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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constructed an acoust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pumped by using
an 888 nm laser diode. Two LBO crystals were inserted into the cavity to generate the second (532
nm) and the third (355 nm) harmonics. The one side of the third harmonic crystal is Brewster-cut
so that the 355 nm laser oscillates without passing through the output mirror. The maximum
output power of continuous wave 1064 nm was obtained to be 23.4 W, when the laser diode power
and the reflectivity of the output mirror were 78 W and 80%, respectively. And, the optical-tooptical conversion efficiency and the slope efficiency were measured to be 32.5% and 37.3%, with
each other.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355 nm laser had an maximum output power of 6.1
W and a pulse width of 83 ns at a repetition rate of 40 kHz. The beam quality factor M 2 was
measured to be Mx2 = 1.150, My2 = 1.178.
PACS numbers: 42.55.Xi, 42.65.Ky, 42.60.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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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환
금오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구미 39253, 대한민국

김규욱∗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구미 39253, 대한민국
(2019년 12월 9일 받음, 2020년 2월 13일 수정본 받음, 2020년 2월 26일 게재 확정)

888 nm의 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는 1064 nm Nd:YVO4 레이저를 구성하고 음향광학 효과를 이
용해서 Q-스위칭시켰다. 2차 (532 nm) 및 3차 (355 nm) 고조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LBO
결정을 공진기 내부에 삽입하였다. 3차 고조파 발생용 결정은 한 면을 브루스터 각으로 절단하여, 355 nm
레이저가 출력 거울을 투과하지 않고 발진하도록 하였다. 반도체 레이저 출력이 78 W이고, 출력 거울의
반사율이 80% 일 때 연속 발진 1064 nm의 최대 출력은 23.4 W이었다. 이때 광대광 변환 효율은 32.5%,
기울기 효율은 37.3%이었다. 그리고 Q-스위칭 반복률이 40 kHz일 때 355 nm의 최대 출력은 6.1 W,
펄스폭은 83 ns이었다. 빔 품질은 Mx2 = 1.150, My2 = 1.178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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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공정, 의학적 치료,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레이저 응용
분야에는 빔의 질 (beam quality)이 뛰어난 편광된 고출력,
고반복률, 안정된 펄스의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하는 고체 레이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이득과 열렌즈 (thermal lens) 효과가 낮고,
동시에 높은 펌프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레이저 매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펌핑 빔의 모드와 레이저 공진기
모드가 잘 겹치게 하여 효율적인 펌핑을 시켜야 한다. Y.
F. Chen 등에 의해 평면 공진기 (planar cavity) 구조의
Nd:YVO4 결정을 종펌핑하여 출력 30 W, 광대광 변환 효
율 62.5%의 TEM00 모드, 고출력 레이저가 보고되었다 [1,
2].
고체 레이저의 펌핑 및 발진 과정에는 항상 스톡스 이동
(Stokes shift), 양자효율 (quantum efficiency), 농도소광
(concentration quenching) 및 상향변환 (up-conversion)
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레이저 매질 내에서 열이 발생
한다. 레이저 매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렌즈 효과, 열응력
(thermal stress) 및 응력에 의한 복굴절 (stress birefringence) 등은 레이저의 평균 출력 및 효율, 빔의 질, 공진기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3–6]. 고체 레이저를 펌핑할 때는
파장이 808 nm인 반도체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양자결손 (quantum defect)을 낮게 하여 열
부하 (thermal load)를 줄이고, 광대광 (optical-to-optical)
변환 효율 및 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Nd:YVO4 결정
의 a-축과 c-축에 대한 흡수계수 (c = a = 1.5 cm−1 at 888

구조에서 2차 고조파인 532 nm 레이저의 출력 34 W를
얻었다. 이때 빔의 질 M 2 는 1.05이었다.
2012년 H. Hong 등 [14]은 L. Mc Donagh의 연구의
연장으로 음향광학 효과를 이용한 Q-스위칭된 Nd:YVO4
레이저를 30 kHz – 250 kHz로 동작시키고, 외부 공진기
(extra cavity) 형태의 532 nm, 355 nm 레이저를 발진시
켰다. J. Li 등 [15,16]은 LBO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내
부 공진기형 3차 고조파 (3rd harmonic generation)인 355
nm 자외선 레이저를 발진시켰고, M. Mond 등 [17–20]은
외부 공진기 형태로 35 W의 355 nm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1998년 Light Wave Electronics Corporation은 브루스터
각으로 가공된 3차 고조파 결정을 이용하여 355 nm의 레
이저를 발진시키는 특허를 내었다 [21].
본 연구에서는 808 n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자결손이
낮아 열 발생이 감소하고 펌핑 광의 편광상태에 무관한 장점
이 있는 888 nm 파장의 광섬유가 결합된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하는 Z-형 (Z-fold) 의 Nd:YVO4 공진기 (Fig. 1에서
거울 M1 – M4′ )를 구성하고 연속 발진 1064 nm 레이저의
출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고조파 발생을 위하여
첨두 출력 (peak power)이 높고 능동적으로 반복률 제어가
가능한 음향광학 효과를 이용하여 Q-스위칭시켰다. Q-스위
칭된 1064 nm 레이저를 두 개의 LBO (LiB3O5, Lithium
triborate) 결정을 이용하여 2차 및 3차 고조파를 발생시키
고, 888 nm 반도체 레이저 출력과 Q-스위칭 반복률에 따른
355 nm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때 2차 및 3
차 고조파 발생용 LBO 결정은 열전소자 (thermal electric
cool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로 조절하여 안정적인 출력
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nm)가 비슷한 파장인 888 nm인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하여
뛰어난 빔 품질과 고출력 레이저를 구현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7–14]. 또한, 펌핑 파장이 886 nm에서 890 nm
의 범위에서 a-축과 c-축의 흡수 계수가 거의 같아서 지수

II. 내부 공진기형 355 nm 자외선 레이저
공진기의 구성

형태의 흡수가 일어나고, 펌핑 광의 편광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7].
L. Mc Donagh 등 [8–13]은 고출력 888 nm의 광섬유
결합된 반도체 레이저로 Nd:YVO4 결정을 펌핑하고, 이득
매질에서의 흡수가 펌핑 광의 편광상태와 무관함을 보였다.
특히 Nd:YVO4 결정의 도핑 농도를 낮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여 열부하를 큰 부피로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서 연속 발
진 출력이 60 W이고, 광대광 변환 효율이 55%인 TEM00
모드의 1064 nm 레이저를 발진시켰다. 또한, 내부 공진기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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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VO4 레이저는 대부분 흡수가 가장 높은 808 nm의
광섬유 결합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한다. 그러나 808 nm
의 파장에서 Nd:YVO4 결정의 c-축을 따라 편광된 펌프 광
은 강하게 흡수되는 반면, a-축을 따라 편광된 부분은 약 4
배 더 작은 흡수 계수를 갖는다 (αc = 37 cm−1 , αa = 10
cm−1 ). 이로 인해 Nd:YVO4 결정의 처음 몇 mm에서 매우
강한 흡수 때문에 열부하로 이어져 열렌즈 현상이 발생하고
출력 및 빔 품질이 떨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88 nm
로 Nd:YVO4 결정을 펌핑하면 a-축과 c-축에 따라 편광된
빛은 동일한 흡수 계수 (αc = αa = 1.5 cm−1 )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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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3rd harmonic (355 nm) generation
of the 1064 nm Nd:YVO4 laser.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Z-형 구조의 내부 공
진기형 355 nm 레이저 공진기의 모식도이다. 비점수차
(astigmatism)가 보상되는 공진기의 접힘 각 (folded angle)
은 26◦ 이다 [14]. 접힘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점수차가 작
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진기의 모든 접힘
각은 15◦ 로 하였다. 다이오드 모듈 (nLight, P4-100-08883-BR03) 에는 코어 지름 400 µm, 수치 구경 (numerical
aperture)가 0.2인 광섬유가 결합되어 있다. 출력은 100 W
이며 중심 파장은 888 nm이다. 레이저 매질로는 a-절단면
(a-cut) 0.5% 도핑된 4 × 4 × 30 mm3 의 Nd:YVO4 를 사
용하였다. 이 결정의 양면은 모두 1064 nm와 888 nm에 대
하여 무반사 코팅되어 있다. 도핑 농도를 낮게 하면 레이저
이득 매질에서 펌프 출력이 보다 균일하게 흡수되며, 결정
내부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열렌즈 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고출력 펌핑 조건에서 동작하는 열 안정성
광 공진기의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레이저 출력은 최대 50 W까지 측정할 수 있는 출력 측
정기 (Coherent Inc, Field MaxII & PM150-50XC) 로 측
정하였다. 355 nm 레이저 세기의 공간 분포와 형광 분포
는 CCD 레이저 빔 분석기 (Coherent Inc, LaserCam-HR
II)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355 nm의 펄스열과 펄스폭은
실리콘 핀 다이오드 (EOT, ET-2020), M 2 는 CCD 레이저
빔 분석기 (Ophire, M Square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1에서 평볼록 (plano-convex) 렌즈 L1 (f = 50
mm) 과 L2 (f = 175 mm) 의 렌즈 조합으로 코어에서 나
오는 400 µm의 888 nm 빔을 Nd:YVO4 중심에 약 1400
µm의 지름으로 집속되도록 설계하였다. Nd:YVO4 결정
안에서 한 번에 흡수되지 않은 888 nm의 반도체 레이저는
곡률 반지름이 – 100 mm이고, 888 nm에 대하여 전반사
코딩되어 있는 거울 M6에 의해 반사되어 한 번 더 재흡
수되도록 하였다. 거울 M1은 1064 nm에 대하여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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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된 평면거울이다. 거울 M2와 M3는 한쪽 면은 888 nm
에 대하여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으며, 다른 면은 1064 nm
에 대하여 고반사, 888 nm에 대하여 무반사 코팅되어 있다.
거울 M4는 곡률 반지름이 – 200 mm인 오목거울이며 1064
nm에 대하여 고반사 코팅되어 있다. LBO 결정의 브루스
터 각에 의해 분리되어 나오는 355 nm 빔을 가리지 않도록
지름이 8 mm로 작게 제작하였다. 거울 M5는 1064 nm와
532 nm에 대하여 고반사 코팅된 평면거울을 사용하였다.
또한, Z-형에서 한 번 더 꺾은 공진기 (Fig. 1에서 거울 M1
– M5) 내부에 2차 고조파 발생용 결정 LBO (type I) 와 3
차 고조파 발생용 결정 LBO (type II) 두 개를 위치시켰
다. 이때 3차 고조파 결정 LBO의 한쪽 면을 브루스터 각
(57.4◦ )으로 하여 기본파인 1064 nm, 2차 고조파인 532 nm
및 3차 고조파인 355 nm의 발진 경로를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공진기를 구성하면 분리된 355 nm 레이저는 공진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출력 거울 없이 공진기 외부로 출력
되고, 레이저 시스템의 광학 코팅 및 광학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1064 nm의 Nd:YVO4 레이저는 음향광학 효과를 이용
하여 Q-스위칭시켰다. 이때 사용한 음향광학 셀 (Gooch &
Housego, 1-QS041-1.5C10G-8-HR5)은 양면이 1064 nm에
대하여 무반사 (R > 99.6 ) 코팅된 석영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20 W의 RF 신호를 걸어서 음향광학 변조시킬 수 있
다. 레이저의 편광이 Q-스위치에서 음파의 전파 방향에 수
직일 때 손실 변조 (loss modulation)는 85% 이상이다. Q스위치는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50 ◦ C로 온도를 유지하며
실험하였다.
Figure 2는 3차 고조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LBO 결정의
비선형 특성을 SNLO 프로그램 (AS-Photonics 사)으로 계
산한 결과이다. SNLO는 비선형 광학 결정에서 파장변환에
따른 편광상태, 위상정합 각, 위상속도, 군속도, 유효 비선형
계수 및 복굴절과 같은 결정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내부
공진기형 3차 고조파 발생 실험을 위한 비선형 결정은 2개의
LBO 결정을 사용하였다. LBO 결정은 기본파인 1064 nm
부터 3차 고조파인 355 nm까지 약 90% 투과해서 흡수되어
발생하는 열이 적고, 손상 문턱값이 높다. TEM00 모드,
반복률 10 Hz, 펄스폭 10 ns의 1064 nm 레이저에 대하여
연마된 LBO 결정의 손상 문턱값은 10 GW/cm2 이다. 같
은 조건에서 무반사 코팅된 LBO 결정의 손상 문턱값은 1
GW/cm2 이고, TEM00 모드, 반복률 10 Hz, 펄스폭 10 ns
의 532 nm 레이저에 대하여 무반사 코팅된 LBO 결정의
손상 문턱값은 0.5 GW/cm2 이다 [22].
2차 고조파 발생용 결정은 제1종 (type I, o+o=e) LBO
이고, 3 × 3 × 5 mm3 의 크기에 위상정합 각 (phase matching angle) 은 50 ◦ C에서 �θ = 90◦ , ϕ = 10.4◦ 이며, 양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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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Calculated phase matching angle
of the (a) type I LBO and (b) type II LBO with SNLO.

Fig. 3. (Color online) CW 1064 nm output power for
various reflectivities of output coupler versus absorbed
pumping power.

1064 nm와 532 nm에 대하여 무반사 코팅되어 있다. 3차

스위칭된 1064 nm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이후 내부 공진기

고조파 발생용 결정은 제2종 (type II, o+e=o) LBO이고,

형태의 3차 고조파 발생에 대한 실험을 할 때에는 1064 nm

3 × 3 × 20 mm3 의 크기에 위상 정합각은 50 ◦ C에서 θ�

의 출력 거울인 M4′ 를 제거하고 M3에서 160 mm 떨어진

◦

◦

= 44.0 , ϕ = 90 이며, 한쪽 면은 1064 nm와 532 nm에

곳에 M4를 위치시켰으며, M4와 M5의 거리는 150 mm이

무반사 코팅되어 있고, 다른 한쪽 면은 브루스터 각으로

다. 이때 2차 및 3차 고조파 발생용 LBO 결정들의 광학적

절단하였다. 두 개의 LBO 결정은 자체 제작한 구리에 금

길이를 고려하면 M3-M4-M5의 거리는 325 mm가 되고, cw

코팅된 결정 지지대 (crystal mount) 에 고정하였고, 결정

1064 nm를 발진시킬 때의 공진기 길이와 같다.

지지대는 서미스터 (thermistor) 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

Figure 1의 공진기 구조에서 888 nm 반도체 레이저가

50 C의 온도로 유지하였다. Figure 1에서 브루스터 각에

Nd:YVO4 를 펌핑할 때 한 번에 모두 흡수하지 못한 888 nm

의해서 분리된 532 nm (녹색선) 과 355 nm (파란선) 을 보

의 반도체 레이저를 거울 M6에 의해 두 번 흡수되도록 하였

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532 nm가 굴절이 더 많

다. 888 nm 반도체 레이저를 100 W의 출력으로 펌핑했을

이 일어난다. 이는 532 nm 이상광선 (extra-ordinary ray)

때 Nd:YVO4 를 투과한 출력은 25 W로 측정되었고, 이때

의 굴절률이 355 nm 상광선 (ordinary ray) 의 굴절률보다

흡수율은 75%이다. 이를 근거로 거울 M6에 의해 반사된

더 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Fig. 2(b) phase

25 W의 888 nm 반도체 레이저가 Nd:YVO4 에 재흡수되는
양을 계산하면 19 W가 되고, Nd:YVO4 에 흡수되는 888

velocity 부분).
Figure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진기에서 355 nm

nm의 전체적인 양은 94%가 된다.

레이저의 출력 거울이 없으며, 이는 3차 고조파 결정의 한

Figure 3은 출력 거울의 반사율이 80%, 90%, 95%일 때

면을 브루스터 각으로 절단하여 355 nm가 출력되기 때문

Nd:YVO4 에 흡수되는 888 nm의 출력에 따른 1064 nm의

이다.

출력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출력 거울의 반사율이 80%
이고, 888 nm 반도체 레이저의 출력이 78 W 즉, 레이저
결정에 흡수되는 888 nm의 출력이 72.5 W 일 때 1064 nm

III. 내부 공진기형 355 nm 자외선 레이저의
발진 특성

의 최대 출력은 23.4 W이었다. 이때 광대광 (optical-tooptical) 변환 효율은 32.5%이며 기울기 효율은 37.3%이
다. Figure 3에서와 같이 Nd:YVO4 결정에 흡수되는 출

Figure 1과 같은 공진기에서 3차 고조파를 발생시키기

력이 43 W 이상이면 광대광 변환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위하여 우선 연속 발진 (continuous wave; cw) Q-스위칭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득 매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렌즈 현

1064 nm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Figure 1에서 거울 M1과

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M2 사이의 거리는 200 mm, M2와 M3의 거리는 85 mm,
′

′

Figure 4는 레이저 결정에 흡수되는 888 nm의 출력이

M3과 M4 의 거리는 325 mm이고, M4 의 위치에는 반사율

72.5 W이고 출력 거울의 반사율이 80%, 90%, 95%일 때

이 80%, 90%, 95%인 출력 거울을 두고 cw 1064 nm 및 Q-

음향광학 Q-스위칭된 1064 nm의 출력 변화를 측정한 결과

Output Characteristics of an Intracavity 355 nm UV Laser – Dohwan Kwon · Gyu Ug Kim

387

Fig. 4. (Color online) Q-switched 1064 nm average power
for various reflectivities of output coupler versus repetition rate.
이다. 반사율이 다른 모든 출력 거울에서 반복률이 높은 60
kHz – 90 kHz 구간에서의 평균 출력은 CW 출력과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Figure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공진기 형태의 3차
고조파 발생에 대한 실험은 1064 nm의 출력이 최대일 때
즉, Nd:YVO4 결정에 흡수되는 888 nm의 출력이 72.5 W
인 곳에서 실행하였다. Figure 5는 Nd:YVO4 레이저를 40
kHz로 음향광학 Q-스위칭시킬 때 발생하는 355 nm의 펄
스열과 펄스폭을 관찰한 것으로 (a) 는 펄스열, (b) 는 단일
펄스의 모양이다. 이때 펄스의 반치폭 (FWHM) 은 약 83

Fig. 5. (Color online) Oscillogram of (a) acoustooptically Q-switched pulse train at 40 kHz and (b) Qswitched single pulse with a FWHM of 83 ns.

ns이다.
Figure 6는 1064 nm Nd:YVO4 레이저를 Q-스위칭시키
는 반복률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355 nm의 출력과 펄스
의 반치폭을 측정한 것으로 40 kHz일 때 355 nm의 출력은
6.1 W, 펄스폭은 83 ns이었다. 단일 펄스의 모양은 10 kHz
– 90 kHz 사이에서 유지되었고, 90 kHz 이상에서는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10 kHz – 40 kHz에서
Q-스위칭된 펄스폭은 75 ns에서 83 ns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 Figure 6에서와 같이 40 kHz – 90 kHz에서 반복률이
높아질 때 출력은 감소하고 펄스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구간이 Q-스위치가 최적화된 동작 구간이라고
하면 출력은 40 kHz에서 6.1 W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부터 감소하여 90 kHz에서 2.8 W로 측정되었다. 펄스
폭은 40 kHz에서 83 ns이고, 반복률이 빨라지면서 펄스폭

Fig. 6. (Color online) Dependencies of the 355 nm output power and pulse width on the Q-switching repetition
rate.

은 길어져 90 kHz에서 155 ns로 측정되었다.
Figure 1과 같은 공진기 구조의 경우 3차 고조파 발생
과정에서 기본파인 1064 nm 레이저는 2차 (532 nm) 및 3
차 고조파 (355 nm) 발생에 관여하고, 다시 공진기 내부
에서 증폭되어 지속해서 고조파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한번 발생된 2차 고조파는 3차 고조파 발생 결정에서

기본파와 결합하여 3차 고조파를 발생시키고 3차 고조파
발생 결정에 의해 외부로 출력된다. Nd:YVO4 레이저를
Q-스위칭시키지 않고 연속 동작시킬 때 355 nm의 출력은
약 100 mW, 532 nm의 출력은 약 500 mW이었다. 그러나
Nd:YVO4 레이저를 Q-스위칭시켰을 때 355 nm의 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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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a) Far-field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single-mode 355 nm laser. (a) 2-dimensional profile and (b) 3-dimensional profile.

Fig. 9. (Color online) Beam quality (M 2 ) measurement
about x-axis and y-axis of the 355 nm laser.
Fig. 7. (Color online) (a) Long term stability of the 355
nm output power for 12 hours at 40 kHz. (b) Enlarged
long term stability marked part of (a).

레이저 빔의 질 M 2 를 측정한 결과로 Mx2 = 1.150, My2 =
1.178 로 나타났다. 위의 Fig. 8과 Fig. 9의 결과로부터
Nd:YVO4 레이저 및 355 nm가 TEM00 모드의 가우시안

40 kHz에서 6.1 W, 90 kHz에서 2.8 W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532 nm의 출력은 40 kHz에서 4.1 W, 90 kHz에서 3.9
W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Q-스위칭 반복률을

형태로 발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레이저 공진기 내부의 열렌즈 현상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득 매질에 곡률을 주거나 공진기 내부에 렌즈를 삽입하

40 kHz에서 90 kHz로 변화시키면 펄스폭이 길어지고, 3차

거나 거울에 곡률을 주는 방법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고조파로의 변환 효율이 낮아져서 355 nm 출력이 낮아지는

앞으로 곡률 반지름을 가진 거울을 이용하여 열렌즈 현상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파가 2차

Figure 7(a)는 반복률이 40 kHz일 때 355 nm의 출력 변

고조파 발생용 결정에서 2차 고조파로 변환되어 발생하면서

화를 12 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이고, Fig. 7(b)는 Fig. 7(a)

기본파와 2차 고조파 사이에 어긋남 각도가 생긴다. 이렇게

에 표시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것으로 30분 동안 측정한

어긋난 상태의 기본파와 2차 고조파가 3차 고조파 발생용

355 nm의 출력 변화이다. 그 결과 355 nm의 출력은 0.55%

결정으로 입사하면 3차 고조파의 변환 효율이 낮아진다. 3

의 안정도를 보였다. 2차 및 3차 고조파 결정의 온도를 50

차 고조파의 효율적인 발생을 위해서는 어긋남 각도의 보상

◦

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

C ± 0.1 C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8(a)는 355 nm 레이저가 출력되는 브루스터각으

예정이다.

로 절단된 결정으로부터 1 m 떨어진 곳에서 355 nm의 공간
적인 세기 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2차원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8(b)는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9는 355 nm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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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808 nm보다 상대적으로 양자결손이 낮고,
열 부하를 줄일 수 있는 888 nm의 광섬유 결합된 반도체
레이저로 1064 nm Nd:YVO4 레이저를 발진시켰다. 이득
매질의 도핑 농도를 낮게 하여 펌프 출력이 보다 균일하게
흡수되도록 하였고, 결정 내부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 반도체 레이저의 동작 전류가 6 A일 때 반도체
레이저 출력은 78 W이었고, Nd:YVO4 매질에 흡수되는
888 nm 펌프광은 약 72.5 W이었다. Z-자 형태의 공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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