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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1. 題 目

Nd:YAG 레이저의 pumping reflector 國塵化 開發

n. 짧究의 텀的 및 重要性

본 연구의 1 차년도에서는 최근 수년간 국내 산업분야에서 'I지속적인 활

용 중대를 보여주고 있는 Ncl:YAG 레 이저의 pumping reflector를 국산 개

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효울적인 펌핑올 이루71 위하여 관련

된 고체 레이저 펌핑 기술올 연구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산업적 용용온 여러 분야에서 첨단 자통화 기술둥파

결합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도 예

외 없이 원전연료의 부품가콩， 원자로 전열관의 고장수리를 위한 sleeve 용

접가공， 원전연료의 사용후 재처리를 위한 레이저 가공동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률 더하고 았다. 당 연구팀에서는 1986 년 월전연료의 space grid

용접가공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가공용- Nd:YAG 레이저를 연구개발하게 되

었고 1992 년부터 상품화를 시도하여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된 Nd:YAG 레

이저 가공기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상당한 청도의 기술료를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환경이 품질 및 가격 경쟁시대

로 돌입합에 따라 고도의 기술올 갖춘 선진국 제품과 저가격올 무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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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충국 및 러시아 제품들의 공세로 기능상에서는 수준급에 와있는 당 연

구팀의 제품뜰이 원가절감 및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핵심 부품의 국산 71술

개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레이저보다 펌핑효용울 크게 개

선한 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와 같이 차세대형의 레이저 개발도 시

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궈l도로 진입하고 있는 국

산 레이저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만간 도래할 차세대형 레이처의 기

술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게발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III. 짧究의 內容 및 範圍

가. Pumping Reflector 국산개발

1) 금도금 타원형 pumping reflector 및 diffuse reflector 개발

• 고강도 펌핑 광원(대부분 자외선)에서 견디는 재질 분석

• 도금 물질과 도금 방법의 최적화 연구

•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평평 광원，전달‘효율 측정

• 도금된 reflector의 반사융 분광 스팩트렴 측정

• 동급 외국 제품과의 출력 비교

2) Diode laser purn야d solid state laser 기술 연구

• 펌핑 광원 설계

‘ 종 펌핑 빛 횡 펌핑 광학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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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 펌핑 기술 연구

• 펌핑 전원장치 셜계

• 이종 펌핑에 의한 레이저 출력특성 실험

IV. 짧究 結果 빛 活用에 대한 建議

가. 연구 개발 결과

. 레 이저 pumping reflector (gold, 세라믹 pumping reflector) 자체 개발

- 연속발진 레아저를 이용한 출력 특성 따악

- 레 이 저 빔 질(beam Quality) 측정

. Diode laser pumping 기술 연구

- diode laser 를 이용한 펌핑 광학계 셜계

- diode laser 전원 공급장치 설계

. 이종 펌핑 기술 개발

- 새로운 펌평 방법에 의하여 연속， 펄스형 연속과 펄스형 동시둥으

로 발진하는 레이저 펌핑기술 개발

나. 활용에 대한 건의

l 차년도의 연구 결과물인 pumping reflector의 경제성이 탁월하여 기

존의 상용화된 Nd:YAG 레이저 장치에 장착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되어 관

련 기업체의 기술야전 요구시 효과적으로 활용활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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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율적인 펌핑 방법으로 이미 입중된 diode laser를 이용한 pumping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레이저 펌핑관련 기술이 국제적인 수

준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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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Localization of the Pumping Reflector for a Nd:YAG Laser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aper

Recently, Nd:YAG laser has been used widely in industrial materials

processing, medicine, and basic research, etc. in this country. According

to this demands,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 high power Nd:YAG

laser had been carried out during last few years. The pumping reflector

is one of the core parts of this Nd:YAG laser. For the first year plan of

this program, the pumping reflectors, which are gold plated reflector and

ceramic diffuse reflector, of Nd:YAG laser have been localized. The

pumping technology for the solid state laser with the diode laser was

also investigated.

Nd:YAG laser coupled with automatic manipulator is used in many

nuclear fields. These include the laser welding of space grid of nuclear

fuel assembly, the sleeve welding of the heat exchanger tubes of the

steam generator, and laser processing of post-irradiated nuclear fue l, etc.

This group had proceed the commercialization of Nd:YAG laser since

1986 and this project was completed in 1992. But, more efforts to reduce

the price of developed Nd:YAG laser have to be mag.e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se can be achieved by localization of

pumping parts and developing new pumping technology such as diode

laser pumping techniqu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Localization of pumping reflector

1) development of gold plated elliptical reflector and diffuse reflector

· Material analysis of pumping reflector for high-power ultraviolet

pump source

· Optimization study for the materials and method of gold plating

· Measurement of energy transfer of pumping source according to

the pumping geometry

· Investigation of reflection spectrum of gold plated reflector

· Comparison of laser output with different reflectors

2) Study of diode PUll!동d solid state laser

· Design of pumping optics

· Design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al pumping system

3) Invest핑ation of pumping technology for a mixed laser output

· Design of pumping power supply

· Measurement of laser output by the mixed p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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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Results

· Localization of pmnpin당 reflector (gold plated an ceramic reflectors)

‘ Comparison of laser outputs with different reflectors

- Evaluation of laser beam quality

· Design of the diode laser pumping technique

- Design of pumping optics

- Design of diode laser power supply

· Investigation of pumping technology for a mixed laser output

- Development of cw, pulsed, and mixed laser by new pumping

technique

Proposal for Application

A gold plated and a ceramic reflectors for Nd:YAG pumping have

been developed. The laser output perfomances with these reflectors have

been investigated. Developed reflectors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our commercialized Nd:YAG laser succesfully because of its higher

perfonnances in laser output and low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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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제 1 절 서 셜

1970 년대 초반 고출력 레이저가 개발되고 캠차적으로 내구성 있는 산업

용 레이처가 상품화 되면서 레이저 가공온 산업분야에서 절단， 용접， 열처리，

구멍가공I marking 둥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륙히 ‘80 년

대 이후 양적 질척 성장올 거듭하여 오늘날 생산 현장에서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올 다하고 있다. 특히 생산 공청의 자동화에 의환 생산성 향상과 고부

가 가치의 신제품 개발에 섬셰하고 정밀한 가공이 요구됨에 따라 고출력， 다

가능의 레이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레이저 가공에는 주로 C02 레이저와 Nd:YAG 레이저가 이용되고 있으

며 각각의 복성올 살려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앵역이 구분되고 있다. C02 레

이저는 파장이 10 Urn의 적외선으로 금속에서의 반사도가 커서 파장 1 um

인 Nd:YAG 레이저에 비해 불리하나 평균 출력이 수 KW 급까지 상용화되

어 있어 두꺼운 철판풍의 절단이나 열처리 풍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Nd:YAG 레이저는 평균 출력이 1 KW 급이 최근에 상품화되고 있고， pulse

형외 경우 10 KW 이상의 청두 출력야 가농하여 정밀 구멍가공에 있어 유리

하며 앓온 금속판의‘ 정멀 용접이나 절단에 주로 이용되고 있논데 점차척으

로 평균출력이 높은 체품이 상품화됨에 따라 활용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임곰의 노동집약척 산업형태에서 기술집약쩍인 r자동화의

산업형태로 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레이처를 이용한 산업척r용용이 활기를

띠고 있다. °1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훤전연료후품의

레이저 용첩과제를 시작한 이래로 4-5 년동안 국산 Nd:YAG 레이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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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평균출력 250W 첩두출력 10 kW 의 펄

스형 가꽁용 레이저와 평균출력 150W 의료용 Nd:YAG 레이저의 국산 상품

화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최근에 국내 산업현창에서 기술적 우위에 의한 경쟁력확보의 당면과제가

대두됨에 따라 산업용 레이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의 레이저 가공기 시장에서 당 연구소의 상용제품과 외국제품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구소 상용제품의 경쟁력올 유지하거 위한

원가절감이 요구되고 있고 당연구소 상용제품의 부품중 극소수 수입제품(예

를 틀어 레이저 펌핑 reflector둥)의 국산대체의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따

라서 본 과제에서는 고체레이저 펌핑 reflector 의 자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한편 기존의 flashlamp 펌핑 Nd:YAG 레이저의 단점(열 문제， 내구성，

크기 퉁)올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가

선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며 중， 저출력에서는

flashlamp pumping Nd:YAG 레 이저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량 생산에 의한 펌핑 광원인 diode 레이저의 제조 단

가가 더욱 낮아지면 기존의 레이저를 대체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

와같은 국내 외 여건올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diode laser 를 이용한 펌핑

기술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한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수요

도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보통의 고체레이저의 통작방법은 연속발진이거나

펄스형 발진이 대부분이다. 어와 같은 단일 출력 형태를 갖는 레이저의 가공

범위는- 한계가 있흐므로 다양한 가공올 단일 레이저로 가능하게 하가 위해

서는 다양한 출력 형태를 갖는 레이저가 휠요하다. 이와같은 추세에 맞추어

본 과제에서는 레이저 출력이 연속이거나 혹은 펼스형이거나 혹은 연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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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스형 레이저가 혼합된 레이저의 펌핑기술융 연구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2 장에서 레이저 펌핑기술에 대한 기술적 현황올 고

찰해 보았고 3, 4, 5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험 결과를 밝혔으며 마

지막으로 6 장에서 본 과체의 1 차년도 수행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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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固體 레 이저 펌핑 技術

제 1 절 레이저의 동작 빛 펌평 reflector 의 역할

1. 레이저의 동작 원리

레이저의 기본 개념은 양자역학적으로 설정된 두 에너지 준위 1, 2 사이

의 유도 홉수 및 방출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어떤 주어진 재료(고체 레이저

의 경우 레야저 봉에 해당)의 임의의 두 에너지 준위 1 과 2 를 생각하고

NI , Nz 를 각각의 준위의 population density 라 하자. 광자속(photon flux)

F 에 해당하는 강도를 가지는 평면파가 그 재료 내에서 z 방향으로 진행한

다면， 그림 2-1 의 빗금친 영역에서 유도 방출 빛 홉수 과정을 롱하여 일어

나는 광자속의 단위 변화는 아래와 같다.

<iF ::: oF(N2-N1)dz (2-1)

F F+ dF

젠\/ -AJ댄-

dz
、

그립 2-1 매질올 지나는 광자속의 크기 변화

(Element change in the Photon Flux traveling through the material)

식 (2-1) 에서 N2 > N1 이면 재료가 광 중폭기로 작용함올 알 수 있고 N2

< Nl 이면 광 홉수기로 작용함올 얄 수 있다.

fl‘
q
ι



레이저 발진기 내의 재료는 광중폭기 상태로 존재해야하며 N2 > N1 언

경우 재료는 밀도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중폭기로부터 레이저

발진기를 만툴기 위해서는 일시에 유도 전이에 의한 다}량의 레아저 광올 방

출하기위해 어떠한 엄계치를 넘는 이득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

건은 그립 2-2 와 같이 멀도 반전올 여루고 있는 재료의 양쪽에 공진 거울

을 위치시킴으로 가농하게 된다.

햄I빼購輪맨

μ\ ;•

및렛 깎핍
셈
래

i"

그립 2-2 레아저 개략도

(Scheme of a laser)

이 경우에 거울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 전자파는 두 거울 사이

륨 반복하여 왕복하게되고 이 재료를 퉁과하는 매 경로마다 중폭된다. 두

거울중 하나가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졌다면 이 방향으로 중폭된 레이

저가 발진하게 된다. 레이저의 발진에 필요한 조건인 매질의 멀도 반전은

여러가지 방법올 통하여 이룰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광 펌핑과

전기 방전에 의한 펌팽 방법이다. 고체 레이저의 펌핑 방법은 flashlamp

방전에 의한 광 .펌핑 방법과 diode laser 에 의한 방법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들에 관하여만 논의하겠다.

n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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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빔의 Quality

l 항에서 발생한 레이저에 대해 가공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변수

는 레여저빔의 quality 이다. 레이저 범의 quality 는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공진기 구조 및 펌핑 구조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공진기 구조

와 레 이 저 빔 quality 관계를 고찰한다.

일반적오로 가공용 고출력 Nd:YAG 레이저는 높은 평균출력， 좋은

beam Quality 퉁이 크게 요구된다 [2- 1] 이와같은 두가지 레이저 출력 특성

변수는 서로 상충되묘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은 어렵지만 이에 관한 연구

는 여러 연구팀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2-2J-!2-3] 더구나 출혁 빔의 Spot

SIze, 발산각， 공간 강도 분포둥 레이저 beam qu머ity 와 관계된 출혁 변수는

광섬유로 레이저팡올 전송시키거나 레이저에 의한 재료 가공시 가공물에서

꽤이저광의 power density퉁올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2-4]

가. 공진기에서 TEMo。 기본 모우드의 spot 크키 전산 수치해석

공진기 내부 기본 모우드의 spot 크기(반경)는 beam qu머ity 를 예측하

는데 필수적인 변수이다. 공진기에서 TEMo。 기본 모우드(이하 기본 모우드

라고 함)의 spot 크기의 제곱온

VJl; n2 = A Bi
‘ -= --
O π [ 1 - (A i +D j 2/4] 1/2

(2-2)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k 는 1.06 um이며 A,B,C,D 는 공진기 내부

nJ9
ι



의 왕복
공진기에서열 렌즈륭 포합하는KOrtzI2-5J 의하면행렬요소이다.

왕복 행렬 요소는

(2-3a)Ai = 2 gl g2 - 1 + 2 L'gJ / Ri

(2-3b)Bi = 2 gJ L'

(2-3c)

(2-3(1)

C = Ai Bi /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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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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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UR II

Reference Resonator
(Plane-Par외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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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출력경에서의 TEMoo 모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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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므

일때의 spot 크기를 (2-2)와 (2-3)식올 이용하여 정리하면

spot 크키를 아는 것이여기서 beam waist 에서의로 표현된다.

로 Ri = ∞

(2-4)
[ glg2 (1-gl g2)] 1/2

gj(L’ / RJ2 +gi(1-g1g2)
'irT 2_
yyo i

로 표현됨올 알 수 .있다. 그림 2-3은 각각 다른 공진기 구조에서 flashlamp

spot기인한 기본 모우드외렌즈 효과에서

radius 블 천산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열전기 업력 변화에 따른의

나. 다중 모우드의 beam quality

(1) 레 이저 beam quality

조건인필수형성시mode의한matrix어lABeD내의공진기

조건올 만족하는 기본 모우드는 공간적으로 가우시 안 강

퓨우리에 변환인

"self-consistency"

공간주파수(s = 8 / A)도아의도 분포를 이루고 있다.

가우시안 분포를 띄고 있으며 두 분포의 1/e2 peak 치의 곱은 식 (2-5)과 같

이 최소치를 가지며 이는 레이저 beam 전파시 불변량이다.

(2-5)2 wo . 8 = 4 AI:π

기본 모우드의 spot radius 이

양이 기본 모우드의

‘

Wo 는 출력측 beam waist 에서의이때

beam표현된

F
[

니

n
ι

(2-5)로

quality factor 여며 최소값올 가친다.

식발산각이다.범"'
τ:며 8



(2) 다중 모우드의 beam Quality

다종 모우드는 그림 2-4에서 볼수 있듯이 내부에 가상적인 기본 모우

드(“embedded Gaussian beam" 이라고도 함)를 설정하여 이 기본 모우드를

기준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beam quality factor Ml를 청의한다 l강bJ

Multimode Real Beam

/

Wo

b

Embedded TEMoo mode Beam

그립 2-4 TEMoo 모드와 다중모드의 빔 전파

M - W6@
=강[강 (2-6)

( 단， ij{) =Mμ)0 ' θ = M8 ).

Z

따라서 M
2 가 작으면 작올수록 기본 모우드에 가까운 좋은 beam q뻐ity

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 모우드인 경우 M2 값은 1 이다. 한편 이
다중 보우드의 전파는 -다읍과 같야 표현된다.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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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 = 쩌{I 十I M ;짧zo) ] }l/2 (2-7)

(2-7) 식올 살펴보면 엄의의 두 지점 Zl , Z2 에서 다중 모우드의 beam spot

radius W(Zl) , W(Z2) 를 측정하면 다중 모우드 beam waist (zo) 에서의 spot

radius Wo 와 M2 를 산출해낼 수 있음올 알 수 었다.

3. Pumping reflector 에 의한 광 펌평 방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척인 고체 레이저의 펌핑 방법은 그림 2-5

에서 볼 수 있는 flashlamp 의 빛올 펌핑 reflector 에 의해 반사시킨 다음·

레이저 봉에 집광사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i

’
야-----’

’

2a

2c

r ‘h
u--,

‘‘
!,‘‘‘‘

1
/‘

그림 2-5 휩핑 reflector에 의한 펌핑 과정

(Pumping Process by a Pumping Reflector)

이때 펌핑 reflector 의 효율용 flashlamp 에서 발생한 펌핑 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레이저 봉에 전달되어 레어저 발진에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달라

지게 된다.

꺼“



제 2 절 펌팽 reflector 의 종류 및 특성

펌핑 reflector 의 종류는 그 특성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거울형 펌핑 reflector 와 diffuse 펑핑 reflector로 나눌 수 있다.

1. 거울형 펌핑 reflector

거올형 reflector 는 그립 2-5의 반사면이 거울처럽 되어있으며 반사면

구조가 타원 형태를 띠고있다. 따라서 flashlamp 와 레이저 봉어 그 타원

의 양 춧점에 위치하여 펌핑 광이 레이저 봉에 집광될 수 았도록 한다. 이

때 혐핑 효올은 타원 반사면의 반사올 타원의 기하학적 크기 즉 이십율

(eccentricity), 레 이 저 봉과 flashlarnp 의 구경비에 의하여 결청된다. 한편

reflector 의 내구성은 반사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총류 및 도금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거울형 reflector 의 장점은 반사면이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어 있어 고

출력 발전어 가농하게하는 강한 펌평 광에서도 비교적 뛰어난 내구성을 갖

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펌핑 reflector의 집광성 때문에 레아저 봉에 국부

적인 펌핑 불균일 현상올 초래하여 결과적오로 발진한 레이저 출력의 공간

강도분포에 있어서 “h.ot spot" 풍의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2. diffuse 펌핑 reflector

diffuse reflector 는 그림 2-5의 반사면이 펌핑 광울 산란시킬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 반사체 내부 공간에 균일한 펌핑 광올 유지시키며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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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옳을 최대로 하여 반사체 표변에서의 홉수 손실을 최소로 만드는 방

법이다. 이때의 펌핑 효율은 반사체의 반사율에 주로 화우되며 내구성은

발생하는 열올 원활히 방출할 수 있는 재질에 좌우된다· diffuse reflector

의 장점은 반사면에서 펌핑 광올 산란시켜 반사체로 뜰러싸인 공동<Cavity)

내부에 펌핑 광을 균일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봉으로의 펌핑 균

일성이 거옳형 reflector 에 비해 월동히 좋다. 따라서 출력 법의 공간적

강도 분포가 요동이 작아 좋온 빔 질올 유지시켜준다. 다만 거울형에 비해

펌핑 효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강한 펌핑 팡애 의해 발생

하는 열올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재질이 혼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제 3 절 펌핑 reflector 의 제작 기술

펑팽 reflector 제작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은 거울형과 diffuse 에 있어

각각 다르다. 거올형 reflector는 반사체의 도금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며 diffuse 은 반사체의 재철이 가장 중요한 거술적 내용이 된다. 여기서

는 먼저 거울형 펌핑 reflector와 도금과 판련한 내용올 먼저 거술한다.

1. 거울형 펌핑 reflector 의 제작과청

Flashlamp 의 빛올 레이저 봉에 집속서키는 펌핑 reflector 는 단위면적

당 수백 W 이상의 입력 에너지에 견디는 재질이어야 하고， 또한 flashlamp

빛에 대한 반사옳이 높은 채질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급속 가공성이

좋은 황동 또는 순도 높은 구리제품에 반사율이 높은 금이나 은올 도끔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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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핑 reflector 의 도금

펌핑 reflector 의 반사도는 레이처 출력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반사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eflector 의 기본 재질인 구리 (copper) 모재에 니켈

올 먼저 도금한 후 금도금올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금 방법 및 선정

사유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표 2-1 은 펌핑 reflector 에 기본적오로

요구되는 도금 사양야다.

Table 2-1 Pumping reflector 의 도금 사양

(Sepecifications of Pumping Reflector)

항 묵 E-g1 섬

Base Material ASTM # C10200

Oxigen-free Copper

Gold 도금 루깨 4um 이상

Nikel 도급 두께 10 뼈 이상

표면 조도 7.9 x 10 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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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도금

일반척으로 금도금이 도금의 역사 증 가창 낀것으로 기록 되어었다.

레이저 벌진 71의 reflector 는 빛 반사윷이 가농한 한 높아야 한다. 그립

2-6올 금， 용 및 rhodium 에 대한 것으로 은의 반사율이 모든 빛의 파장에

서 매우 높다. 그러나 은도굽이 펌핑 reflector 애 사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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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금， 은 빛 rhodium 의 반사울

(Reflectiviψ of Gold I Silver and Rhodium)

대기중에서 높은 에너지 벌도로 안하여 내구성이 낮다. 그러므로 대기

중에서 안정한 금도금올 하논 방식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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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에서와 같이 금도금온 자외선 부분에서는 반사율이 떨어지나

척외선 부분에서는 반사율이 거의 은도금과 같은 반사율올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reflector 에서는 금도금올 사용한다.

또한 금의 일반적인 물성 특성은 표 2-2, 와 표 2-3 와 같다.

Table 2-2 금의 물리적 특성

(Physical Pro않rties of G어d)

항 도-급1 톨-i1 성

Atomic number 79

Atomic weight 196.67

Naturally occurring isotop 197

Crystal structure Face centered αJbic

Closest approach of atoms 2.88 A

Density 19.3 cc/g - atom

Melting po끄lt 1063 degree

Boiling point 2970 degree

Latent heat of vaporisation 41.5 cal/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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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금의 열적 륙성 

(Thermal Properties of Gold)

황 료...，포 혹 섬

Specific heat O. 031 cal/g;PC ( 20°C )

Coeff. of linear expansion 0.0000114/°C (O-100oC)

Thermal ∞nductivity 0.71 cgs units (20°C)

Table 2-4 금도금 물질의 ;성도

(Hardness of Electroplated Golds)

합 보「 금 합유율 ( x ) Hardness (따애 )

Ultra-pure 99.99 45 - 48

Cobalt-gold 99.6 - 99.9 200 - 245

Nil<el-gold 99.9 130 - 140

Nil<el-gold 99.8 140 - 160

Nil<el'-gold 99.5 200 - 260

Silver-gold 95 11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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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맞게

이유로일반적￡로 금의 순도가 높올 경우 경도가 떨어진다. 이런

및 공업용에 사용하는 도끔방식은 도금의 성분유지 및 사용 용도에 그
디

성분에 따금도금의성분올 유지하여야 한다. 표 2-4 에서는

르는 도금경도애 대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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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금시 base 금속에 따른 내구수명 변화

(A Guide to Gold Plating Shelf Life for three Basis Metals)

그림 2‘ 7

특히그러나가능하다.도곰이금속에모든거의일반적으로금도금은

二그
n이유로서이와같은상태플 유지한다.매우 좋은 도금니켈， 구리， 온에는

도금한후그또는 은풍올 먼저기본 모재에 니켈， 구리도급올 하는 부위의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다.금도금올 하는 것이위에

내구성에 대하여경우하였올금도금올몰체에3 가지에는2-7그림

하였올 경추 같은 두께에금도금올보면 냐켈위에표시한 도표이다. 여기서

있으며，

있음올 알

/‘T알

재질에서도 hard 24 K gold 가 가장 좋은 내구성올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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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금과 결합력이 우수한 나켈올 중간재료로 선택

하고 았으며 모재는 불순풀이 적온 순수한 구리를 사용한다.

Table 2-5 전기도금의 장단점

(Comparison of Electrolytic Plating)

장 접

1. 액의 보충만으로 계속 사용 가능

2. 무전해 도금에 비해 월가가 절갑

3. 액의 control 이 쉽 다.

단 점

1. Edge 부분 및 나사뿌분어1 균밀한

도금미 되지 않는다.

2. 무전해 도금에 비해 월가가 절감

3. 파이프와 같은 구조에는 보조

양국이 필요하다.

4. 전위전극의 차이가 많은경우

도금이 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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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켈 도금

니켈도금은 일반적으로 전기도금과 무전해 도금요로 나눌 수 었다. 일

반적인 전기도금은 많은 실용화가 이루어 졌으나 무전해 도금은 현재 실용

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아다. 이와같은 무전해 도금온 니켈도금이 실용

화 된후 동， 코발트， 크롬， 아연， 주석， 금， 파라륨 둥 전기도금에서 할 수 있

는 거의 모든 금속올 도금할 수 었으나 아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용화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니켈외 전기도금과

무전해 도금의 장단점은 표 2-5, 표 2-6과 같다.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의 무전해 방식의 도금방식

과 전기 도금 방식의 차이정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번 reflector의 도금에

는 전기 도금방식올 선돼하여 사용한다.

나. Reflector 외 도금과정

우선 기계 가공된 무산소 구리의 reflector어1 기본척인 방식인 니첼 도

금올 한후， 나켈도금 위에 곰도금올 하는 방법으로 전체도금올 한다. 이때

사용된 니켈 및 금도금올 하는 방법은 표 2-7과 같은 방법올 사용 한다. 여

기서 모채와 니켈과의 보다 단단한 결합올 위하여 니켈도금후 3-4 시간안

에 전체를 열처리한다.

도금후 열처리를 하는 목적은 첫째 도금표면의 경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툴째 모제와 도금금속의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 stress를 풀어 줌

으로서 모재와 도금금속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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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무전해 도금의 창단점

(Comparison of Electroless Plating)

장 접

1. 구조가 복잡환 )\계부붐에 사용

2.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정밀부품

3. 협상에 관계없이 균일한 도금흥율

얻울 수 있다.

4. Pin hole 01적어 내식성이 우수.

5. 비굽속에도 도금이 가능하다.

/

단 점

1. 전기도급에 비해 원가가 많이

든다.

2. 시약의 재생 및 연속도금이 어렵다

3. 액의 control 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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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장점으로 도금 후 열처리를 하며， 열처리 방법은 전기로를 이

용하여 400 °C 에서 500 °C 사이로 약 2 시간청도 가열한 후， 전겨로 내에

서 서서히 냉각 시킴으로서 도금 stress를 풀어 안정시킨다. 또한 도금 중에

도금의 전류 방향을 바꿈으로서 도금물질이 한쪽 방향으로 밀착되는 것올

방지한다.

니켈 도금 후의 금도금은 표 4-7 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2 가지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째 단계인 strike 단계는 수용액의 상태가 PH : 3.5 - 4.5

에서 전류밀도가 1 - 2 ASD 정도로 약 10 - 30 초간 강하게 도금올 한

다.

여렇게 니켈면에 강하게 도금한 후에 10 번째 단계인 정상척인 도금을

한다. 정상적인 도금은 수조의 온도를 37.4 °C 에서 54.4 °C 로 유지하면서

PH 를 4.2 - 4.7 로 만든다. 도금의 두께는 도금시간에 비례하며，

Amp!hour meter 로 도금의 두쩨를 추정한다. 이형게 만틀어진 reflector

는 열처리를 한 후애 도금의 상태를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도금 과정올 이용하여 펌핑 reflector 에 도끔올 진행하면

reflector의 내구성올 더욱 높힐 수 있다.

2. diffuse 펌핑 reflector 제작 기술

diffuse 펌평 reflector 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질선정이 가장 중요

하다. 현재 여러 선진외국 레이저 제조회사에서 레이처 협핑 reflector 로

diffuse 올 사용하고 았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외국회사 제품올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저출력급에서는 고체 폴리머 계열의

- 38-



Table 2-7 Ni-Au 도금 과청

(Ni-Au Plating Process)

Plating process Make - up

1 Soak- clean Electro-cleaner

2. Rinse ---

3. Electro-polishing Activator-85

4. Rinse ---

CuS04 + 5 없O

5 Cu-plating H2SO4
α..sO(FB Copper Brightener)

6 R뇨lse ---

Technic Ni-Sulfate
7 Ni-plating Ni녁표lloride

Boric Acid
WS Brightener
V-1? Antipit

8. R끄lse ---

Orosene B 전도염

9. Au-strike ’ Brightener
’ Add. #1
’ Add. #2

P.G.C

10 Au-plating I ’

11 Drag-out rinse ---

12 Hot D. I ri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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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Spectra10n의 파장에 대한 반사융

( Reflectance of Spectralon vs. wavelength)

Wavelength (μm)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 .400
2.500

-40 -

Reflectance SRS·99

.973

.984

.991

.991

.992

.992

.991

.991

.993

.993

.992

.993

.991

.992

.992

.988

.989

.981

.976

.953

.973

.972

.955

.960



diffuse reflector가 고출력급에서는 소결된 세라믹 diffuse reflector 가

사용되고 있다.

가. 고체 폴리 머 계 열의 diffuse reflector

고체 폴리 머 재질의 diffuse reflector 는 미국의 Labsphere, Kigre, LMI,

Kentek 풍의 회사에서 개발하였다.

1) Labsphere }..}

먼저 Labsphere 사에서 개발한 명칭운 Spectralon 이다. 표 2-8 에서

이 Spectralon의 파장에 대한 반사용올 표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펌핑

반사체의 재질로서 250 nrn - 2500 nm 에 걸쳐서 비교적 균일하게 좋은 반

사올올 가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사율의 좋온 특성과 달리 Spectralon 윤 표 2-9에서 알 수 있

듯이 열에는 약하여 섭써 약 400도에서 분해되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고출

력용￡로는 적합하지 않다.

2) Kigre .At

Kigre 사에서도 Labsphere 사와 비슷한 /Ichemically inert material" 로

만들어진 diffuse reflector를 선보이고 있다. 그중 FE series 라고 명 명 된

reflector는 비교적 높은 (약 4 kW input)입력을 허용하여 레이저 출력이

lOO-180W 급에 해당하는 효옳올 그립 2-8 및 2-9에서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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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Spectralon의 물질적 특성

( Typical Properties of Spectralon)

ASTM or
UL test Pro이‘pe밝rty Spectralon

Physical

D570 Water absorhpkhon, <0.01
24h,1/8-in. thk (%)

Mechanical

D638 Tensile strength 2000·3000
(pSI)

D785 Hardness, Rockwell, 20·30
Shore D

Thermal

Thermal stability to 350°C
(decomposes at 40

C177 Thermal conductivity 1:7
(Btu.m.lhr_ft2-OF)

D696 Coef of thermaI exFp)ans|0n 5.5-8.4
(1 0.5 In.lin.-。

UL 94 Flammability rating v-a

Electrical

0149 Dielectric st「e1n/g8I·h (V/mIl) 500-600
Short time.1/8·in. thk

0150 Dielectric constant 2.1
at 1kHz

Optical

D542 Refractive Index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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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Power of Pulsed Nd:YAG vs. Inpu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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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써라믹 계열의 diffuse reflector

세라믹 계열 diffuse reflecto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온도에서의 내구성

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출력 레아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회사에서

사용중에 있요며 그중에서 미국 L~11 회사제품올 소개한다‘

1) LMI 사

여러가지 모델의 diffuse reflector 가 있으며 그중 그립 2-10에서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LMI 1520 series 이다.

그림 2-10 LMI 1520 ceramic diffuse reflector

(LMI 1520 Ceramic Diffuse Reflector)

-45 ~



이러한 세라믹 reflector 는 그립 2-11과 같은 반사율올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른 Nc1:YAG 레이저 출력은 그림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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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세라믹 reflector의 파장에 따륜 반사율

<Reflectance of Ceramic Diffuse Reflector vs.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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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Nd:YAG 레이저 출력

(Output Energy vs. Inpu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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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 언

이상과 같이 여랴종류의 레이저 펌핑 reflector의 역할 및 구조， 제작기술

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에 레이저의 펌핑 reflector 는 출력효율(보통

3-5 %) 및 출력빔 quality 향상의 중요한 부분드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독점적 기술올 갖고있는 외국회사의 reflector 가격도 보통

$1 ,000-2,000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연구소에서 상

용화한 Nd:YAG 레이처 가공기의 경쟁력올 단계적오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현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펑평 reflector 의 국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꺼쉰



제 4 절 Diode laser pumped solid state laser 技術

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이하 DPSSL 이라고 약칭함)란 평평 광

원으로 diode laser 를 사용하는 고채 레 이자(주로 Nd:YAG)를 말한다. 간단

하게 말한다면 기존의 flashlamp pumped 고체레이저의 flashl때p를 diode

laser로 교체한 것이다.

Flashlamp는 방전시 넓올 대역의 빛아 발생하므로 한정적인 레이저 홉

수대역(O.6-0.8~m)올 갖는 Nd:YAG레이저봉에의 펌핑효율이 낮다. 따라서 레

이저봉에서 필요없는 열이 많이 발생하게되고 이에 따라 부가적인 냉각장치

가 필요하게 된다. 뿔만아니라 출력효율이 낮기(3-5%)때문에 정도이상의 거

대한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한 단점이 았다.

이에 반하여 펌핑용 diode laser는 자체 출력효율이 높고 또한 Nd:YAG

레이저봉의 주홉수 대역에 해당하는 레이저 파장(808nm)을 발생시킬 수 있

으므로 레이저봉에서의 열발생올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flashlamp의 수명은 수백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diode laser의 수명윤

이것보마 최소 10 배 이상이므로 장시간 중단없이 레이저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펌핑용 diode laser

Flashlamp pumped 고체 레이저의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과학자

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800-900nm 근처의 파장올 갖는 LED t+ diode

laser 가 훌륭한 고체레이저의 pumpmg source가 될 수 있올 것으로 생각하

여 왔다. 근래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초기의 낮은 효율에 머물러 있던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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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가 고효율 diode laser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DPSSL에 대한 기

술발전도 큰 진전올 이루게 되었다.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된 diode laser는 epitaxially-growing 된 GaAlAs

laser로서 높은효융과 낮은 문턱치를 갖기위해 다중 양자우물 구조(multiple

quantum well structure)를 하고있다. 이러한 device에서 발생하는 출력윤

연속발진올 하기도하고 펄스동작올 하기도 하는데 대략 10-100 watt/em of

active medium 의 출력올 발진시킨다. 레이저의 선폭은 800nm 에서 5nm

여내이며 전기적인 효윷은 약 50%에 달하고 있어 고출력 고체레이저 펌핑

팡원으로서 이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2. Diode laser 펌핑 기술

Diode laser를 이용한 례이져 펌핑방법에는 크게 총펌핑 방법과 횡펌핑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종펌핑 방법

종펌핑 방법은 그램 2-13의 a. 처럽 diode laser 를 레이저 광축방향으로

펌핑하는 방법이다. 보통 single emmited diode laser 나 작온 diode laser

array를 특수 광학계를 이용하여 레이저봉에 집광시킨다. 이방법의 커다란

장점은 여기시키는 레이저봉의 부워가 레이저 공진에 휠요한 mode volume

과 공간적으로 잘 겹치게 할 수 있으므로 펌핑효율이 높고 레이저의 기본모

드 (fundamental mode)로 발진시키는데 유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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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Diode laser 휩프 레이저외 개략도

(Schematic design for diode-pumped solid state laser)

이러한 종펌핑 방법으로 약 50% 이상의 펌프광이 레이저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종펌핑 방법의 출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한된다고 활 수

았다‘[2-7) 첫째， 레이저 다이오드 따ay에서 발친하는 펌프광올 레아처 공친모

드의 횡단면에 효과적으로 집광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펌프광

에 의해 여기되는 착은 공친 mode volume 에서 래이저 출력￡로 전환되지

않는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심한 광학적 불균형올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와같온 왜곡은 레이저빔의 quality 를 크게 떨어뜨리며 이러한 왜곡의 보정

온 매우 어렵다. 야러한 종펌핑 방법으로 얼어질수 있는 레이저 명균 출력은

수 Watt 청도이며 Steve C. Tidwell et al.12
-
8J 동은 그림 2-14 와 같은 종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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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방법으로 평균출력 15 Watt 의 DPSSL 올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대출

력 보다는 소규모 출력의 용용에만 펌프광 전환효윷이 좋은 종펌핑 방법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1'..:1 VAG ROO
6 3S mm dla • 7 5 mm
ARAR@8‘onm 1064 nm Lenqlh -50 em

디

김
c。“CAVE 때RROA
R.' 1 m
HR@ l064nm \LENS

’· ’5mm
AR@81Qnm

ROO LENS
2mm Cl,a
UNCOATED

CONCAVE MI., :;'OA
R" 11m
97"1. rell @ 100301 nm

그렴 2-14 총펌핑 DPSSL 의 구조

( Schematic design of longitudinal pwnped DPSSL)

나. 횡펌핑 방법

종펌핑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펌핑 방법이 그림 2-13의

b, c 에서 볼 수 있는 횡펌팽 방법이다. 실제로 Flashlamp 펌핑 레이저에서

고출력 레이저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레이저 봉이나 레이저 slab 풍의

펌핑에 이용된다. 그리고 slab 래이저 펌핑에는 그림 2-15 와 같이 팡섬유를

이용하여 펌평하는 방법도 있다.

1
i

t
나



i• _J -I •’
←7ι<-μoι%ιιTfι- 를

8

•뉴커
l ι껴 l
}• -W---I

그림 2-15 광섬유와 다이오드 레이저 bank를 이용한

횡펌핑 방법

<Schematic of fiber-coupled diode laser pumped slab laser)

횡펌핑 레이저의 출력의 크기는 active medium 의 길야를 크게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 Kasinski et al. [2-9) 퉁은 그림 2-16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펄스당 1 Joule와 출력올 얻은바 있다. 또한 L. Holder et aL[2-10)

퉁은 횡펌핑 Q-switched slab 례이저를 이용하여 펄스당 1 Joule의 출력올

얻은바 있다. 형펌핑 방법중에 직육면체의 Nd:YAG bulk 에 그립 2-17과 같

은 방법으로 펌핑할 수 있는데[2-1 1] 이러한 방법으로 펌핑하여 구성한 공진겨

를 Tightly folded resonator(TFL) 라고 부르며 횡펌핑으로서는 출력 효슐이

높은(최고 약 50%) 것이 특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LLNL 에서는 횡펌핑 방

법을 이용하여 펼스 및 CW 레이저 출력이 100 W 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에 평균출력 수 kW 굽의 DPSSL의 플현도 기대되

고 있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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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6 횡펌핑 구조

( Transverse Diode Pumping Geom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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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언

DPSSL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레이저 분야로 기폰의 flashlamp

pumped 고체레이저의 중，저출력 분야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좋온 빔

quality 빛 고출력올 이루기 위하여 종펌핑， 횡펌핑퉁 여러작도에서 다각적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종펌핑의 경우에는 레이저봉에 펌프광인 다이오드 레이저를 공진

모드 volume에 정확히 coupling 시킬 수 있는 광학계 설계 문제퉁이 주요한

연구 분야중의 하나이다.

한편 횡펌핑의 경우 고출력화룹 목표로 하고 었기 때문에 펌프광에 의해

여기퇴논 레이처 active material의 이득을 최대로 활용(TFL resonator,

Moving slab풍)하는 공진기 문제와 고출력 diode array에셔 발생하는 열올

원활히 냉각시켜주는 푼제， 효과척언 펌핑구조에 관한 문제동에 많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용 빛 의료용， 연구용퉁의 분야에서 레이저의 커다란 수

요 중가까 예상므로 차세대의 고체 레이저라고 할 수 있는 DPSSL에 대한

연구릎 활성화하여 기술적인 기반올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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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레 이저 pumping reflector 開發

제 1 절 펌핑 reflector 체작

1. Gold plated 웹핑 reflector 제작

직경이 8 mm, 길이가 150 mm인 Nd:YAG 레이저 봉올 펑핑하기 위한

금도금 reflector룹 국산 제작하였다. 그림 3-1 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금도

금 reflector 의 제작 도면이다. 국산 개발품의 성농 비교 실험을 위하여 똑

같은 사양의 외국제품올 미국 Kentek 사로부터 구입하였다.

체작된 reflector와 모재는 무산소동으로 하였으며 Nickel-Gold 로 도금

하였다. 제작된 reflector 의 타원 장축길이는 40 mm, 단축길이는 36 mm

이고 길이는 145 mm 이다. 장축의 길이를 40 rrun 로 한것은 직경 40 mm

밀링 꽁구를 30° 각도로 뉘어서 가공하면 reflector의 타원 반사면올 쉽게 만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Reflector 2 개에 의해 pumping cavity가

형성되며 냉각올 위해 레이저 광측과 직각으로 3 개의 cooling channel올 만

들어 주었다.

2. 세라믹 펌핑 reflector 제작

레이저봉의 펌핑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립 3-2 와 같은 세라믹

diffuse reflector 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금도금 reflector 와 성능비교를 하기

위하여 깥온 크거의 레이저봉 펌핑에 알맞게 크기를 조절하였다. 체작된 셰

라믹 reflector의 길이는 157 rom 이고 내부 단면은 그립 3-2에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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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old plated pumping reflector 제작도변

(Drawing of the Gold Plated Pumping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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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세라믹 diffuse reflector_제작도면

(Drawing of the Diffuse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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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길이 36 mm, 폭 20 mm 인 close-coupled 형태흘 하고 있으며 99.7%

알루미나를 소결시켜 제작하였다.

제 2 절 Pumping reflector 성능 평가 실험

1. 레 이 저 출력 및 beam quality 측정 실헝

가. 레이저 출력 및 beam Quality 측정 실험장치

그림 3-3윤 plane-parallel 공진기의 레이 저 출력 빛 beam quality 측정

을 위한 실험장치이다. 레이저 훌력은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power

meter (OPHffi 1500 및 DGX)로 측정하였다. 그립 3-4는 flashlamp 의 평균

입력올 증가시키면서 레이저 평균출력올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pumping reflector 는 특성비교를 하기 위해 3 가지 종류(국산 gold, 외국산

gold, 국산 세라믹 reflector) 모두 사용하였다. 헤어저 출력 실험 결과 국산

개발된 금도금 reflector 의 경우 외국산의 약 80% 수준의 레이저 출력올 보

여주었다. 이것은 도금면의 polishing 정도 및 도금 물질의 반사도 둥의 차야

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분광화적 측정올 통해 분석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세라믹 reflector의 경우 통상 금도금 refle다or어l 비해 출력 효

슐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논데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올 보여

주고 있다. 업력 전류를 35A 정도까지 제한된 이유는 레이저봉이 열렌즈

현상 때문으로 안정공진조전에서 불안정 꽁진거 구조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3-5 는 전기적인 입력에 따른 출력 beam 발산각(레이저 빔 발산각

어 작용 수록 beam QU떠ity가 좋아진다.)올 측청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볼

때 같은 전기적인 입력에서 레이저봉이 보여주는 열헨즈 효과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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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그립 3-5 를 분석하여 보면 외국산 금도금 reflector, 국산

금도끔 reflector, 세라믹 reflector 순으로 레이저봉의 열렌즈 효과가 줄어드

며 이는 다른 표현으로 펌핑 효윷이 앞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낮아진다는 말

과 같다. 이런 분석은 그림 3-4의 출력비교 결과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Resonator Hot Mirror Relay Lens

Nd:YAG
Diffuse Glass

覆錫꼈

Beom Dumper

Computer 口

그림 3-7 레이저 빔의 공간 강도분포 측청장치

( Schematic Diagram of Laser Beam Profi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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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는 같단 레이저 출력에서 각각의 펌핑 reflector에 의한 실제적

인 열렌즈 효과를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각의

pumping reflector를 사용하여 통일한 레이저 출력을 발진시킬 때 거의 동일

한 열렌즈 효과에 의하여 레이저 빔 발산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따라서 그림 3-4 에서 그림 3-6 까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레이저 출력

은 펌핑 rellector의 유효 반사흘에 의해 결정되며 평핑효율이 높으면 ~~
;II. 도코

수록 열렌즈효과도 커져서 레이저 빔의 발산각이 커지는 것올 알 수 있다.

냐

그림 3-8 레이저 빔의 공간적인 강도분포

( Spatial Beam Profile of Las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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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저 beam 획 공간적인 출력 강도 룹포 측정은 그립 3-7 에서 볼 수

있듯이 hot mirror 를 이용하여 레이저 출력올 감쇄시킨 다음 ground glass

에 입사시킨다. Ground glass 에서 산란된 레이저 광을 영상광학계를 이용

하여 CCD camera 에 결상시킨 다음 화상처리(image grabber)회로를 통해

in1￡igc processing 처리를 수행하여 레이저 빔의 2 차원적 공간 강도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림 3-8 은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레이저 빔의 대표적인 3

차원 강도 분포룹 보여주고 있다.

그림 3-9 는 같은 전기적인 압력에서 금도금 reflector 와 세라믹

reflector 에 따른 춤력 레이저 빔의 공간적인 강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 금도금 reflector는 arclamp의 광원이 레이저 봉에 국부적으로 강

하게 결상되어 펌핑효율은 좋으나 펌핑 균일도가 떨어저 레이저 빔의 공간

적인 강도 분포에 있어서 불균일성올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세라믹

reflector는 금도금 reflector에 비하여 펌핑효율은 떨어지나 공간적으로 균일

한 펌핑이 가능하여 레이저법 차체의 공간적 균일도가 우수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레이저 가공시 깨끗한 가공올 기대할 수 있게 한다.

2. 결언

고출력 Nd:YAG 레이저의 펌핑 reflector릎 국산 개발하여 외국 제품과

여러 레여저 변수들에 대한 특성 비교 실험올 수행하였다.

출력 특성 면에서 국산 제품의 성능은 외국제품의 약 80 % 정도의 수

준을 보여 주었으며 추후 금도금 재질과 세라믹 reflector 의 재질올 최적화

시키고 이를 분광화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제조 원가 측면에서는 외국제품의 약 20 % 수준에 불과하여 경제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활용 전망이 밝다. 특히 세라믹 reflector의 성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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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교적 좋아 옹용 분야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

삐
/a·‘

t

Q

，~‘-~‘개ir-…r

v、 -

그림 3-9 펌핑 reflector 에 따른 레이저빔의 공간 강도 분포

(a) 금도금 reflector (b) 세라믹 reflector

(Spatial Beam Profile with different reflectors)

(a) gold reilector (b) ceramic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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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Diode laser 펌평 技術 짧究 ’

제 1 절 펌핑 광학계 설계

1. 펌핑용 diode laser

본 과제에서는 효옳적인 Nd:YAG 레이처 용의 펌핑올 위하여 diode

laser를 이용한 pumpmg 기술올 연구하였다. 펌평용 diode laser눈 그림 4-1

과 같은 미국 Laser Systems 社 (McDannel Douglas 社휘 子會社) 의 모텔

4501 올 구입하였다. GaAlAs 반도체 레이저 bar (76 places) 에서 발광하는

레이저의 파장온 805±3nm 이며 펄소형 발전올 한다.

Laser Emission
(typ 76 places)

o
A

View Looking A

Down on An여e 빼 End View

GaAlAs
Semi∞nductor ~C와h여e (-) (Me띠따ed Copper)

풋펀 、f / / / /// / Z /f / r z t i j /////i카S때삐gF뻐
I I 、〉웰 역 ;훼 k\\\\\、Jr\

~ ~//~“%“““ιι“’?， View A-A

、\빼 (+) (Metalized Co뺨r)

그림 4- 1 Laser diode bar 의 개략도

(Schematics of Laser Diod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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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501 laser diode b따· 의 V-I 곡선은 그림 4-2 와 같다. 따라서 diode

문턱장치이어야 한다. 레이저전원꽁급대전류공급장치는전원laser 의

전류치는 약 10 ampere 정도이며 최대 60 ampere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다.

수평방향으로 200
이다. 따라遠視野象에서의 퍼짐작도는 수직방향으로 800

서 펌핑 광학계의 설계가 중요하다.

그림 4-3 온있다.Diode laser의 출력은 그림 4-3 과 같이 설명할 수

이때에는 반드시 diode laser를4501 이 벌진 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출력이며

주어야 한다， 최대 첨두 출력은 60 때pere 정도 흘려효율적으로 냉각시켜

이때 펄스당 에너

지는 18 mJ 정도이다. Duty factor 는 최대 40 % 까지 가능하다.

50 W 정도이며 최대 펄스 폭은 350 Ilsec 여며주었올때

euπent vs Voltage for Senes 4500
Laser Diode Bar

Forward Bias

니ser Operauon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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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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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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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EXCEED
lm.A REVERSE

CURRENT !
10

0

2.52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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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

-0.5-1.5

특성곡선

(Characteristics of Laser Diod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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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레 이저 다이오드 b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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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3 다이오드 레이저의 최대 출력발진시 시간적인 형태

( Temporal Output Pattern of Laser Diode )

2. Diode laser의 펌핑구조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레어져 펌핑구조는 횡펑핑 구조로서 그림

4-4 와 같다. 다이오드 레이저에서 발광하는 펌핑광원올 원주행 헨즈툴 이용

하여 레이저봉에 집속시키며 이때 레이저봉옵 냉각 jacket율 이용하여 냉각

시킨다 .. 이와같온 다이오드 레이저를 그림 4-5 와 같이 레이저봉의 원주상으

로 이중 배열하여 펌핑시키는 구조로 광학계릎 설계하였다. 이때 각각의

diode laser가 방출하는 805 nm 레이저의 평균 출력 에너지는 최대 duty

factor 를 20% 라고 하였올때 약 10 W 정도이며 10 개를 동얼한 최대 출력

으로 펌핑시킨다면 총 100 W 의 펌핑 에너지가 된다. diode laser에서 1.06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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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의 Nd:YAG 레이저로의 전환 효윷올 10 % 정도라고 하면 최종 출력 에

너지는 약 10 W 정도에 이룰 것으로 예측되었다.

c。이 Ing Water

Cylindrical Lens

Ie<그석 •-
DIode Laser

Water Jacket

그립 4-4 다아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Nd:YAG 레이저 횡펌핑 단면

( Crossection of Transverse Pumping with Diode Laser)

정연도

Water Jacket

Cylmdncal Lens

覆겼 [-J

!뚫t;;j봉듀파

繼!J그]
측면도

그림 4-5 설계된 Nd:YAG 레이저봉 펌핑 광학계

( Designed Optical System for Nd:YAG P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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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천원공급 장치 설계

1. 다이오드 례이저 전원공급장치

다이오드 레이저의 전원 공굽 장치는 저전압 대전류 전원공굽장치로서

일반적으로 그렴 4-6 과 같은 방법요로 전원올 공급한다. 다이오드 레이저

의 최대 펄스 전류는 약 65 ampere 이며 이때 다이오프 레이저에 의한 전압

강하는 약 2V 정도이다. 따라서 duty factor 를 20 % 정도로 하면 다이오

드 레어저 1 개당 약 26 Watt 의 전력올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10 개의 다

이오드 레이저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약 0.5 kW 급의 저전압 대전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Input 낯 l
m

‘
때

R

’n
c

띠 Fτ

*
+ / Dnve To

( Laser
‘ DiOdes

Waveform
Input

- /

lb 靈 1\

Rl RJ=

Current
Sensor

•
>

그렴 4-6 다야오드 레이저 전원 공급장치 개략도

(Circuit Diagram of Power Supply for Diod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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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 언

과제 수행의 l 차년도인 금년에 본 과채에서 설계한 다이오드 레야저

펌핑 방법은 횡펌핑 방법이며 최대 명균 출력 10 W의 펌핑 능력올 갖춘 10

개의 다이오드 레이저 bar를 레이저봉의 원주상요로 야중 배열하여 펌핑하

는 방법올 고려하였다. 금년도에서는 개념적인 성계에 그쳤으나 2 차년도 과

제 수행시 전원공급장치 구성， 다이오드 레이저 출력 실험， Nd:YAG 레이저

봉 펌핑실험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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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混合型 레이저 펌핑 技術 開發

체 1 절 서 설

현재 용용되고 있는 Nd:YAG 레이저의 출력 형태는 펄스형， 연속발진

형， Q switch형 가운데 하나로 고정되어 었다. 따라서 이와같윤 단일 출력

형태로는 다양한 레아저 가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면이다. 근래에 이

와같은 단점올 보완한 출력 펄스 변조형 Nd:YAG 레이저가 개발되고 실제

레이저 가공에 용용되고 있다 (5-1 ]，[5-2]，[5-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

어 레이저의 가공 특성올 극대화시키꺼 위한 혼합형(연속， 펄스， 연속및 훨

스)레이저 펌핑기술올 개발하여 동작특성 실험올 수행하였다.

제 2 절 혼합형 Nd:YAG 레이저 구성 및 출력 특성

1. 실험장치 구성

가. 전원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 Nd:YAG 레이저 출력 륙성 실험올 수행하기 위

해 그림 5-1과 같온 전원장치를 구성하였다. 연속발진 빛 펄스형 레이저 발

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2 개의 독립척인 전원 꽁급장치를 갖추었다. 따라

서 연속발진 레이저를 동작시킬 때는 연속발진용 전원장치만 동작시키고 펄

스형 발진올 시킬 때는 먼저 연속발진 전완공굽올 레이저 발진 입계치 여하

로 유지시켜준 다옴 펼스형 전원공급장치를 동작시킨다. 펄스형 전기적 에너

지 공급온 thyristor를 중심으로한 펄스 형성 회로를 통하여 가능하다. 연속

및 펄스형 발진올 동시에 얻으려면 연속발진 전원 공급올 레이저 발진 입계

1,4”
l



‘ l

I뿜itor

C2 Lamp

그림 5-1 레이저 전원장치 개략도

( Circuit Diagram of Laser Power Supply)

치 이상으로 유지시켜준 다음 펄스형 전원공급 장치를 통작시켜 주면 된다.

연속발진 전원공급은 펌핑랩프에 흐르는 전류로 조절하며 펄스형 전원

꽁급윤 충전 capacitor 에 가하는 전압과 펄스 반복률로 조절한다. 본 실함에

서는 전류범위를 50A 까지 조절할 수 있고 충전전압은 약 500V, 펄스 반복

률은 50Hz 까지 가변할 수 있포록 하였다.

나. 레이저 발진장치 구성

레이저 발진장치는 레이저 펌핑 reflector 뭉치， 레이저 공진거울， 공진기

내 shutter 로 구성되어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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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펌핑 reflector 뭉치논 레이저봉， 협핑랩프， 냉각 jacket, 펑핑

reflector로 구성되어 있다. 레 이 저봉은 구경 1/4", 길이 6"의 Nd:YAG 이 다.

한편 연속발진과 펄스형 발진올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두가

지 종류의 펌핑랩프를 사용하였다. 한가지는 보통 연속발진에 사용되고 있는

dc Krypton arclamp이고 다른 한가지는 펄스형 발진에 사용되는 Krypton

flashlarnp에 충전 가스 압력올 높인 것이다. 펌핑 reflector는 금도금 타원 반

사처l이고 장축길이 38 mm, 단축길이 33 mm 이다.

레이저공진 거옳의 거리는 약 550 rom 이며 임계 펌핑 강도 및 최적 출

력올 측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반사울올 가진 출력경옳 사용하였다.

2. 출력특성 실험

가. 암계 펌핑강도 측정

실험에 사용한 펌핑랩프의 특성을 알아보기위해 연속발찬 레이저 통작

시 반사율변화에 따른 임계펌핑강도를 측정하였다. 펌핑랩프에 가해지는 전

기적 압력은 천원공급장치애 부착된 전류 및 전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레이저 출력은 power meter (OPHIR 1500W and DGX)로 측정하

였다.

임계펌핑강도 Pth 와 공진기 거울의 coupling 손실 R(= VRjRo

R j : Reftecnνity of fiγvntmiηηγ， R 0 : Reflectivity of 0μtput coupler)의 관

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5-4J. [5-4]

Pth = k(lln퍼 +llnv1) ( 5-1 )

V := 1-(1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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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손실에 따른 엄계펌핑강도를 측청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 기울기 k 는 소신호 이득과 역비례 관계가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펌핑

효율과 관계있다.k 가 작으면 착을 수록 펌핑 효율이 좋다. 따라서 그립

5-2 는 연속 레이저 발친 실험에 사용한 2 가지 종류의 펌핑 랩프중 충전

가스압력이 약간 높온 dc arclamo카 펌핑 효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레이저봉의 홉수 스펙트럼띠와 램프의 방출 스팩트럽띠가 고

압력 flashlamp에 비해 더욱 잘 일치한 결과로 붙석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속 및 펄스 발진에 고압력 flashlamp를 사

용하는 것이 그다지 큰 손실온 아니었다.

나. 펼스 레이저 출력 실험

펄스 레이저 출력실험은 최대 효융올 얻기위해 먼저 연속적언 펌핑 강

도룹 임계펌핑 근처까지 끌어올린 다음 펄스 발진실험올 수행하였다. 따라서

펄스형 전기업력중 레이저 엄계펌핑강도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뜰

자 않아 높온 래이저” 발생 효윷올 기대할 수 있다 [5-6) 이와같이 한 이유는

일반적인 연속발진용 펌핑램프를 펄스형으로도 사용할 때 수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정도 아울러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립 5-3온 연속으로 엄계펑핑

근처까지 펌평하면서 측정한 펄스의 평균출력파 효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펄

스출력 발진의 경우 연속발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펌핑효율이 좋온

arclamp를 사용하였을 때 더 많은 출력올 얼올 수 있었다. 충전전압 434 V,

펄스 반복률 50 Hz에서 arclamp를 사용하여 실협한’ 결과 (이때 랩프의

따1않dance 차이 때푼에 두종류램프의 입력 에너지는 같온· 충전 전압이라도

약간 다르게 된다) 최대 펄스 평균출력은 약 32 Watt 였으며， 이때의 ’출혁

효율은 5.2%에 달하였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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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d Average Power under the Threshold CW Pumping)

레이저 펄스폭은 silicon photodiode (EG&G FND 100)과 다지탈 오실로

5-4 와 같이그림측정하였다.실험결과이용하여스코프(Lecroy 9400A)를

충전전압을 올림에 따라 레이저 펄스폭이 줄어들었으며 랩프 충전가스 압력

이 낮온 flashlamp의 경우， 충전전압 290 V 시 펄스폭 620 Usee에 비해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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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따라서 펄스당300 ~sec 정도로펄스폭이일때는전압 500 V

f1ashlamp는 짧은 출력펄스에너지변에서는 arclamp가 효율적이지만 고.압력

높다. 실제 실험결과 충전전압 500 V첨두출력야발진시킬 수 있으므로

약 3 kW, flashlamp의 경우경우에서 얻어진 최대 청두출력은 arclamp의

약 3.6 kW 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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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는 펼스형 발진을 하고 있는 레이저의 출력 pattern

oscillogram 이다. 동작되는 레이저의 펼스 반복률은 10 Hz 이며 이때의 펄

스폭은 300 Usec 이다. 충전전압은 500V 이며 이때 레이저 펄스의 첩두출력

온 3.6 kW에 달하였다.

Pulse Repetition Rate : 10Hz

τ • I{\ I← 3∞뼈

3 6 뻐 l \

그림 5-5 레 이저 출력 펄스 oscillogram

(The Oscillogram of Repetitive Laser Pulse Train)

%



다. 언속 및 펄스형 출력의 동시 발진 실험

연속발진용 전원공급올 임계펌핑강도 이상으로 조절하고 펄스형 전원공

급올 가하면 연속 및 펄스행 레이저 출력올 얻올 수 있다. 이때 연속발진의

출력올 중대시키기 위하여 랩프의 전류를 증가시키면 랩프 양단간의 전압이

상승하고 야로 인해 충전전압이 같더라도 펄스형 전기 업력이 줄어들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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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은 램표의 전류를 증가시키고 충전전압파 펄스 반복률올 고정

시켰올 때의 연속발잔 및 펄스형 레이저의 출력 변화를 나타낸 것어다. 고정

된 충전전압과 반복률에도 불구하고 연속발진용 전류를 중가시키면 펄스형

레이저 출력이 감소하는 것올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류를 증가시킬때 랩프

양단간에 인가되는 기저 전압의 상승으로 인해 펄스형 방전셔 랩프에 입력

되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 3 절 결 언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공진기 구성상 연속 및 펄스형 전원 입력올 최대

약 7 kW 까지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펄스형 전원의 최대 입력은 장치 구성

상 약 0.85 kW 정도이다. 따라서 최대입력에서의 연속발진과 펄스형 레이저

발진의 평균출력비는 최적 출력경 반사율올 펄스형 발진에 맞출때 약 2 : 1

정도이다. 그러나 가공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출력경의 반사율 및 연속

발진과 펄스형 발진의 입력비릎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가공웅용 범

위를 크게 넓혈 수 있올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전전압을 올림에 따라 펄스

의 캠두출력 크기를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 청두출력의 특성올 살

린 구멍가공， 후판 금속의 고속 절단， 용접둥， 과거 연속발진 레이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가공까지도 웅용범위를 넓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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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結 論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형태에서 기술집약적인 자동화의 산업형태로

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레이저를 이용한 산업적웅용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원자력산업에서도 핵연료의 용컵，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격가공，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sleeve 용접， 형광올 이용항 우라늄의 미량 분

석시 탐사광원둥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Nd:YAG 레이저의 국산 상품화 필요성이 중대되어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전연료부품의 레이저 용접과제를 시작한 아래로 4-5

년동안 국산 Nd:YAG 레이저의 상품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평균

출력 250W 첨두출력 10 kW 의 훨스형 가공용 레이저와 평균출력 150W 의

료용 Nd:YAG 레이저의 국산 상품화 개발애 성공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의 산업분야에서 레이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당연구소의 상용제품파 외국제품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

서 당연구소 상용제품의 경쟁력올 유지하기 위한 원가절감이 요구확고 있고

당연구소 상용제품의 부품중 극소수 수입제품(예를 틀어 레이저 펌핑

reflector풍)의 국산대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Nd:YAG 레이저 펌핑용 reflector를

국산 개발하여 외국산 제품과 특성 비교 실험올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약

20 % 정도의 성농차이를 보였으나 월퉁한 원가절감 효과로 인하여 성공적

으로 국산 상용화제품에 장학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성농

개선 연구를 추진하여 성농과 가격 양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시제품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처를 이용한 펌핑 방법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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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 차년도 과제 수행시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의 연구중 추가된 내용인 이중 펌핑 기술은 레이저 절단 실험 결과

연속발진에 의한 것보다 보다 두꺼운 재료 가꽁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

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청량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레이저논

의료용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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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률 수행하여 레이저 웅용성올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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