레이저로 사용한 다이오드 레이저 (BWT, DS341322-111) 는 중심파장 808 nm에서 100 W까지 동작이
가능하며 코어 지름이 200 µm이고 수치구경 (NA) 이 0.22
인 광섬유가 결합되어 있다. 광섬유 끝단에는 초점거리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150.2◦ C까지 온도를 조절하였다.
M1 은 고반사 거울로 평면-오목면으로 되어 있으며, 오목
한 면의 곡률반지름 R1 은 500mm이다. 수직 입사각에 대해
평면의 경우 808 nm에 대해 투과율이 99.8% 이상이고, 곡
면의 경우 808 nm에 대해 투과율 90%이상이며, 1064 nm
에 대해서는 반사율이 99% 이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
M2 는 1064 nm에 대한 출력거울로 양면이 평면으로 되
어 있으며 수직 입사각에 대해 1064 nm에 대해서 투과율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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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Fundamental beam waist versus
incident pump power in each crystal.
Fig. 2.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s of (a)a linear
extracavity and (b)a folded intracavity with the thermal
lens in the gain medium.
외부공진기 방법에서는 렌즈 (f = 50 mm) 를 사용하여
LBO에 초점을 형성해 주었고, 1064 nm에 대해 99.5% 이상
고반사 코팅되고, 532 nm에 대해 95% 이상 고투과 코팅된
빛살가르개 (Beam Splitter, BS) 를 이용하여 1064 nm 파
장의 기본파와 532 nm 파장의 제2고조파를 분리하였다.
내부공진기 방법에 사용한 M2′ 은 양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 입사각에 대해 1064 nm와 532 nm에 대해 각
각 99.9% 이상 고반사 코팅이 되어 있다. 접힘 거울 M3 은
532 nm에 대한 출력거울로 평면-오목면으로 되어 있으며,
오목면의 곡률반지름 R3 은 150 mm이고, 입사각 45◦ 에서
1064 nm에 대해서 반사율 99.5% 이상이고, 532 nm에 대해
투과율이 95% 이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
실험에서 얻어진 펄스의 평균 출력은 파워미터 (Molectron, Power 5100)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기본파와 제2
고조파 펄스의 반복률과 펄스 폭은 각각 InGaAs PIN 다
이오드 (Electro-Optics Tech. Inc. ET-3000) 와 실리콘
PIN 다이오드 (Electro-Optics Tech. Inc. ET-2010) 를 검
출기로 사용하였으며, 오실로스코프(LeCroy, Wave Surfer
64Xs, bandwidth 600MHz, 2.5GS/s) 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일하며 외부공진기 방법의 L4 및 L5 의 길이는 370 mm 및
20 mm이며, 내부공진기 방법의 L′4 과 L′5 는 각각 35 mm 및
30 mm이다. 거울 M1 과 M3 각각의 곡률반지름 R1 과 R3
는 순서대로 500 mm, 150 mm이고, 거울 M2 , M2′ 과 BS는
모두 평면이다. 또한 외부공진기에서 사용한 렌즈의 초점거
리 f 는 50 mm이며, ft 는 이득 매질의 열 초점거리이다 [12,
13]. 공진기 구성에 관련된 위 값들과 이득 매질에서 발생되
는 열 렌즈 효과를 고려한 ABCD 전파행렬 이론으로부터
여기광의 세기에 대한 공진기 내부의 이득 매질, 음향광학
결정 및 비선형 결정에서의 빔 모드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한 파라미터들은 [13,14]을 참고하였으며,
수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선형 공진기의 경우 3.6 W 이상의 여기광의 세기에 대해
공진기가 안정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산결과가 얻어졌
으나, 실험을 통해서는 Fig. 4에서와 같이 19 W 여기광의
세기에서 최대 5.75 W의 Q-스위치된 1064 nm 평균 출력이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진기의 길이를 조정한 추
가적인 계산에 따르면 20 W 여기광의 세기에서 공진기가
안정해지기 위한 최소 공진기 길이는 35 mm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접힘 공진기 방식에 대해 ABCD 전파행렬을
사용하여 이득 매질, 음향광학 결정 및 LBO 결정이 놓일
위치에서 입사 여기광의 세기에 따른 1064 nm 기본파의
가우시안 빔 모드 반지름을 계산한 것이다. 계산결과에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따르면 18 W 이상의 여기광의 세기에 대해 비선형 결정인
LBO가 놓일 위치에서의 빔 모드 반지름이 급격히 증가하

1. 공진기의 분석

면서 공진기가 불안정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사되는
여기광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 매질에서 발생하는

Fig. 2는 공진기 길이가 각각 110 mm와 175 mm인 외부
공진기와 내부공진기방법에 대한 공진기 구조에 대해 열렌
즈 효과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다. L1 , L2 및 L3 의 거리는
15 mm, 40 mm 및 55 mm로 두 공진기 방법에서 모두 동

열 렌즈 효과로 인해 열초점거리가 짧아짐으로써 1064 nm
기본파가 비선형 결정에서 집속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따라
서 제2고조파 발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 20 W 이상의 여기광의 세기에서 공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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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Q-switched Nd:YVO4 laser output
pow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Fig. 5. (Color online) Averaged SHG pow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안정조건에서 벗어남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20 W 이상의 여기광의 세기에서 1064 nm 기본파가 더 이
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은 20 W 이하의 여기광의 세기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
였다.

2. 실험결과
Fig. 4는 Fig. 1의 실험장치 구성도에서 비선형 결정인
LBO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형 공진기와 접힘 공진

Fig. 6. (Color online) Spectrum of 532 nm Nd:YVO4 /
LBO green laser.

기에 대해 입사 여기광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Q-스위치된
1064 nm 레이저 펄스의 평균 출력을 측정한 것이다. 다만,
접힘 공진기에서 M2′ 거울 대신 내부 공진기에서 사용한
평면-평면이고 1064 nm 기본파에 대한 투과율이 10%인
출력거울 M2 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선형 공진기와 접힘
공진기에서의 최대 기본파 평균출력이 19 W 여기광의 세
기일 때 5.75 W와 4.60 W이고, 여기광의 세기에 대한 변환
효율이 각각 33.8%와 28.6%로 측정되었다. 이 때 음향광학
Q-스위치의 주파수는 8 kHz로 두었는데, Q-스위치의 주파
수를 8 kHz부터 30 kHz까지 올려보았으나 출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Fig. 8에서와 같이 펄스 폭에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음향광학 결정으로 사용한 석영 결

Fig. 7. (Color online) Average SHG power versus pulse
repetition rates.

정이 1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포화되어 펄스당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5 W와 2.6 W로 얻어졌고, 펄스 폭이 제일 작게 관찰된

Fig. 5는 비선형 결정인 LBO를 공진기 내부에 삽입한

여기광의 세기가 17 W일 때는 2.05 W와 2.35 W로 측정되

Fig. 1과 같은 공진기를 구성하여 제2고조파를 발생시켜

었다. 제2고조파의 세기는 비선형 결정 내부에서 기본파의

얻어진 532 nm 펄스의 평균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

단위면적당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지로 음향광학 Q-스위치의 주파수를 8 kHz로 고정시켰을

위해서는 첨두출력(peak power)과 모드 단면적에 대한 정

때, 외부공진기 방식과 내부공진기 방식에서 여기광의 세기

보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 실험에서는 외부공진

에 대한 변환 효율은 각각 14.4%와 15.4%로 측정되었으며,

기 방식에서의 모드 반지름을 측정하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입력 여기광의 세기가 19 W일 때 최대 평균출력은 각각

않아 내부공진기와 외부공진기 방식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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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SHG pulse energy versus pulse
repetition rates.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Fig. 5의 결과는 내부공진기 방식이
외부공진기 방식보다 제2고조파의 출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Fig. 10에 나타낸 첨두출력의 결과를
보면 외부공진기의 첨두출력이 내부공진기의 첨두출력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내부공진기의 경우 모드단면적이 외부공진기의 모드단면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Fig. 6은 본 실험에서 얻어진 제2고조파의 스펙트럼을
분광계(Ocean Optics, USB650)로 관찰한 것으로 532 nm
의 녹색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여기광의 세기를 17 W로 고정하고 음향광학 Q스위치의 주파수를 변경하여 532 nm의 평균 출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펄스 반복률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공진기와 내
부공진기 방식 모두 532 nm 레이저의 평균 출력이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Q-스위치의
주파수를 8 kHz 이상 증가시킬 경우 532 nm 평균 출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Fig. 8은 Fig. 7에서 측정된 평균 출력을 펄스 반복률로
나누어 펄스당 에너지로 환산한 그래프이다. 펄스 반복률이
증가할수록 펄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기
광의 세기가 17 W이고, 펄스 반복률이 1 kHz일 때 외부
공진기와 내부공진기에서 얻어진 펄스 에너지가 0.4 mJ과
0.7 mJ로 가장 큰 값이 얻어졌고, 8 kHz일 때는 0.26 mJ
과 0.30 mJ로 확인되었다. 10 kHz 이상의 반복률에서는
펄스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9는 여기광의 세기를 높여가며 펄스 폭을 측정한
것으로 음향광학 Q-스위치의 주파수를 8 kHz로 고정시켰
을 때, 외부공진기 방식과 내부공진기 방식에서 여기광의
세기가 증가할 때 펄스 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광의 세기를 19 W까지 높였을 때 두 방법 모
두 15 W 이상의 여기광의 세기에서 펄스 폭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여기광의 세기가 17 W일 때 외부공진기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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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SHG pulse width versus incident
pump power.

Fig. 10. (Color online) SHG peak pow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공진기의 펄스 폭은 각각 10 ns와 25.2 ns로 가장 작게 측정
되었다. 외부공진기의 펄스 폭이 내부공진기의 펄스 폭보다
좁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제2고조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의 기본파와 비선형결정이 상호작용해야하
지만 펄스 양끝단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잘리게
되는 현상 (truncation) 이 외부공진기의 경우가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됨에 따라 펄스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10은 펄스 반복률이 8 kHz일 때 Fig. 5에서 측정된
제2고조파의 평균 출력으로부터 계산된 펄스당 에너지를
Fig. 9에 나타낸 펄스 폭으로 나누어 펄스의 첨두출력으로
환산한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내부공진기 방식보다 외부
공진기 방식에서의 첨두출력이 높게 얻어졌다.
여기광의 세기가 17 W이고, 펄스 반복률이 8 kHz일 때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펄스모양을 Fig. 11에 나타냈으며,
여기서 (a) 는 Q-스위치된 펄스열의 모습이고, (b) 와 (c) 는
각각 외부공진기 방법과 내부공진기 방법에서 얻어진 단일
펄스이다. 특히 (b)의 경우 펄스 뒷부분이 기준 이하로 쳐졌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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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펄스 반복률이나 수 나노초 이하의 작은 펄스 폭을
갖는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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