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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뿔 핏별



요 약 서

1. 당해년도 개발목표

· 불안정 풍진기 구조의 200 W 급 CW Nd:YAG 레이저 장치

설계， 판련 실험 및 1차 시제품 제작.

II. 기술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있는 저발산각， 고출력으로

안정된 동작을하는 CW 형 Nd:YAG 레이저의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 현재 CW 레이저가 출력변조기술로 인하여 첨두출력의 고출력화

가 달성되어 펼스형이 주로 담당하던 금속의 절단분야 까지 가능하

게 되었다.

· 따라서 국내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두께 3 mm 이내의

강판 절단파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광섬유와 로보트의 결합으로 3차

원 고품위 절단둥 부가가치가 높은 절단용 레이저 장치의 산업적 웅

용범위가 넓다.

q
j‘



• 최근 산업현장에서 부품의 고급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고품위 절단용 레이저 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있으며 이를 일

본올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도업하므로써 무역 역조 몇 기술의존도를

크게하고있다. 이러한 무역역조 개선파 기술자립올 위하여 산업

용 레이저 장치외 국산화개발이 필수적아다.

· 또한 외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유자보수 비용의 현저한 증대와

A/S 지연에 의한 생산 라인의 중단으로 언한 손실이 크며 레이저

‘국산화로 판련 부품생산 업체와 례이저 웅용장치 개발업체의 활성화

를 도모할 수있다.

III. 기술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평균출력 200 W 급 CW Nd:YAG 레이저 설계

- 저발산각， 고출력으로 안정적 동작올하는 positive br.하lch

unstable 공진기 셜계.

- 공진기내의 이득파 안정조건올 고려한 광학계 설계.

· 스위청 전원장치 개발

- cw 레이저용 스위칭 전원장치 개발.

- MQS 구조의 전력소자률 이용한 저손실 고속스위칭 기술의

산업화.

- CW 레이저용 전원장치의 주변장치 개발.

- 3상 전력제어기술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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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제품 제작

- 200W 급 레이저로 500W 급의 가공효과를 얻는 시제품.

-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된 레여저 head 제작.

- 최적 설계의 냉각구조 젤계.

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의 부품국산화 연구.

IV. 기술개발결파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불안정형 공진기 구조에서 레이저 beam quality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레이저 가공이나 광섬유 결합시 활용.

· MCT의 고속 구동기술 확보로 고효율 공진 스위청 전원장치 개

발 기반 확보.

·CW 레이저에 펄스레이저의 기술올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1차

시제품 Nd:YAG 레이저를 개발하여 특성을 조사하였고 후판절단시

CW 보다 가공특성이 탁월함올 확인.

· 제작된 펼스 변조형 cw 레이저를 광섬유와 자동 이송 장치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내구성 시험파 적용실증

시험올 수행할 예정.

· 1차 시제품에서 상업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2차 시

제품올 제작하여 산업화 기반 확충과 함께 대와전시회에 출품하여

객관적 성능을 입증 받올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여 필

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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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갚
'--

레이저가 개발된 이래 주로 자연과학적인 연구대상에서 시작하

여 차츰‘ 산업현장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생산도구로써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산엽용 레이저는 광섬유나 다판절 거울이용

범전송장치 같은 레이저빔 전달장치와 산업용 로보트와의 결합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공장자동화의 중요설비로 변하고 있으

며 아러한 산업용 레이저의 출력파 동작형돼는 다양한 산업적 용도

에 보다 적합하게 개량되고 있다.

Nd:YAG 레이저는 광성유를 통하여 대출력올 쉽게 전송할수 있

고 lamp 방전전류를 제어하는 것으로 레이저 출력을 쉽게 제어할수

있어 다양한 출력형태를 필요로하는 산업현장에서 날로 그적용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광섬유를 이용한 범전

송으로도 고속 고품위 금속절단이 가능한 출력펄스변조형 cw
Nd:YAG 레이저 장치의 개발이다.

레이저 출력펄스의 변조는 cw 레이저의 철단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며 Nd:YAG 레이저 뿔만아니라 CW C02

레이저에서 두꺼운 채료의 철단특성을 재선하기 위하여 cw 레이저

를 전기적으로 변조하는 방법올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되어

시판되는 많은 산업용 CW 레이저 장치는 이러한 펄스변초 기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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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에서는 기존의 펄스변조기능에서 첨두출력올 보다

강화한 새로운 방식의 펄스 혼합형 CW Nd:YAG 레아저를 재발하여

두꺼운 재료의 절단 가능성과 자세한 동작특성올 연구하였다.

제 2 창에서는 불안정형 Nd:YAG 레이저 공진기 설계와 특성연

구를 둥가 공진기 모텔에서 전산 수치해석하며 실제 실험장치애서

측정한 결파와 비교 분석하였다. 공진기에서 TEMoo 기본모우드의

spot 크기에 대한 전산 수치해석과 다중모우도의 빔 특성측정을 레

이저봉의 열렌즈효과를 실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대출력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고효옳 스위칭 전

원장치 개발에 관하여 최근에 전력용 스위칭 소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OS 구조 전력소차의 고속 스위청 구동회로 제작파 공진스

위칭 회로 전원장치 개발에 판하여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고첨두출력 펼스변조 CW 레이저 개밥과 관련하

여 펄스형파 CW형 모두를 비교적 적절히 반축하는 광학계를 구성

하고 출력변조를 위한 전원장치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레이저는

고챔두펄스와 cw가 동시에 혹은 각각 별도로 벌진할 수있는 새로

운 형태의 Nd:YAG 레이저이며 상세한 출력 특성올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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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쩔

양영 역 불안정형 (Positive Branch Unstable) Nd:YAG 레이저 공

진기를 모텔링하여 공진기내의 TEMo。 기판모우드의 waist 에 대한

수치해석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레이저 공찬기를 설계 제작하였

다. 래아저봉의 열렌즈 초점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범

waist에서의 TEMoo 모우드의 spot size에 대한 계산치와 실험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고반복률로 발진하는 다중모우드(multimode)의

spot size를 측정하여 beam quality factor M2
을 산출하였다. 환펀

불안정 공진기에서 얻어진 출력실험결과를 Plane-Parallel 공진기의

경우에 비교하여 그 특성을 명가하였다.

일반척으로 가공용 고출력 Nd:YAG 레이저는 높은 평균출력， 좋

윤 beam quality둥이 크게 요구된다.[2-1] 이와같은 두가지 레이저

출력 특성변수는 서로 상충되므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많이 진행되어 왔다.[2-2][2-3]

더구나 출력 빔 의 spat size, 발산각， 공간강도분포둥 레 이 저

beam quality와 관계된 출력변수는 광섬유로 레이저광율 전송시키거

나 레야저에 의한 재료가공시 가공물에서 페이저광의 power density

둥올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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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레이저의 beam Quality 측정은 주로 안정풍진기에서

동작하는 cw 및 Q 스위청된 beam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져 왔

다.[2-5][2-6] 특히 불안정형 공진기에서 고반복률로 동작하는 훨스

형 레이저의 be없n quality 측정의 예는 많지않고 최근 N. Hodgson

둥에 의해 Convex-Convex[2-7] 및， N않r-concentric[2-8]형 불안정

공진기에서 실험연구된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발진동작시 열효과에 의하여 가변하는 열

렌즈 레야저봉을 포함한 공진기에서 기본모우드의 spot size 에 대한

수치해석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레이저 가공에 알맞는 고효율의

Plano-Convex형 불안정 공진기를 절계 제작하여 춤력특성 실험올

수행하였다. 또한 레이저봉의 열렌즈 초점거리를 측정하여 계산된

레아저 변수와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고반복률로 동작하는

레이저 beam이 전파하는 임의의 두지점에서 레이저 beam의 공간강

도분포률 측정하여 spot size률 측정하였으며 A ‘E. Siegman둥야 제

안한 다중모우드 빔 전파이론[2-9]올 이용하여 다중모우드 레이저뱀

의 spot size 및 beam Quality factor M2를 산출하였다.

제 2 절 Nd:YAG 레이저 공진기 설계

1. 둥가 공진기 모텔 및 안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렌즈효파를 갖나타낼 수 었다.는 례이저봉을 포

함한 공진광학계를 그림 2-1과 같이 내부에 두꺼운 렌즈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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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 공진기로 취급하였으며 공진기 제원은 표 2-1파 같다. 그림

2-1에서 Rl파 Rz(여기서는 ∞)는 거올의 곡률 반경이므로 오목거울

인 경우 양의 값이고 볼록거울인 경우 읍의 값으로 표시한다. Ll파

L2는 양쪽거울에서 레이저봉의 주요면(principal plane)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공진기의 유효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있다.

L ’ = Ll +L2 - ( Ll . L2)/f

여기서 f 논 열렌즈의 초점거리이다. 이때 g 변수는

gl = 1 - L:?!f - L ’1R1

g2 = 1 - LI1f - L’1R2

(2-1)

(2-2.a)

(2-2.b)α

이다.

식 (2-2) 를 그림 2-2와 같이 g-diagra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초

기에 펌핑올 하지 않았슬 경우 f = ∞ 이므로 L’ = Ll+L2 이며 gl =

1-(Ll+L2)!Rl, g2=1-(Ll+L2)!R2 이 다. 본 연구에서 구성 한

Plano-Convex 공진기의 경우 Rl<O, R2 = ∞ 이므로 gl g2 >1 보다

크게되어 그림 2-2의 양명역 불안정형 공진기(Positive Branch

Unstable Resonator: PBUR)영 역 에 위 치하게 된다. Flashlamp로 펌

핑함에 따라 PBUR 위치는 공진기 거울의 곡률반경， 레이저봉의 열

렌즈 초점거라 및 공진가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직선상을 따라서 안

정공진기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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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Nd:YAG Rod

f

l
l
·-

.、 、

Principal plane
Full Mirror Half Mirror

뉴
Ll

커
1_ L2 __ I
I--~ -I

그림 2-1 열렌조 레이저봉올 포함한 양영역 불안정 공전기의 구조

표 2-1 실험에 사용된 불안정 공전기 구조

Resonator Type Rl Ll L2

PBUR I -50 em 20.2 em 15.2 em

PBUR II -30 em 20.2 em 15.2 em

Plane-Parallel Reference Resonator

- 14 -



3.00

POSITIVE- BRANCH

-3.0

1.00

-1.0 1.0

UNSTAE3LE

3191

-1.00

91*92= 1

NEGATIVE-BRANCH

-3.00

그림 2-2 공진기 g diagram

2. 공진기에서 TEMo。 기본모우드의 spot 크기 전산 수치해석

공진거 내부 기본모우드의 spot 크기(반경)는 beam quality룰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변수이다. 꽁진기에서 TEMoo 기본모우드(이

하 기본모우드라고함)의 spot 크기의 제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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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rin2 = 과- Bi 1n
• u π [1- (Aj+ Dj)2/4] “

(2-3)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k 는 1.06 urri°l 며 A,B,C,D 논 공진

기내부의 왕복 행혈요소이다. Kortz[2-10]에 의하면 열렌즈를 포함

하는 공진기에서 왕복행렬요소눈

Ai = 2 gl g2 - 1 + 2 L’gj / Ri

Bi=2gjL’

ci = Ai Bi / Di

Di = 2 gl g2 - 1 - 2 L I gj / Ri

(2-4a)

(2-4b)

(2-4c) .

(2-4d)

i = 1, 2(full and output coupling mirror) ,

로 표현된다. 여기서 beam waist에서의 spot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

하므로 Ri = ∞ 일때의 spot 크기를 (2-3)와 (2-4)식을 이용하여 정

리하면

IlrOi2= κ
-
π

[glg2 (1-gl g2 )]1/2

g j (L' / R.) 2 +g j ( 1- gl g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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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공진기표현됨올 알 수 있다. 그렴 2-3은 각각 다른로

flashlamp의 전기 업력변화애 따른 열렌즈 효파에서 기인한 기본모

우드의 spot radius률 전산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많

잃

(
를
섭
】
)
%
ω
{
(

빼g
。
υ

}
3
g
]
며
。
φ킹
}

<S

m결
정
없
를
(
{
m
용
。
}
a。
。
힐
따
』
‘

PBUR lIPBURI

• .0

。l8

Reference Resonator
(Plane-Parallel)

‘‘‘r/Q2

0.0

Q60.4

Ilf (em)

020.0

그림 2-3 레이저봉 입력 변화에 대한，출력경에서의 TEMoo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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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모우드의 beam quality

가. 레 이저 beam quality

공진기내의 ABeD rna떠x에 의한 mode 형성서 필수조건인

"self-c~nsistency" 조건올 만족하는 기본모우드는 공칸적으로 가우

시안 강도분포률 이루고 었다. 이의 퓨우리에 변환인 공간주파수(s

= 8 / }..)도 가우시안 분포를 띄고 있으며 두 분포의 J/e2 pe밟 치의

곱온 식 (2-6)과 같이 최소치를 가져며 이는 레이저 beam 전파시

볼변량이다.

2 Wo . 8 = 4 AI:π (2-6)

이때 wo는 출력측 beam waist에서의 기본모우드의 spot ra버us

이며， 8는 범발산각이다. I 식 (2-6)으로 표현된 양이 기본모우도의

be따n qu려ity factor이며 최소값을 가진다.

나. 다중모우드의 beam ‘ quality

다중모우드는 그림 2-4에서 볼수 있듯이 내부에 가상적인 기본

모우드(“embedded Gaussian beam" 이라고도 함)를 설정하여 여 기

본모우드를 기준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beam quality factor M2를 정

의한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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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ode Real Beam

/
Z

Embedded TEMoo mode Beam

그림 2-4 TEMoo 모드와 다중모드의 범 전파

M2 프 쨌‘

뼈
(2-7)

( 단， Wo=Mω0 ， 8 =Me )

따라서 M2
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본모우드에 가까운 좋은 beam

quality률 가졌다고 할수있으며 기본모우드인 경우 M 2 값은 1 이다.

한편 이 다중모우드의 전파는 다음과 같아 표현된다.

W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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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Zl, Z2 에서 다중모우드의두지점임의의(2-8) 식을 살펴보면

spot radius W(Zl), W(Z2)를 측정하면 다중모우드 beam waist (zo)에

서 의 spot radius W0 와 M2를 산출해 낼수 있슴을 알 수 있다.

법
m
l
Z
m{
‘&
M
m야

릅
。
를[

。
『 壘|

zq

」m
k
w
Q

n
n
연

n
p
룹
m
『
N
*

그렴 2-5 레이저봉의 열렌즈 거리를 측정하기 위환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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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결과 및 토악

1. 레이저봉의 열렌즈 효과측정

그림 2-5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Nd:YAG 레이저봉의 열렌즈

초점거리를 측정하였다. 탐사광은 1 mW He-Ne 레이저로써

spati려 filter에 의해 filtering한후 레이저봉의 구경크기로 확대시켰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레이저봉은 6.3 x 152rnm Nd:YAG이며，

펌핑광원은 내경 7mm, 방전길어 145mm 인 Krypton flashlarnp이다.

Pumping reflector는 장축길이 38mm, 단축길이 33mm인 타원단면

올 갖고있는 금도금 반사체이다. 탐사광의 훗점면에 위치한 목표

물은 reticle올 사용하였으며 CCD 차메라와 동시에 움칙여 탐사광의

최적 춧점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레이저봉의 열렌즈 초점거리는 lamp 와 rod 를 연결

하는 축과 수직인 촉에서 미세하게 달리 나타남을 측정할 수 있었으

나 여기에서는 탐사광의 spot 이 원형으로 가까워지는 지점올 평균

열렌즈 초점거리로 정하였다. 그림 2-6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측정

한 레이저 봉의 열렌즈 초점거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입력에 대 .

한 열초점 거리의 관계를 최소 자숭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 21 -



fb(cm) = 150.3 Pm-1.14 (2-9)

여기서 Pin 는 flashlamp 평균압력 (kW)이다. 측정한 열렌즈 초

점거리는 He-Ne 레이저 파장에서의 후초접거리(back focal length)

이며 최대 6.재W로 입력하였올때 17.2cm의 후초점거리를 얻었다.

100(E
U
)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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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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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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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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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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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aχxx) Experiment
Least Square An이ysis 티t

。

-----.::

2.0 3.0 4.0 5.0 6.0 7.0 8.0

INPUT AVERAGE POWER (kW)

그렴 2-6 업력증가에 대한 레이저봉의 열렌즈거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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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정형 공진기를 이용한 레이저 출력 및 beam quality 측정

가. 레야저 출력 및 beam qu머ity 측정 실험장치

그림 2-7은 PBUR 공진기의 레이저 출력 및 beam quality 측정

을 위한 실험장치이다. 레이저 출력은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electronic shutter 를 닫은다음 power meter (OPHIR RTlOOO)로

측정하였다. 그렴 2-8은 flashlamp 의 i명균입력올 중가시키면서 레

이저 평균출력올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8(a)는 표 1.에서 언급한 불안정 꽁진기와 버교콜 위해

구성한 plane-parallel 기준공진기의 명균출력을，나타낸 것이며， 그림

2-8(b)는 plane ‘ parallel 기준공진기의 출력올 100으로 규격화했을때

불안정 공진기의 출력올 나타낸 것이다. 그렴 2-2에서 보아 알수

있듯이 낮은 업력에서는 볼록형 전반사 거올로 인해 공진기가 불안

정 영역에 었71 때문에 cavity 내의 광자가 발산하여 mode volume

올 형성하지 옷하여 출력이 . 낮으나， 입력올 종가시키면 레이저봉이

열렌즈 현상올 일으키므로 안정팡진조건이 형성되어 6.7 kW 업력에

서는 가준 공진기에 각각 82%(PBUR IT). 9Q%(PBUR I)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출력효율은 기준공진기. PBUR I.

PBUR II 각각 3.4%. 2.6%. 2.4%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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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KG-3 Filter

강 Beam splitter
(SO/50)

~--

Dumper

4용를

x-Y Translation

Linear Array Detector

Power Meter, Dumper

Hot Mirror

Pulsed Nd:YAG
Laser with PBUR

E그

He-Ne La!>er

그림 2-7 레이저 출력 및 beam quality 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

레이저 beam quality 측정은 그렴 2-7에서 볼 수 있듯이 10 pps

이상의 고반복률로 레이저를 동작시키면서 electronic shutter를 닫고

레이저 빔을 dumper~:로 보내다가 레이저봉의 열렌즈 효과가 포화되

었올때(동작후 3-4 초후 도달) 단일 펄스를 선택하여 linea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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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b) 평면공진기에 대한 불안정 공진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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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etor(1024)로 레이저 빔의 공간강도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

였다，

150

..-、

킹 100

、-“>.....’..-(
Q。

섭
Q)
*‘
.딩 50

0

Resonator: PBUR I

Input Condition: 4.1kW, IOpps

W(Zl =88em)

W(Z2 =228cm)

r--

5 10 15 20

Vertical Axis Beam Spot Size (mm)

25

그렴 2-9 측정된 Nd:YAG레아저 밤의 공간강도분포

레 이 저 법은 ~ Hot miπor에서 투파와 반사를 함으로서 두가지

경로로 linear array detector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쪽 팔의 길이(레

이저 출력경파 detector 사이의 길이)는 잃em이고 다른쪽 팔의 길이

는 2잃em아다. 그림 2-9는 두가지 경로를 지난 레이저빔의 공간강

도분포를 측정한 대표적인 결과연데 beam spot radius W(Zl=잃em)，

W(z2=2잃em) 는 광촉에서 중앙 pe빼치의 1/e2에 해당하는 강도를

갖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중모우드의

spot radius 플 측정한다‘음 (2-7)과 (2-8)식올 이용하여 rod와 lamp

를 연결하는 수직축과 이것파 직각인 수평축에서의 wo, Wo, 에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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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 산출하였다.

그림 2-10은 끼본모우드의 spot radius에 대해 전산 수치해석을

통한 계산치와 측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론적인 계산운 레이저봉

에 대한 펌평이 균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나 실제 실험에서는 펌핑이

불균일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올것으로 판단되며， 펌핑중 flashlamp

펌평펼스 모양이 정 확한 squre pulse 가 아니므로 입력애너지 계산

에서 오차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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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범 발산각올 보측정된공진기에서2-11윤 각각의그립

불안정비해기준공진기 (plane-parallel resonator)에있다.여주고

있다.」‘T
효L
2.것올출어드는환저히법발산각이공진기에서의형

기본모우드를 중심으로레이저봉내에서공전기에서는이는 불안정형

mode volune이하는 저차횡모우드(lower-order transverse mo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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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드(higher-order transverse mode)의 발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구경크가에 의해 발산각이커지고 상대적으로 레이저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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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1 여러종류 공진기에서 고차횡모드의 범 발산

그림 2-10파 11올 이용하여 산출한 례이저 밤의 M 2 결과를 나

타낸것이 그립 2-12이 다. 따라서 각각의 팡진기에서 발진하는 래이

저 출력 beam quality는 기본모우드의 beam quality어1 비해 최고

108(P-P), 46(PBUR I), 37(PBUR IT)배 정도까지 나빠진 결과임을

찰 수 있다.

이 러 한 beam quality factor M2 는 레이저빔이 집광렌즈에의해

접광될때 춧점면에서의 beam spot 크기를 결정한다. M 2 의 값야 작

으면 작올수록 레이저빔의 춧점면에서의 spot 크까(~ 렌즈의 F‘# X

M2
)가 작아지므로 광섬유를 통한 레이저 빔의 전송이나 레이저

공시 power density를 계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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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고출력 Nd:YAG 레이저를 제착하기위해 레이저 봉의 열렌즈 효

과에 따라 달.라 지는 공진기내의 TEMoo .5!.우드의 beam waist를 수

치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렌즈 효과를 보정할 수 있

논 초기 불안정형 레이저 공진기 (PBUR)응즐 구성하여 출력 및 레이

저 beam quality factor M2를 측정하였다. 불안정형 공진기가 평

면공진기에 비해 명균출력 면에서는 떨어지나 춧점변에서의 집광도

와 판계 있논 beam quality 는 훨씬 양호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레아저 광을 다중모우드 광섬유에 업사사키거나， 레이저 l 가

공올 할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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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3 창 대출력 스위청 전원창치 개발

제 1 절 CW Nd:YAG 레이저 전원 구성

1. CW Nd:YAG 레이저 전원장치의 구성

cw형 Nd:YAG 레이저의 전원장치는 일반적으로 펼스형 보다

칸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장치의 구성은 중요변수인 부

하 즉， arc1amp 의 엄피던스와 동작전압， 전류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Arclamp는 내부가스 압력이 일반적으로

flashlamp 의 내부압력 보다 높으며 따라서 같운 크기일때 엄피던스

가 크고 trigger 시 breakdown 전합도 높다.

본연구에서는 CW mode에서 최대 평균전력 업력을 10 kW로

하고 최대 동작전압올 200V, 최대 동작전류를 50A로 제한하였다.

개략척인 전원 구성도는 그림 3-1과 같다.

똥RIES

없OSTER

PO‘JER SUPPLY

PULSE I10DULATI뻐

UNIT

μμj
INJECTION

TRIGGERING

29BU , 50A

빼써ER SUPPLV
ARC LAMP

그림 3-1 CW Nd:YAG 레이저 전원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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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V,flJA Arelamp 전원장치

Arelamp 의 전기적 임피던스는 일반저항과 꼭 ·같지논 않지만

대략 수Q 정도의 저항으로 환산하여 전원장치를 설계한다. 대부

분의 cw 용 arel없np 의 최대동작 전압，전류 영역은 200V,50A 이내

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3상 200-220V line 전원을 3

상 전파 정류한 후 step down 스위칭 전원회로를 이용하여 전류를

채어하는 방식윷 사용한다. 이때 arelamp 측 회로와 line 간의

전기적 철연문제는 변압기의 사용 유무로 구별된다.

그림 3-2는 arcl없np 전원용 200V,50A 전원장치의 구성도이다.

그립 3-2와 같은 구성의 전원장치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상용화되

어 사용되는 장치이며 본 연구의 1차적인 실혐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스위칭 전원장치는 고속 스위칭 기술을 이용하여 소형으로도

대출력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스위칭 소자보 거의 MOSFET가 사용

된다.

LINE FILTER RECTIFIER

3 LINE

꺼
뻐
했

흉짧
SWITCHING

L

D LOAD

그립 3-2 Arclamp 용 200V,50A 급 스위청 전원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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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oster 전원장치와 triggering 회로

cw 용 arclamp는 펼스용 flashlamp 보다 내부 가스압력이 높

으므로 breakdown 전압이 20kV 청도로 높으며 방전전류의 pe없 치

가 크지않으므로 series injection triggering 방법 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Series mjection triggering 방법은 펼스 레이저 전원의 경

우 방전전류 pe짧 때 injection transformer 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

실이 증가되어 실용성이 적다.

레이저 출력을 명균값의 2-3 배 정도로 변조하는 레이저 전원에

서는 펄스때의 pe밟 전류가 그다지 크지않으모로 injection

transfonner 에서의 손실올 무시하기도 하나 본 연구는 궁극적오로

cw 와 펄스의 장점올 고루 갖춘 레이저를 개발하여야 하므로

양iggering 방식은 cw 와 펄스를 모두 만족하는 parallel triggering

방삭을 태하였다.

Booster 전원장치는 펼스 회로의 simmer 전원과 유사한 기농을

가지며 arclamp 의 동적 동작접올 방전이 안정된 지점으로 유지하는

기능올 한다. Booster 전원전암은 길이 6 inch 의 arclamp 에서

1α>OV 정도이다. Booster 전원의 구성은 펄스회로의 SImmer 전

원과 같이 동작전압 영역이 높고 내부저항이 큰 전류 제한형 전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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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펄스 modulation 회로

cw 레이저의 가공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arclamp 의 방전전

류를 전기적으로 변조하여 펄스특성올 가지거} 한다. 그림 3-2 와

같은 구조의 전완회로에서는 스위청 소자씌 제어회로에서 방전전류

를 가감사켜 duty cycle 이 큰 펄스를 만촬수 있다. 3상 220V틀

정류하여 사용하는 회로에서 최대로 댈수있는 레이저 출력은

arclarnp 전압이 300V 에 도달할때가 최대이며 그값은 그다지 크지

않다. ’ 그러나 l 이정도의 값으로도 명균출력 200W 정도의 cw 레

이저에서도 챔두출력이 2-3 배로 증가되1:1 로 후판절단가공 특성이

현저히 개선된다.£3-1][3-2J[3-3] 본 연구에서는 cw 전원회로와

훨스 전원회로률 적절히 조화시켜 펼스 천두치를 기존의 방법보다

크게활 수있는 회로를 고안하였다. 관련된 상세한 실험결과는 제

4장에 기술한다.

제 2 절 MOS 구조 전력소자의 고속 스위칭 구동회로

제작및 특성

1. MOS 구조 전력소자의 스위칭 특성

MOS (Metal Oxide Semiconductor) 구조의 전력 스위칭 소자는

MOSFET(MOS Field Effect Transistor) 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MOSFET 와 bipolar transistor 가 결합된

MOSBIP(MOS Bipolar) 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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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 MCT(MOS Controlled Thyristor) 가 있다. 공통척으로

구동단자의 신호로 주전류를 on/off 할 수었으며 직류 전류에 대한

이득이 무환대이다. 업력측은 주전류량에 따라 다른 input

capacitance 를 가지며 turn on/off 시 gate 에 충/방전 전류가 흐른

다. 따라서 gate 구동회로는 고속 스위칭시 큰전류 구동이 가능

하여야 하며 스위칭 손실은 구동회로의 전류 상숭율이 클수록 줄어

든다. MOSFET 나 IGBT 의 구동 및 활용은 아미 상당히 보편

화된 상태이나 최근에 상용화된 MCT는 아직 그 특성올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

MCT 는 다른 MOS 구조의 전력소자나 개별 전력소자 보다 스

위청 회로 웅용에서 탁훨한 장점들이 있다. 첫째는 surge 전류에

대한 강도가 월둥혀 강하여 평균전류 값의 20배 이상되는 surge 전

류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둘째는 큰전류에도 순방향 전압 강하가 적

어 스위칭 손실이 적다. 이것은 같은 순방향 전압 강하시 스위청

소자내의 전류밀도 (Ncm2
) 가 MOSFET 의 1000배 여상， IGBT 나

MOSBIP 의 100배 정도이다.

MCT 의 스위칭 속도는 MOSF‘ET 와 IGBT 의 중간정도로 구

동회로를 구성하는 조건에 따라 50 kHz 이상의 고속 스위칭이 가농

하다. MC1‘ 는 이러한 특성올 최대로 이용하여 공진회로 (0전류

혹은 0전압 스위청 회로) 의 스위청 소자로 최적이다. 공진회로는

forward converter 나 bridge 회로보다 흐르는 전류의 첨두치가 큰

데 그림 3-3은 MCT 가 이러한 경우 스위칭 손질이 훨둥히 적음올

보여주는 자료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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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T 구동회로의 설계 및 제작

MCT는 P형파 N형 모두 가능하나 P형이 N형에 비하여 본질척

으로 이득이 크고 tum off 시 안전동작 영역 (SOA) 의 낮은 지점에

서 tum off 되는 특정이 있어 P형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IGBT

나 MOSFE1‘가 반도체의 특성상 고속， 대전류에 보다 유리한 N형이

주를 이루는것과 다르며 통상의 전력용 MaS 구동장치를 사용할수

없다. 기술자료를 참고한 75A, 600V 끔 MCT를 고동하기 위한

조건은 표 3-1과 같다. 그림 3-4는 표 3-1의 조건올 ;만족하기 위

하여 설계된 MCT 구동회로이다.

표 3-1 MCTV75P60E1 의 구동조건

MeT 규격 75A, 600V

Gate Capacitance 10 nF

+ Going Tum Off Voltage +18V to +25V

Turn Off Hold Voltage +10V to +20V

- Going Tum On Voltage -8V to -25V

Turn On Hold Voltage -8V to -20V

Anode Current Rise Time 200 ns

Tum a띠Off Gate Cur >2A

- 38 -



그림 3-4 MeT 구동 회로도

그림 3-4의 구동회로룰 이용하여 input capacitance 가 10nF 인

MeT (MCTV75P60El) 률 구동한 결과 파형은 그림 3-5와 갈으며

입력 펄스 파형에 대한 gate 펼스 파형의 시간적 관계는 표 3-2와

같다. 표 3-2와 그립 3-5의 결과로 보면 제작된 MCT 구동장치

는 50 따1z 이상의 고주파 스위칭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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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제작된 MCT 구동장치의 특성

Delay Time 300 ns
Rise Time 200 ns

Turn On - Going Voltage -12 V
Hold Voltage -10 V
Current 3.6 A

Delay Tinte 300 ns

Fall Time 200 ns
Turn Off + Going Voltage +15 V

Hold Voltage +12 V
Current 3.8 A ‘

ν
- --- ---. -...... - ...... -... --- ............ ... ...... - ... - ...... .. ... - .. ... .. - ...

loVIDIV

n . . ..
‘ I I I .

l
l l l ’ l

‘

2A/t!LV
’"1"1\.

‘ -
... ... . - -......... ........ ... ...... - . - - .. ... - -- ... - --

-I-

그림 3-5 제작된 MeT 구동장치의 펄스웅답 파형(Hor:lu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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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젤 공잔회로 스위칭 전원장치의 개발

l. LC 공진 스위칭 전원장치의 구성

LC 공진 스위청 전원장치는 스위청 회로에 LC 공잔올 일으켜

스위칭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까 0전류 혹은 0전압 상태에서

스위칭 되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스위청 소자에 인가되

는 전기적 stress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위칭되는 soft switching

이므로 turn on/off 시 전력손실이 거의 없는것이 특정이며 스위칭

소자의 정격특성올 최대로 활용하는 회로를 구성할수 있다.

S씨 1 켠낀

Je
c。

LOOP1

L

C

(a) 공진 스위청 회로 (b) 동자회로

그렴 3-6 공진 스위청 전원회로의 지본구성

그립 3-6은 공진 스위칭 전원회로의 기본구성과 둥가회로인데

Z쩍 는 부하의 변동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둥가 부하이다. 여기서

L 과 c 사아의 공진현상으로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가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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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이 있으며 이때 스위치 1, 2 를 교대로 on/off 하여 공진전

류의 방향을 바꾸어준다.

공진 스위칭 전원회로의 장점은 스위칭 손실을 출이는점 어외에

도 극단적인 부하변동에도 스위청 소자애 흐르는 전류가 절대치를

넘지않으며 스위칭 소자에 부가하논 snubber 회로를 깐략하게 할수

있다. Snubber 회로는 forward converter 나 bridge 회로와 같이

스위칭 소자가 hard switching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회로인데 전

력 손실도 클뿐만 아니라 회로구성에도 상당한 고가의 특수 부품들

이 소요된다.

공진 스위칭 전원회로의 단점은 유도성 부하나 용량성 부하에서

부하변동이 심하면 공진 주파수가 변할수 있고 전력제어 범위를 넓

게하기가 forward conve따r 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공진 스위칭

전원회로는 부하의 변화가 적고 소출력인 경우에 고효율로 제작할

수었다.

공진 스위청 전원회로의 스위청 소자로 과거에는 thyristor 류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thyristor 가 스위칭 전류 밀도를 높힐수 있

고 대전류 때도 순방향 전압 강하가 적은 장점을 이용하고 있다.

Thyristor 는 공진희로에 의해 0전류때 tum off 된다. 최근에논

종래의 thyristor 에서 개량된 GTO(Gate Turn Off thyristor) 와

MCT(Mos Controlled Thyristor), HCT(High Current Thyristor) 같

이 개량된 thyristor 류가 개발획어 대출력 꽁진 스위칭 전원장치의

개발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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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1‘률 이용한 주파수 변조 방식 공진스위청 전원장치

공진 스위창 전원장치는 1 cycle 당 전총되는 에너지가 거의 고

정되어 있으므로 전력제어는 일반척으로 주파수 변조법올 사용한다.

주파수 변조법온 쩔스폭 변조법어 가청주파수 이상에서 고정주파수

로 동착하므로 동작시 소음발생이 없는데 반해 동착시 가청 소용발

생이 우려되므로 inductα 나 transformer 갈이 소음올 유발하는 소

자의 epoxy molding 같은 추가작업 이 필요하다.

MCT논 앞에서 살펴 보았듯아 surge 전류에 대하여 톡별히 강

하고 대전류 때 전력 손실이 척어 공친회로. 전원장치에 가장 쩍합한

스휘청 소자로 보인다. 주파수 변조 방식 출력체어의 구성용 그

림 3-7과 같으며 주파수 변조 방식 출력제어 전용의 IC 도 개발되어

있으나 전완장치 이외의 주변장치틀과의 상호연결올 고려하여 V-F

cony맞ter 률 이용한 주파수 변조 방식.출력체어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렴 3-7에서 Cl 파 Ll 사이에서 공진이 일어나며 Ll 은 부하가

바뀌어도 자장 포화가 되지않게 雄lsfonner 를 제작하였다. Cl온

고주파 충방전이 반복되므로 capacitor 내에서 손실이 특별히 고려되

어 1600 WVAC 둥급의 me떼ired SH film capacitor 를 사용하였다.

Cl의 capacitance 는 부하상태에 따라 0.2 uF 에서 2 uF‘ 사이의 값

올 사용하였다. 그림 3-8은 그렴 3-7 MeT와 V-F conveπer를

이용한 주파수변조 방식 공잔스위칭 전원장치의 1차 전합/전류 파형

과 MeT 양단의 전압 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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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eT와 V-F converter롤 이용한 주파수 변조

방삭 풍진스위칭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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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MeT률 이용한 이용환 주파수 변조 방식

공진스위청 전원장치의 전압/전류 파행 (Hor:5u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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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와 v -F converter를 이용한 주파수 변조 방식 공진스위칭

전원장치는 본 1차적인 연구결과로 보면 공진 스위칭 전원회로의 특

성올 최대로 살린 전원장치롤 제작할수 있음올 보여주었고 이를 바

탕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특성연구가 진행펴어야 한다.

제 4 창 고 첨두출력 펄스변조 CW Nd:YAG

레이저 개발

제 1 절 서 절

고체‘ 레이저중 Nd:YAG 레이저는 산업용및 의료용의 활용에 있

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이다. 현재 웅용되고 있는

Nd:YAG 레어저의 출력 형태는 펄스형， 연속발진형， Q switch형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단일 출력 형태로는 다양한 레이저

가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어없는 형편이다. 근래에 이와같은 단점올

보완한 출력 펄스 변조형 Nd:YAG 레이저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레이저의 가공 특성을 극대화시키71

위한 출력 변조 CW Nd:YAG 레이저를 개발하여 동작특성 실험윷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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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 첩두출력 출력 변조형 Nd:YAG 레이저

구성 및 출력 특성

1. 실험장치 구성

가. 전원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 첨두출력 출력 변조형 Nd:YAG 레여저 출력

특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그립 4-1과 같은 전원장치를 구성하였

다. 연속발전 및 펄스형 레이저 발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2 개의

독립적인 전원 공굽장치를 갖추었다. 따라서 연속발진 레이저를 돔

작시킬 때는 연속발진용 전원장치만 동작시키고 펄스형 발진올 시킬

때는 먼저 연속발진 전원공급올 레이저 발진 임계치 이하로 유지시

Pulse Controller I I Ignitor

'C Powerl ...L- .....
S맹ply 1-,- \...1 C2 Boost and

CW Power Supply
Lamp

그림 4-1. 레이저 전원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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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준 다음 펄스형 전원공급장치를 동작시킨다. 펄스형 전기적 에너

지 공급은 thyristor를 중심으로한 펄스 형성 회로를 통하여 가능하

다. 연속 및 펼스형 발진을 동시에 얻으려 면， 연속발진 전원 공급을

레이저 발잔 임계치 이상으로 유지시켜준 다음 펄스형 전원공급 장

치를 동작시켜 주면 된다.

연속발진 전원공급은 펌핑랭프에 흐르는 전류로 조철하며 펄스

형 전원공급은 충전 capacitor에 가하는 전압파 펼스 반복률룰 조절

한다. 본 실험에서는 전류범위를 50A 까지 조절할 수 있고 충전전압

은 약 500V, 펄스 반복률은 50Hz 까지 가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레이저 발진장치 구성

레이저 발진장치는 레이저 펌핑 reflector 뭉치 , 레이 저 공진거

울， 공진기내 shutter 로 구성되어 었다.

레이저 펌팽 reflector 뭉치는 레아저봉， 펑핑 랩프， 냉각 jacket,

펌핑 reflector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저봉-은 1/4“ 구경， 6" 길이의

Nd:YAG 이다. 한편 연속발진과 훨스형 발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

해 본 실험에서는 2 가지 종류의 펌핑랩프를 사용하였다. 한가자는

보통 연속발진에 사용되고 었는 dc Krypton arc1amp이고 다른 한가

지는 펄스형 발진에 사용되는 Krypton flashlamp에 충전 가스 압력

을 높힌 것이다. 펌평 reflector는 금도급 타원 반사체이고 장촉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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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tnnl, 단축길이 33 mm 이다.

、 레이저공진 거울의 꺼리는 약 550 mm 이며 임계펌핑강도 및

최적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가져 반사율을 가진 출력경을 사용

하였다.

2. 출력특성 실험

가. 임계 펌팽강도 측정

실험에 사용한 펌핑램프의 특성을 알아보기위해 연속발전 레이

저 동작사 반사율변화에 따른 임계혐평강도를 측정하였다. 펌핑랩프

에 가해지는 전기적 업력은 전원공급장치에 부착된 전류 및 전압 즉

정 .71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레이저 출력은 power meter (OPHIR

1많OW and DGX)로 측정하였다.

임계펌핑강도 Pth 와 공진기 거울의 coupling 손실 R과의 관계

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P야 = k( IlnRI + lin VI) (4- 1)

여기서 k 는 비례상수， V 는 산란 및 회철 손실이다. 그림 4-2 는

출력경의 반사율올 바꿈으로서 발생하는 거올의 coupling 손실에 따

릎 임계펌핑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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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2 레이저 출력거울의 손실에 따른 임계펌핑강도

k 는 소신호 이둑올 나타내며 이것은 펌평효율과 관계었다.k 가 작

효율이 좋다. 따라서 그렴 4-2 는 연속 레아저으면 작을 수록 펌핑

발진 실험에 사용한 2 가지 종류의 펌핑 램프중 충전압력여 약간 높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윤 de arcl없np가 펌핑 효율이 더

압력고스펙트럼띠가

flashlamp에 비해 더욱 잘 일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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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실혐레이저나.펄스

얻기위해 먼저 연속적인효율올출력실험은-최대레이저펼스

발잔실험을 수펄스다음끌어올련근처까지업계펌핑강도를펌핑

이로행하였다. 따라서 펼스형 전기업력중 레이저 임계펌핑강도까지

기대할효율을발생레이저뇨::.0
:0:. '"c"'들지 않아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펄있다. 이와같이 한 이유는 일반적인 연속발진용 펌핑랩프를.",.‘
T

고려줄 수 있는 장점도 아올러형으로도 사용활 때 수명올 보호해

임계펑핑근처까지 휩평하면하었기 때운이다. 그립 4-3은 연속으로

• Flashlamp
• Arclamp

5.2 s:g
slop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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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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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3 임계 펌핑에 따른 펼스 평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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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펄스출력나타낸효율올평균출력과측정한 펼스의서

좋은휩핑효율이마찬가지로경우와연속발진의경우발진의

arel없np를 사용하였올 때 더 많은 출력올 얻올 수 있었다」 춤전전압

결과실험한사용하여arclamp를50 Hz에서반복률434 V, 펄스

입력 에너지는2 종류랩프의(이때 햄프의 피lpedance 차이 때문에

약평균출력은펄스같은 충전 전압이라도 약간 다르게 된다) 최대

효율은 5.2%에 달하였다.

레 이 저 훨스폭운 silicon phtodiode (EG&G FND 100)과 디지 탈

오실로스코프(Lecroy 9400A)를 이용하여 뜩정하였다.

32 Watt 였으며， 이때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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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4. 충전전압에 따른 레이저 펼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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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와 같이 충전전압올 올림애 따라 레이저 펄스폭이 풀어들

었으며 、햄프 충전가스 압력이 ‘낮은 flashlamp의 경우， 충전전압 290

V 시‘ 펄스폭 620 usee에 버해 충전전압 500V 일때는 펼스폭이 300

usee 정도로 졸어들었다. 따라서 펼스당 에너지면에서는 arc1amp가

효율적아지만 고압력 flashlamp는 짧은 출력펄스를 발진샤킬 수 있

으므로 첨두출력이 높다. 실제 설험결과 충전전합 500 V 에서 얻어

진 최대 첨두출혁은 arclamp의 경우 약 3 kW, flashlamp의 경우 약

3.6 kW 에 달하였다.

그림 4-5 는 펄스형 발진올 하고 있는 레이저의 출력 pattern

oscillogram 이다. 동작되는 레이저의 펼스반복률은 10 Hz 이며 이

때의 펄스폭온 300 ~sec 이다. 충전전압은 500V 이며 이때 레이저

펼스의 캠두출력은 3.6 kW에 달하였다.

Pulse Repetition Rate : 10Hz

구 • If\ j• 300llS

3.6 kW

」

그림 4-5 레 이저 출력 펄스 oscil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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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의 동시 발진 실험펄스형다. 연속 및

펄스형이상으로 조절하고엄계펌핑강도연속발전용 전원공급올

있다. 이출력을 얻윷 수레이저펄스형전원공급올 가하면 연속 및

때 연속발진의 출력올 중대시키기 위하여 랩프의 전류를 증가시키면

충전전압이 같더라도 펄인헤이로전압이 상숭하고양단간의랩프

스형 전기 업력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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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렴 4-6 연속 및 펼스형 레이저의 동서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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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6 은 랩프의 전류를 증가시키고 충전전압과 펄스 반복률

올 고정시켰올 때의 연속발진 및 펼스형 례이저의 출력 변화률 나타

낸 것이다. 고정된 충전전압파 반복률에도 불구하고 연속발진용 전

류를 중가시키면 펄스형 레어저 출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3 절 결 언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공진기 구성상 연속 및 펄스형 전원 입력

올 최대 약 7 kW 까지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펄스형 전원의 최대

입력은 장치 구성상 약 0.85 kW 정도이다. 따라서 최대입력에서의

연속발진파 펄스형 레이저 발진의 평균출랙바는 최적 출력경 반사율

을 펄스형 발진에 맞출때 약 2:1 정도이다. 그러나 가공에서 요구하

는 조건에 따라 출력경의 반사율 및 연속발잔과 펄스형 발진의 입력

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가공웅용 범위를 크재 넓힐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전전압을 올렴에 따라 펄스의 첨두출

력 크기를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 첨두출력의 특성올 살린

구명가공， 후판 금속의 고속 절단， 용접둥 과거 연속발진 레이저로서

는 한계가 있는 가공에 까지도 웅용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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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르르
'l..-

불안정 공진기를 이용한 대출력 가공용 CW Nd:YAG 레이저 장

치 개발을 위하여 불안정 공진기 구조의 beam 특성에 대한 완전한

해석올 통하여 레이저 가공이나 광섬유 전송시의 특성을 개선함과

광학적 구조 개선올 풍한 레여저 효율을 왈휠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불안청형 공진기가 명면 공진기에 비하여 명굵 출력 면에

서 다소 떨어지지만 beam quality factor 인 M2 를 측정하여 춧점면

에서 집광도를 어느정도 개선할 수있는지흡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직경이 가는 광섬유로 대출력을 전송시켜야하는 시스템에서

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된다.

전원장치 개발은 CW Nd:YAG 레이저 전원설계가 완료 되었고

특히 신소자인 MCT 를 이용한 주파수 변조 공진스위칭 전원회로를

젤계 제작하여 MCT 의 장점과 공진회로의 장점을 살란 전원장치를

구성하였다. 아 방법은 고효율로 동작될 수있어 CW Nd:YAG 레

이저 전원장치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크게 활용할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CW 레이저의 가꽁효과를 높히기 위한 펄스변조 기술개발은 당

초 복표한 명균출력 대비 2-3배의 첨두출력을 가진 펄스 변조기술에

서 더 나아가 펄스의 첨두출력파 펼스폭을 임의로 가변할 수 있는

CW 와 펄스가 합성된 새로운 형태의 Nd:YAG 레야저를 개발하여

판련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고첩두 출력의 특성을 살린 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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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 절단， 구멍가공， 용접 둥 cw 레이저로써 어려운 가공까지도

웅용범위를 넓힐수 있다.

2차년도에는 l차년도 시제훔올 상품화에 보다 접근한 2차 시제

품으로 보완하여 제작하고 부품 국산화 연구와 현장 적웅시험， 관련

웅용 연구 둥을 수행하여 자동화 부문에서 레이저의 웅용범위를 확

대 해나갈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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