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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quantum cascade laser (QCL) has been spotlighted as a next-generation light
source in the mid-infrared region because of its increase in optical power due to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However, the optical power of a single QCL is limited by the

self-heating effect. Therefore, high-efficiency beam combination technology is essential to achieve a
high-power mid-IR laser.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a simple and effective beam combination
method that can be used for QCLs in the 3.85 – 4.15 µm wavelength region. We achieved a
high 89.0% efficiency by combining three QCLs using flat mirrors.

In addition, we adjusted

the divergence angles of the fast axis and the slow axis equally for easy application in various
wavelength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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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외선 양자 다단계 레이저의 고효율 빔 결합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광특성
비교
곽지윤 · 박영호 · 조수형∗
한화시스템, 성남 13524, 대한민국
(2020년 11월 27일 받음, 2021년 2월 1일 수정본 받음, 2021년 2월 2일 게재 확정)

최근 양자 다단계 레이저는 제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출력이 증가하여 중적외선 영역에서
차세대 레이저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단일 양자 다단계 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 QCL) 의
출력은 자기 가열효과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고출력 중적외선 레이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빔 결합
기술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한 빔 결합 방식이 고려 되어야한다.
본 논문은 3.85 – 4.15 µm 파장 대역을 갖는 QCL 의 간단하고 효율적인 빔결합 방식에 대하여
보고한다. 평면 거울을 이용하여 3개의 QCL을 빔 결합한 결과, 89.0%의 높은 결합 효율을 달성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빠른 축과 느린 축의 발산각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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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적외선 파장 영역은 가스 감지, 환경 계측, 분광 분석,
자유 공간 통신 등 민수 분야뿐만 아니라 중적외선 카메라의
대즐링, 적외선 기반 유도미사일의 기만장비 등 군수 분야
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출력의 소형 광원이 요구되고 있다. 중적외선 파
장의 광원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스 레이
저, 고체레이저, 비선형성을 이용한 파장변환 광원, 광섬유
레이저 등이 있다 [1,2]. 그 중에서도 양자 다단계 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 QCL) 가 소형, 경량이며, 전기
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특성을 지녀 중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소형, 고출력 광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3,4].
QCL은 밴드간 전이를 이용하는 일반 반도체 레이저 다
이오드와는 달리 전도대 내의 부밴드 사이의 전이를 이용
한다 [5–7]. 이 원리는 높은 전자광 변환 효율을 달성하지만
장치에 열이 축적되어 광출력 향상이 제한된다. 3 – 5 µm
파장대역의 QCL의 최대 평균 출력은 5 W, 8 – 12 µm 파장
대역의 QCL의 최대 평균 출력은 1 W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8]. 때문에 고출력 QCL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빔 결합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9,10].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위한 빔 결합 기술 중 가장 대
표적인 방식은 회절격자를 이용한 빔 결합 방식이며, 빔
결합 효율이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11–16]. 그러나
회절격자의 특성상 레이저 간 파장이 달라야 하며, 정렬이
어렵고, 고비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파장영역을 가지는 레이저 간 결합을 수행 할 때는 회절
소자를 이용한 빔 결합 방식이 아닌 다른 빔 결합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파장의 3개의 중적외선
QCL을 고효율 빔 결합하기 위한 단순한 빔 결합 방식을 시
뮬레이션하고 결합된 QCL 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Color online) LightTools simulation of the experimental scheme. (a)The scheme structure. (b) A beam
image of near field. (c)beam image of far field.
원통형 렌즈 3개를 적용하여 빠른 축 방향으로 빔을 압축
한다. 이때 원통형 렌즈들은 4 µm 파장 대역에서 98.8%의
투과율을 가지는 실리콘 렌즈로 입력하였으며, 거울들은 4
µm 파장 대역에서 98.2%의 반사율을 가지는 금으로 코팅
된 용융 실리카 (Fused Silica) 거울로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 된 근거리장 (near field) 및 원거리장 (far
field) 빔 모양은 각각 Fig. 1(b) 와 1(c)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출력 위치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부터 3개의
빔이 겹쳐지며, 약 10 m 지점부터는 1개의 광원과 유사한
빔형상을 가진다. 이때 결합된 빔들간의 간격은 2.6 mm
이며, 결합된 빔의 빠른축 발산각은 4.8 mrad, 느린축 발
산각은 4.9 mrad으로 분석되었다. 렌즈 투과율과 거울의
반사율을 고려하여 분석된 빔 결합 효율은 90.7%이다.

II. 본 론
2. QCL 특성
1. 시뮬레이션
Figure 1은 본 실험에서 적용한 빔 결합 광학계를 LightTools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각 QCL들은 3 mm ×
2 mm 크기의 타원형 빔을 발생시키며, 빠른 축 (fast axis)
발산각은 3.3 mrad, 느린 축(slow axis) 발산각은 4.9 mrad
으로 입력하였다. 각 QCL들은 서로 4 mm의 높이 차이를
가지며 각각 거울에 반사되어 빠른 축 방향으로 인접한 빔
과 4 mm의 간격을 유지하며 평행하도록 정렬된다. 그 후

빔 결합을 위한 QCL은 파장 3.85 – 4.15 µm, 최대 평
균출력 1 W, 반복률 100 Hz, 펄스폭 20 ns 을 발생시키는
MirSense사의 제품이 적용되었다. QCL이 장착되는 기판
의 온도를 25 ◦ C로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열전 냉각 소자
(ThermoElectric Cooler) 와 팬을 이용한 공냉 방식을 적
용하였다. Figure 2는 단일 QCL에서 발생한 빔의 모양을
보여준다. QCL 빔의 발산각은 1.95 – 4.25 µm의 파장영
역에서 반응하는 적외선 FPA(Focal Plane Array)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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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beam shape obtained from a
single Q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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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The beam shape obtained from
combined three QCLs.

적용된 초점거리 1.2 m의 시준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렌즈 또는 미러로 시준된 빔의 발산각은 아래 식으로 계산
된다.
Θ(rad) = d(m)/f (m)

(1)

이때 d 는 초점거리에서의 빔의 지름, f 는 렌즈 또는 미러
의 초점거리를 의미한다. 측정된 각 QCL들의 빠른축 빔
지름은 3.84 mm, 3.48 mm, 3.60 mm이며, 느린축 빔 지름
은 5.88 mm, 6.12 mm, 5.64 mm이다. 이로부터 계산된 각
QCL들의 빠른축 발산각은 3.2 mrad, 2.9 mrad, 3.0 mrad
이며, 느린축 발산각은 4.9 mrad, 5.1 mrad, 4.7 mrad이다.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3은 최종 출력 위치에서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결합된 빔의 측정한 형상이다. 각 빔의 중심 사이의 간격이
2.4 mm 임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면 0.2
mm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각 QCL 간의 정렬오차,
QCL들의 광축과 렌즈들 간의 정렬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약 10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빔의 형
상을 측정하면 단일 빔과 동일한 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각 레이저 간의 수직/수평 정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ure 4는 시준기로 결합된 빔의 형상을 측정한 결과이
다. 빠른 축 빔 크기는 5.39 mm, 느린 축 빔 크기는 5.66
mm이며, 식 (1)로 계산된 빠른 축 발산각은 4.49 mrad, 느

Fig. 4. (Color online) The beam shape obtained by 1.2
m collimator.
린축 발산각은 4.72 mrad 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비 빠른
축 발산각은 0.31 mrad, 느린 축 발산각은 0.08 mrad의 오
차값을 가진다. 느린 축 대비 빠른 축 발산각의 오차값이 큰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각 QCL의 빠른 축 발산각의
값 대비 실제 측정된 빠른 축 발산각의 값이 작아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5는 각 QCL들의 전류에 따른 평균 출력과 빔
결합 후의 평균 출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확한 출력
측정을 위하여 QCL 동작 후 1분 이후에 5분 동안의 평균
출력을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측정 시 각 레이저 평균출
력의 흔들림은 1% 이내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최대
빔 결합 효율은 89.0%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비 빔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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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 빔들은 빠른축 방향으로 2.4 mm의 간격을 가지며 최
대 89.0%의 빔 결합 효율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회절격자를 적용한 빔 결합 방식에 비하여 정렬이 용이하고
쉽게 높은 빔 결합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빔들을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며, 중적외선 QCL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시스템에도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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