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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a continuous wave,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nm Nd:YVO4 laser with two laser crystals and a double-end pump with two laser diodes. In
the continuous-wave operating mode, the output power and the slope efficiency were measured as
10.3 W and 36%, respectively, when the pumping powers of both pumping lasers were 16 W. In the
Q-switched mode, the pulse energy and the pulse width were measured as 667 ± 3.17 µJ and 23.6 ±
0.84 ns,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peak power was up to 28.8 kW. The Q-switched output
showed very stable temporal behavior. Also, we analyzed the thermal lens effects of Nd:YVO4
crystals by using the ABCD matrix method and found that the thermal lensing effect in solid-state
laser was reduced.
PACS numbers: 42.55. Rz, 42.60. Gd, 42.60.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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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레이저 결정을 사용하여 이중으로 단면 펌핑하여 전기 광학적으로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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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Nd:YVO4 결정을 사용하고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는 연속발진 및 전기 광학
적으로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의 출력특성을 조사하였다.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 입사
펌프가 동시에 각각 16 W 일 때, 연속발진 1064 nm Nd:YVO4 레이저의 출력은 10.3 W로 측정되었으며,
기울기 효율은 36%로 측정되었다. 전기 광학적으로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
및 펄스 폭은 각각 667 ± 3.17 µJ, 23.6 ± 0.84 ns 로 측정되었으며, 첨두 출력값은 28.8 kW를 가진다.
또한 시간에 따른 Q-스위치된 출력이 안정됨을 확인하였다. 열 렌즈가 포함된 공진기 구조를 ABCD 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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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행렬을 이용하여 Nd:YVO4 결정에서의 열 렌즈 효과 분석을 통해 고체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렌즈
효과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42.55. Rz, 42.60. Gd, 42.60. Lh
Keywords: 이중 단면 펌핑 고체 레이저, 전기 광학적 Q-스위칭, 열 렌즈 효과

I. 서 론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는 고체 레이저는 전체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작아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고
효율이 높고 빔 질이나 주파수 안정성이 우수하여 많은 관심
을 가져 왔다. 특히 적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작하는
네오디뮴이 도핑된 이득 매질의 레이저가 산업용, 군사용,
의료 치료용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
고 있다 [1–6]. 그 중 1064 nm 파장대의 고체 레이저는 피부
재생 및 주름 개선에 사용이 된다 [7]. 1064 nm 출력 파장을
갖는 결정 중 Nd:YVO4 결정은 Nd:YAG에 비해 808 nm
부근에서 흡수율이 높고 유도 방출 단면적이 크고 편광된
출력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체 레이저의 이득 매질로 넓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8].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는 고체 레이저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출력을 높이게 될 때 이득 매질에서 발생하는
열 렌즈 효과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는 문제와 이득 매질이
손상 되어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열 렌즈
효과를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공진기 내에 Faraday 회전판
이나 λ/4 판을 삽입하거나 [9], 보상용 렌즈 삽입과 레이저
이득 매질을 균일하게 냉각하거나 지그재그 공진기 또는
불안정 공진기를 구성하는 방법 [10]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상할 수 있다. 열 렌즈 효과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 개의
이득 매질을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양쪽에서 단면 펌
핑 하는 방법 [11]과 두 개의 이득 매질을 각각 두 대씩 총
네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 하는 방법 [12,13] 등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능동형 Q-스위치는 수동형 Q-스위치보다 반복률 조절이
용이하다. 능동형 Q-스위치에는 음향 광학적 Q-스위치와
전기 광학적 Q-스위치가 있다. 반복률이 20 kHz 일 때,
음향 광학적 Q-스위치는 펄스 폭이 65 ns [14]와 110 ns [15]
등의 결과를 가지는 반면에 전기 광학적 Q-스위치는 10 ns
[16] 정도로 짧은 펄스 폭을 가지며, 높은 펄스 에너지, 높은
피크 파워를 가진다 [17].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Nd:YVO4 결정을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여 연속발진 및 전기 광학적 Q-스
위치된 1064 nm 레이저의 출력특성을 한 개의 Nd:YVO4
결정과 한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한 경우와 비
교하였으며, ABCD 광선 전파행렬을 통해 레이저 이득 매
질에서의 열 렌즈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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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of
1064 nm Nd:YVO4 laser and (b)
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TFP : Thin Film Polarizer, QWP :

(a) continuous wave
electro-optically QPC : Pockels Cell,
Quarter Wave Plate

II. 실험 장치 구성
Figure 1은 두 개의 Nd:YVO4 결정을 두 대의 레이저 다
이오드로 각각 단면 펌핑하는 1064 nm Nd:YVO4 레이저로
(a) 는 연속발진 레이저 출력을 얻는 공진기 구조이고, (b)
는 전기 광학적 Q-스위치를 통한 펄스 출력을 얻는 공진기
구조이다.
펌핑 레이저로 사용한 LD1 은 BWT사의 레이저 다이오드
제품 (DS3-41322-111) 으로써 808 nm 에서 최대 출력 100
W 까지 동작 가능하며, 코어 지름이 200 µm 이고 수치구경
(Numerical Aperture, NA) 이 0.22인 광섬유를 통해 초점
거리가 50 mm 인 비구면렌즈에 결합하여 레이저 이득 매
질인 Nd:YVO4 결정에 집속하였다. 또 다른 펌핑 레이저인
LD2 는 LOSYN사의 레이저 다이오드 제품(LDC-050DTF)
으로써 808 nm 에서 최대 50 W 까지 동작 가능하며, 코어
지름이 200 µm 이고, 수치 구경이 0.22 인 광섬유를 통해
초점거리가 72.25 mm 인 비구면 렌즈에 결합하여 레이저
이득 매질인 Nd:YVO4 결정에 집속하였다.
레이저 이득 매질 중 하나는 단면이 4×4 mm2 이고, 길
이가 20 mm인 직육면체로 Nd3+ 가 0.3 at.%로 도핑된 acut Nd:YVO4 결정이며, 또 다른 결정은 단면은 동일하지
만 길이가 10 mm 이고, Nd3+ 가 0.2 at.%로 도핑된 a-cut
Nd:YVO4 결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두 이득 매질 모두 양
면에 808 nm 와 1064 nm에 대해 무반사 (Anti-Reflection,

392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4, April 2020

AR) 코팅을 하여 808 nm 에 흡수 광도를 높게 하고, 1064
nm에 대해 잘 투과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득 매질의 열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듐 포일으로 감싸고, 황동으로
제작된 마운트에 장착하고, 황동 마운트의 온도를 ±0.1 ◦ C
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열전 냉각기 (TE-cooler) 위에 위치하
여 온도 조절기를 활용하여 20 ◦ C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M1 은 평면 거울로 입사각이 0°인 펌핑 레이저의 파장인
808 nm 에 대해서는 높은 투과율(High Transmission, HT,
T > 90%) 을 가지고, 1064 nm 에 대해서는 높은 반사율
(High Reflection, HR, R > 99.5%) 을 가지게 코팅되었
다. M2 는 입사각이 45°일 때 808 nm 에 대해서는 높은
투과율 (T > 90%) 을 가지고, 1064 nm 에 대해서는 높은
반사율 (R > 99%) 을 가지게 코팅 되었다. M3 는 1064 nm
에 대한 출력 거울로 투과율 10%인 평면 거울이다. 또한
L1 , L2 , L3 , L4 및 L5 는 광학소자 간의 거리로 각각 13 mm,
80 mm, 14 mm, 85 mm 및 110 mm 이다.
이 실험에서는 전기 광학적 Q-스위치 방법 중에서
PC(Pockels Cell) 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Q-스위칭이 되
는 On Q-스위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기 광학적 Q-스
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PC(Pockels cell), TFP(Thin Film
Polarizer) 및 QWP(Quater Wave Plate) 을 공진기 내에
삽입 해야 한다. TFP는 얇은 편광기로써 P-편광은 투과
(T > 95%) 하고, S-편광은 반사 (R > 98%) 한다. 사용
한 PC는 QIOPTIQ사의 Pockels cell(CPC 10 SG) 으로
KD*P결정이며, 전압을 3.2 kV 를 인가하였을 때 λ/4 위
상지연을 발생시킨다. 또한 외부에서 Q-스위치 되는 펄스
반복률 (Pulse Repetition Rate, P.R.R) 을 입력해주기 위
해 SRS(Stanford Research System)사의 펄스 지연 발생기
(DG535 Digital Delay/Pulse-delay Generator) 를 사용하
여 펄스 반복률을 조절하였다. QWP는 λ/4 위상지연판
이다.
실험으로 얻은 레이저의 평균출력은 Molectron사의 파
워 센서 (PM10) 와 파워미터 (Power meter 5100) 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펄스 폭은 Electro-Optics Tech. Inc.
사의 InGaAs PIN 검출기 (ET-3000, rise time 175 ps) 와
LeCroy사의 오실로스코프 (WaveSurfer 64Xc, bandwidth
: 600 MHz, 2.5GS/s) 로 측정을 하였다. 또한 펄스 에너지
는 Genctec사의 에너지미터(CA/MACH6)을 사용하였다.

Fig. 2. (Color online) Dependence of calculated laser
mode radius at each Nd:YVO4 crystal on the incident
pump power.
TEM00 모드 반지름을 계산한 것이다. 열 렌즈 효과를 고려
한 ABCD 광선 전파행렬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Nd:YVO4
의 열 초점거리는 다음과 같다 [11].
(
)
πKc ωp2
1
(1)
fth =
Pth (dn/dt) 1 − exp(−αl)
이득 매질이 Nd:YVO4 인 경우 Kc 는 이득 매질의 열전
도율로 Kc = 5.1 W/m·K 이며, dn/dt 는 굴절률의 온도계
수로 dn/dt=2.7×10−6 K−1 이다. λp 가 입사 펌프 빔 파장,
λ 가 발진 레이저의 파장이고, Pabs 는 레이저 매질에 흡수
되는 파워 일 때, 입사 펌프 빔 파워가 열로 변환된 파워
Pth = (1 − λp /λ)Pabs 이다. l 은 이득 매질의 길이를 나타
낸다. [11].
ωp 는 CCD(Charge-Coupled Device) 를 이용해 측정한
이득 매질 내에서 펌프 빔의 평균 반경으로 120 µm 이다.
α 는 두 개의 이득 매질의 흡수율을 각각 측정하여 구한 흡
수계수로써 길이가 20 mm이고 농도가 0.3 at.%인 이득 매
질은 3.37 cm−1 이고, 10 mm이고 농도가 0.2 at.%인 이득
매질은 2.53 cm−1 이다.
길이가 20 mm와 10 mm 인 Nd:YVO4 각각 중앙에서의
ABCD 광선 전파행렬을 Eq. (2) 와 Eq. (3) 으로 계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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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진기 분석 및 실험 결과
[

Figure 2는 Fig. 1의 공진기 구조에 대해 열 렌즈 효
과를 고려한 ABCD 광선 전파행렬을 사용하여 두 개의
Nd:YVO4 에서의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른 1064 n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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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fth1 , fth2 는 Eq. (1) 을 이용해 구한 길이가 20 mm
와 10 mm Nd:YVO4 의 열 초점거리이다. R1 과 R3 는 각각
M1 과 M3 의 곡률이고, L1 과 L2 는 광학 소자간의 거리이고
Ls 는 L3 , L4 및 L5 의 합이다.
Eq. (2)와 (3)으로 구한 ABCD 광선 전파행렬을 이용하
여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대한 이득 매질 내에서의 TEM00
모드 반지름은 [18]
√
λ|B|
√
ω=
(4)
π 1 − [(A + D)/2]2
으로 구할 수 있다.
Figure 2로부터 입사 펌프 빔 파워가 20 W 이상 일 때
각각 Nd:YVO4 결정 내에서의 TEM00 모드 반지름이 급격
하게 증가하면서 공진기가 불안정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입사 펌프 빔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 매질에서 발생한
열 렌즈 효과로 인해 열 초점거리가 짧아져 출력 손실 및
안정성 저하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펌프 빔
파워를 한 개의 이득 매질에 한 대의 다이오드로 펌핑하는
경우 보다 두 개의 이득 매질에 두 대의 다이오드로 나누어
펌핑하는 경우가 각각 이득 매질에서 열 렌즈 효과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안정성 감소와 빔 질의 저하 현상 없이 높은
레이저의 출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결정의 안전을 위하여 입사 펌프 빔 파워를 16 W 까지만
올려 펌핑하였다.
Figure 3 는 Fig. 1-(a) 의 공진기 구조에서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른 연속발진 1064 nm 출력 파워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LD1 과 LD2 를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켰을
때와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대한 연
속발진 1064 nm 의 출력 파워를 나타내었다. LD1 과 LD2
를 각각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측정된 연속발진 1064 nm
Nd:YVO4 레이저의 출력 파워는 각각 6.5 W 및 3 W로
측정되었으며, LD1 과 LD2 를 동시에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얻은 출력 파워는 10.3 W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LD1 과
LD2 를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켰을 때의 출력 파워의 합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의 출력 파워를 비교하면 동시에 작동
시켰을 때의 출력 파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의
출력에 대한 기울기 효율은 36%로 측정되었다.
Figure 4 에는 Fig. 1-(b) 의 공진기 구조로 바꾸어 전기
광학 효과를 이용한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
저의 펄스 출력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펄스 반복률을 10 Hz
로 고정한 상태에서 LD1 과 LD2 를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
켰을 때와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대한
펄스 출력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LD1 와 LD2 를 각각 8 W
–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측정된 펄스 출력 에너지는 110
– 460 µJ 및 220 – 460 µJ로 측정되었고, LD1 과 LD2 를

Fig. 3. (Color online) Laser output power versus incident
pump power for continuous wave 1064 nm Nd:YVO4
laser under three different pumping conditions.

Fig. 4. (Color online) Output pulse energy versus incident pump power for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under three different pumping conditions. Pulse repetition rate is 10 Hz.
동시에 8 W –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465 – 1050 µJ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LD1 과 LD2 를 동시에 작동시켜 펌프
빔을 입사시켰을 때가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켰을 때의 펄스
출력 에너지의 합보다 더 높은 에너지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는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른 Q-스위치된 펄스
반복률 변화에 대한 출력 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펄스 반
복률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전기
광학적 Q-스위칭을 위하여 PC에 가해주는 펄스 폭은 330
ns 이며, 펄스 지연 발생기를 이용하여 펄스 폭을 변화시켜
주어도 펄스 출력 에너지는 거의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6은 LD1 과 LD2 를 동시에 작동시켜 10 W로 펌
핑 하였을 때 Q-스위칭 펄스 반복률에 따른 펄스 에너지와
평균 출력 파워를 나타내었다. 100 Hz – 900 Hz 일 때 펄스
에너지는 662 – 612 µJ, 평균 출력 파워는 0.08 W – 0.71
W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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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Output pulse energy versus pulse
repetition rate for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at different incident pump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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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The pulse width versus pulse
repetition rate for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The powers of the two pump laser
diodes are both 10 W.

Fig. 6. (Color online) Dependence of pulse energy (●)
and average output power (▲) of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on the pulse repetition
rate. The powers of two pump laser diodes are both 10
W.
Figure 7에는 LD1 과 LD2 를 동시에 작동시켜 10 W로
펌핑 하였을 때 Q-스위칭 펄스 반복률에 따른 펄스 폭을
나타내었다. 펄스 반복률이 10 Hz – 900 Hz 일 때 펄스
폭은 22.4 ns – 24.8 ns 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오차를 고려
하고 평균 23.6 ns, 표준편차 0.84 ns 이므로 거의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8은 LD1 과 LD2 를 동시에 작동시켜 10 W로 펌핑
하고, 펄스 반복률이 500 Hz 일 때 전기 광학적 Q-스위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의 펄스열은 (a) 로 나타내고,
펄스 폭이 22.8 ns 로 측정된 단일 펄스 모습을 (b) 로 나
타냈으며, 측정은 InGaAs PIN 검출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매우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펄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Figure 9는 출력되는 펄스에너지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LD1 과 LD2 를 동시에 작동시켜 10 W로 펌핑 하고,

Fig. 8. (Color online) (a) Oscilloscope trace of electrooptically Q-switched pulse train and (b) single pulse
shape at 500 Hz

펄스 반복률이 10 Hz 일 때, 전기 광학적 Q-스위치된 1064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by the Double-End · · · – Gwang Ryeol Park et al.

Fig. 9. (Color online) Variation of pulse energy over time
for electro-optically Q-switched 1064 nm Nd:YVO4 laser.
Pulse repetition rate is 10 Hz.
nm Nd:YVO4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를 10분 동안 측정하
였다. 그 결과 펄스 에너지는 평균 667 µJ, 표준편차가 3.17
µJ 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펄스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공진기
구조를 가진 레이저로써 광음향 이미징 시스템 및 의료용
레이저 광원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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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다이오드 모두 10 W로 펌핑 하고 펄스 반복률이 10
Hz 일 때, 첨두 출력값은 28.8 kW 이고, 10분 동안 펄스 에
너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667 µJ, 표준편차 3.17 µJ 로 출력
펄스 에너지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
음향 이미징 시스템 및 의료용 레이저 광원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두 개의 이득 매질을 두 대의 레이저 다이
오드로 단면 펌핑한 1064 nm Nd:YVO4 레이저는 한 개의
이득 매질을 한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한 레이
저보다 더욱 높은 출력 및 펄스 에너지가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넓은 출력 에너지 범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두 개의 이득 매질을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단면
펌핑하는 방법은 고체 레이저에서 열렌즈 효과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양자결손 (quantum
defect) 이 좀 더 작은 다른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 다이오
드와 레이저 공진기 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해 길이가 긴
한 개의 이득매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IV. 결론 및 논의
두 개의 Nd:YVO4 결정을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각각 단면 펌핑하여 연속발진 및 전기 광학적으로 Q-스위
치된 1064 nm Nd:YVO4 레이저의 출력특성을 조사하였다.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라 두 개의 이득 매질에서의 TEM00
모드 반지름을 ABCD 광선 전파행렬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입사 펌프 빔 파워가 20 W 이상에서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레이저 이득 매질의 열 렌즈 초점거리가 짧아져 공진기가
불안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른 연속발진 1064 nm 의 출력
파워는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
켜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각각 6.5 W 와 3 W로 측정되
었으며,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동시에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10.3 W로 측정되었고, 이때 기울기 효율은 36%
로 나타났다.
PC, TFP, QWP를 공진기 내부에 추가로 배치하여 전기
광학적 Q-스위치하여 입사 펌프 빔 파워에 따른 출력에너지,
펄스 반복률 변화에 따른 출력 에너지와 펄스 폭을 측정하
였다.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각각 단독으로 작동시켜
16 W로 펌핑 하고, 펄스 반복률이 10 Hz 일 때 460 µJ로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동시에
작동시켜 16 W로 펌핑 하였을 때 1050 µJ로 측정되었다.
두 대의 레이저 다이오드 모두 10 W로 펌핑 할 때 펄스
반복률 변화에 따른 출력에너지는 일정하게 측정되었으며,
펄스 폭은 평균 23.6 ns, 표준편차가 0.84 ns 이므로 측정
오차를 고려했을 때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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