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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출력레이저이용 고에너지밀도과학 한․중 공동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레이저핵융합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근 선진국에서 집중
적으로 연구되는 고속점화기술과 관련하여 고속점화에 필요한 1 kJ 급의
pico-second PW 레이저 기술 및 고밀도 플라즈마 상태에서의 고속전자 발
생 및 전파관련 고에너지 밀도과학에 대하여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의 대
형 레이저시설을 이용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없이 국내 기
반을 확보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고속점화기술의 실증을 위해 추진중인 신
광-II 레이저핵융합시설의 upgrade 에 참여하여 upgrade 의 핵심인 1 kJ
pico-second PW 레이저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증폭 및 레이저 압축기술을
습득하고,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개발한 30 J femto-second PW 를 이
용하여 고속전자 발생 및 전파관련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고속점화를 위한 pico-second PW 레이저관련하여 전단부 및 증폭부
설계기술, 증폭시 선행펄스를 제거하는 OPCPA 기술, 대형회절격자를 대체
할 회절격자 결합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고에너지 레이저 설계기술 및
회절격자 결합기술을 습득하였다.

- iv -

또한,

고속점화의

핵심인

고속전자

발생

및

전파관련하여

TW

femto-second 레이저와 고체 target 을 이용하여 MeV 이상의 전자발생을 실
증하고, 또한, PW femto-second 레이저와 gas 형태의 cluster 를 이용하여
MeV 고속전자 발생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3 편의 SCI 논문을 게재하고 1 편을 투고하였다. 그리고, 한
중일 고에지밀도과학 전문가간에 고에너지 밀도과학 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하여 한중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습득한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및 한중간에 구축된 인맥을
활용하여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된 1 kJ nano-second 고에너지 시
설의 upgrade 에 활용하여 우리나라도 고에너지밀도과학을 위한 시설을 구
축하고, 한중일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을 포함하는
보다 대규모적인 고에너지밀도과학 사업을 추진하여 고에너지밀도과학을 이
용한 고속점화 기술에 대한 중간진입 목표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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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Korea-China Joint R&D on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using High Power Laser

II. Objective & Necessity of Project
The pioneering countries in laser fusion are focusing on the
demonstration of the fast igni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improve
the economy of laser fusion considerably. The fast ignition is based on
the fast electron generated and propagated through the high density
plasma by 1 kJ-class pico-second Peta Watt laser. To achieve the
domestic technology base on the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without
high-cost investment, the cooperation with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SIOM) using SIOM's high energy laser has been
pursu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s to the high energy pico-second Peta Watt laser technology,
the cooperations on the design of front-end and pre/main amplifier and
the technology for compression of laser pulse including the technology
for tiled grating are pursued by joining the upgrading of SIOM's SG-II
laser fusion facility.
As to the basic experiment on fast electron generation and
propagation, the 30 J femto-second Peta Watt laser is used to generate
MeV class fast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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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As to the high energy pico-second Peta Watt laser technology
for fast ignition, the design of front-end and pre/main amplifier were
pursued and the OPCPA technology to increase the aspect ratio by
reducing the pre-pulse were developed. Furthermore, the tiled-grating
technology to replace a large grating were obtained.
As to the fast electron generation and propagation, a solid target
was used to generate MeV class electron with TW femto-second laser
and a gas cluster was also used to generate MeV class electron with
PW femto-second laser at SIOM.
3 SCI papers were published and 1 SCI was submitted and a
MOU for the cooperation on Korea-China-Japan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was signed among Korea-China-Japan scientists.

V. Future Plans
The

high

energy

laser

technology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veloped through Korea-China cooperation will be used in
the upgrading of KAERI's 1 kJ nano-second laser facility to establish
the

basis

in

Korea-China

high

energy

bi-lateral

density

sciences

in

cooperation

program

will

Korea.

Then,

be

expanded

this
to

tri-lateral program to include Japan who is pioneering in Fast Ignition
and the mid-entry strategy in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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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서설
1. 한중공동연구센타 개편

본과제는 지난 단계까지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06년
4월 한중 국장회의에서 합의한 한중 공동연구센타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술분야별

한중 과기협력의 창구 역할보다는 중국의 대형시설을 활용하는 현지 Lab 공동연구
를 강화하는 기관과 기관간의 협력형태로 개편되었다.
구조조정이전부터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광기술분야 협력창구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04 년부터 아래의 5 개 한중 광기술관련 기관과 기관간의 세부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 양자구조 원적외선 센서기술 (KAERI&KIST-상해기술물리연구소)
- 레이저 환경 분석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 (KAERI-안후이광학정밀기계연구

소)
- 다이오드 여기 첨단 레이저 기술 (KAERI-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 극초단핵융합 중성자생성기술 (KAERI-면양 레이저핵융합센타)
- 신기능 자성 극한구조의 선형 및 비선형 광자성특성연구 (한양대-푸단대학

교)
이중에서 현지 Lab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 안후이 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의
도플러 라이다 공동연구와 면양 레이저핵융합센타와의 레이저핵융합연구는 ‘06년도
부터 별도의 신규 한중공동연구센타화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나머지 3
개 세부과제는 ’06년부터 중단되고,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06년에는 중국측
주관기관인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의 현지 Lab 기능을 강화하여 고출력레이저
분야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되어,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의 PW(Peta Watt)
급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와 레이저 핵융합시설인 신광 II 레이저관련 협력을 수행
하고 단계를 종료하였다.

2. 고에너지밀도과학 공동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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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부터 착수된 본과제는, ’02년 일본 오사카대학의 레이저핵융합시설에서 처

음으로 성공한 고속점화(Fast Ignition) 기술이 레이저핵융합의 효율 및 비용을 10
배 이상 향상시켜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연구
를 강화하고 있고, 마침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 고
속점화(Fast Ignition) 기술의 기반확보를 위해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의 레이저시
설을 이용하여 고속점화를 위한 고에너지밀도과학분야의 협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 고에너지밀도과학분야의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06년 6월 한중과기장관회의에서 한중간의 고에너지밀도과학(레이저핵융합)분야에
대한 협력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면양 레이저핵융합센타와의 협력과 상해광학정밀기
계연구소와의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 2 개 과제가 각각의 기관과 KAERI간에 동시에 추
진되었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는 고속점화에서 필요한 상대론적 고에너지 전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개발한 femto-second PW 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전자발생연구와 레이저핵융합시설인 신광-II upgrade 관련하여 개발중
pico-second PW 레이저의 설계 및 선행펄스를 제거한 증폭기술과 최종

인

pico-second PW 레이저 압축과정에서 필요한 대형 회절격자를 작은 회절격자로

결합하여 대체하는 기술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pico-second PW 급에 필요한 1 M 급의 대형 회절격자의 제조는 미국의
LLNL 만 가능하나, 외부에 공급을 하지 않아서, 고속점화를 연구하는 미국의
Rochester 대학,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모두 회절격자를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중

이다.
본과제는 “고출력레이저이용 고에너지밀도과학 한․중 공동 연구”로 ‘07년도에 착
수하여 2차년도가 종료되었으나, 이번에 ’06년도에 착수한 다른 한중공동연구센타
과제들과 같이 단계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난 2 년 동안 국내 기반이 미약한 고에
너지밀도과학분야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고속점화기술
의 실증을 위해 추진중인 신광-II grade 관련하여 1 kJ, 1 pico-second PW 레이
저를 ‘09 년말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어, 3차년도까지 수행하게 되었으면 고속점화
기술의 핵심인 pico-second PW 레이저의 최종 완성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아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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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에너지밀도과학 연구필요성
1. 고에너지밀도과학이란 ?

고에너지밀도 과학은 고출력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주에나 존재하는 고에너지밀도를
5

3

( > 10 J/cm ) 지상에서 인위적으로 실현하여, 우주의 핵융합을 지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레

이저핵융합의 기반연구분야로서, ‘02 년 일본 오사카대학의 레이저핵융합시설에서 처음
으로 고속점화 기술의 실증되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과학분야이다.
고에너지밀도는 1 억도의 고온이나 100 만기압의 고압상태에서나 발생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레이저 개발이전에는 지상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고에너지 레이저
를 이용한 레이저 핵융합에는 그림 1-1 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레이저를 중수와 삼중
수소로 구성된 수 mm 의 구형 목표물에 조사하여 내폭(implosion)에 의해 구형 목표물
이 압축되어 핵융합이 스스로 일어나는 중앙점화 방식이 개발되어 왔으나 이 방법으로
에너지 이득을 보기위해서는 2 MJ 이상의 대형 압축용 nano-second 레이저 시설이 필
요하여, ‘96 년부터 미국 NIF(National Ignition Facility) 및 불란서 LMJ(Laser Mega
Joule) 2 곳에서만 건설이 진행되어 내년도부터는 레이저핵융합 실증 실험을 수행할 단

계에 와있다.
그러나, ‘02 년도 일본 오사카 대학의 10 kJ nano-second 압축용 레이저핵융합시
설에서 내폭에 의한 압축이 진행중일때 또 다른 kJ 급의 Peta Watt 레이저를 조사하여
압축된 코아를 점화를 시켜 레이저핵융합을 일으키는 고속점화(Fast Ignition) 기술이
개발되었다. 고속점화는 압축과정에서 kJ 급의 Peta Watt 레이저로 상대론적 고속전자
를 발생시키고 이 고속전자가 중앙으로 전파되어 중앙부의 고에너지밀도 상태를 점화시
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며, 기존의 레이저핵융합 시설의 크기를 1/10 규모로 줄일
수 있고, 효율도 10 배 향상시킬 수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미국
Rochester 대학의 Omega-EP 및 일본 오사카 대학의 FIREX 사업이 추진중이다.

그림 1-1 레이저핵융합 방식 비교 ( 중앙점화 및 고속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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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점화 방식은 디젤엔진이라면 고속점화 방식은 가솔린 엔진에 비유될 수 있
으며, 고속점화를 위해서는 kJ 급의 Peta Watt 레이저를 이용하여 내폭에 의해 압축된 코아
를 국부적으로 가열시켜 주어야 하며, 이때 kJ 급의 Peta Watt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고속
전자 발생과 압축된 코어 내부에의 전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고에너지밀도과학 공동연구 추진 필요성

본 과제는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개발한 femto-second Peta Watt ( 30 J 급 )를
이용하여 고속전자 발생 및 전파에 대한 고속점화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상해광학정밀
기계연구소에서 고속점화 실증을 위해 구축중인 kJ 급 Peta Watt 레이저의 설계, 증폭기
술 및 핵심 부품인 회절격자 결합 등에 관하여 기술을 습득하며 국내에서 미개척분야인
고에너지밀도과학분야의 기반을 구축하며 중간진입을 위해 2007 년에 착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에너지 레이저기술과 관련하여 압축용 nano-second 1 kJ 레이저
시설을 본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설계 및 부품 확보 등에서 도움을 받아 ‘08 년도에 완성하
여 국내에서도 고에너지밀도 과학 연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바 있으며, 본 “고출력레이저
이용 고에너지밀도과학 한․중 공동 연구”과제는 중국의 대형 고에너지레이저시설의 건조
에 참여하며 고속점화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우리도 조기에 적은 비용으로 고에너지밀도과
학을 이용한 고속점화 첨단기술분야에 중간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상해광학정
밀기계연구소가 ’09년도에 고속점화용 kJ 급의 Peta Watt 레이저를 완성하고 ‘10 년도에 고
속점화를 실증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중국의 고속점화 실증시까지 한중 공동연구의 연
장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속점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
황에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내에서도 구축된 압축용 nano-second 1 kJ 레이저시설을
활용하여 고속점화관련 연구 개발로 발전시키는 데 본 고에너지밀도과학 한중 공동연구가 크
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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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미국 일본의 고속점화 레이저시설
1. 미국의 레이저핵융합 시설

미국은 범국가적으로 NSF, DOD, NIST, NASA, DOE/NNSA, DOE/Office of
Science/FES,

Nuclear

Physics,

High

Energy

Physics

&

Basic

Energy

Sciences 등 여러 기관의 연구 지원 계획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레이저핵융합관

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은
Rochester 대학의 총 30kJ 60개 빔의 출력을 가진 OMEGA이다. Omega 레이저는
1995년 완공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자외선 영역의 레이저로 60개

의 빔과 총 30 kJ, 60 TW의 출력을 1 mm 이하의 타겟에 주입할 수 있다. 타겟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레이저핵융합 연구를 주된 연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극한 물리 상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Omega 레이저 옆에는 NIF에 설치된 레이저와 같은 방식의 2 petawatt
의 레이저를 OMEGA/EP로2008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속점화
를 이용한 핵융합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Omega-EP는 2.6 kJ(1-100 ps, 1053
nm)의 1 PW급 레이저로 기존의 Omega와 같이 사용될 예정으로 NIF의 운영에 앞

서 레이저 핵융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속점화 연구의 중요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총 1.8MJ 출력의 NIF가 2009년에 완공예정이다. 그 외에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다양한 크기의 레이저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OMEGA-EP에서 짧은 펄스폭을 갖는 PW급 레이저의 대비(contrast)를 높이

기 위해 이중 OPA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입력 빔은 200 fs를 갖는
모드록킹된 상업용의 펨토초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200 fs의 펄스는 회절격자에
의해서 약 2.4(FWHM) ns를 갖도록 chirped된 뒤에 OPCPA에 의해 증폭된다.
NIF(National Ignition Facility)는 1.8 MJ의 출력과 192개의 빔라인으로 구성

된 레이저 장치와 직경 10m의 알루미늄 구형 챔버로 구성되었으며, (1) 전기에너
지 생산을 위한 관성 핵융합 (Inertial Fusion Energy)의 점화 및 이득 향상, (2)
지하 핵실험을 대체하는 핵무기 관리 (Stockpile Stewardship program), (3) 고에
너지 밀도 플라즈마 물리(High Energy Density Plasma Physics) 연구 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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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60개 레이저빔으로 구성된 로체스터 대학의
OMEGA 레이저
http://omegaep.lle.rochester.edu/110_overview/index.php

그림 2-2 Omega-EP 시설 조감도
http://www.lle.rochester.edu/05_omega/05_
omega.html

그림 2-3 OMEGA-EP의 이중 OP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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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NIF 소개서 http://www.llnl.gov/nif/project/pdf/open_house_brochure.pdf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에 설
치되는 NIF는 미식 축구 경기장의 3배 정도의 규모로 투입된 레이저 에너지보다
핵융합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 생성이 큰 최초의 레이저 시설이 될 것이다. 이 시설
에서는 수 mm의 타겟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태양 내부 보다 높은 압력과 납의 6배
이상의 고밀도를 생성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핵융합 점화(ignition) 실험이 시
작될 예정이다.
NIF에서 사용된 레이저 펄스는 이터븀 도핑된 광섬유로 제작된 주발진기에서

처음 생성되며 수 μm의 빔직경과 수 nJ의 에너지를 갖는 약한 레이저 펄스이다. 발
진기 펄스는 타겟에서 레이저 초점의 강도를 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성형되고, 다수의 색깔로 확대된다. 레이저 펄스들은 사중-통과(four-pass) 전치증
폭기(PAM)에 의해서 약 22 J로 증폭되고 성형되며, 1개의 PAM은 4개의 빔라인에
사용된다.
레이저 증폭기는 광공동 증폭기(cavity amplifier)와 부스터 증폭기(booster
amplifier)로 구성되며, 빔당 총 16개의 Nd 도핑된 인산 글라스 슬랩(glass slab)이

편광을 통해서 반사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Brewster 각도로 배열되어 있다. NIF에
서 글래스 슬랩을 여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플래시 램프의 수는 NOVA에 비해서

- 7 -

1/2 정도이지만 레이저 출력은 약 40배 정도 높다. 전력공급시스템은 Sandia 국립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Sandia 연구소에서 시스템설계와 스위치개발
및 조립된 모듈 테스트를 담당하고, LLNL에서 축전기 및 전원 개발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Sandia측에서 시스템 조립 및 관리를 할 예정이다. 대구경 광학스위치
인

KDP로 제작된 Pockels cell은 40 cm2의 단면적을 갖는 레이저 빔을 고려하여

플라즈마전극을 사용하여 설계한 새로운 형태이다. 능동광학계가 레이저 빔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핵융합에서 있어서 고반복율로 작동되는 레이저 driver의 개발은 핵융
합에 의한 전력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Mercury
레이저는 고반복 레이저 동작을 위하여 (1) 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다이오드,
(2) Yb가 도핑된 결정, (3) 초음속 He가스를 이용한 냉각 기술을 채용하였다. 또한

고평균 출력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변형을 방지하고 균일한 여기를 위하여 양면에
서의 종펌핑 구조를 채택하였다. 증폭기는 4중 증폭을 통하여 저장된 에너지를 레
이저로 변환하고 있으며, 펄스 당 에너지는 100J, 반복율 10 Hz를 목표로 제작하
고 있다. 레이저 여기 광원으로는 4개의 80 kW 다이오드가 사용되었고, 이미지 전
송 광학계, 왜곡이 작은 가스냉각 증폭기 헤드 등이 설치되었고 이 장치를 위한 고
품질, 대형 레이저 결정 개발 프로그램이 같이 수행되고 있다.
이

레이저는

레이저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산

가능성

타진을

위한

IRE(Integrated Research Experiment; 핵융합로와 드라이버를 통합한 실험)에 사

용될 1 kJ급 Venues 레이저의 원형으로 2005년도에 펄스 당 에너지 50 J, 반복율
6 Hz 달성이 보고되었다.

그림 2-5 고에너지 고반복율 레이저 드라이버 개발을
위한 Mercury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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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레이저핵융합 시설

일본에서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오사카 대학의 ILE(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은 1976년 C. Yamanaka 교수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1983

년 12월에 12-빔 Gekko XII 레이저가 완성되었다. 1983년 이후 GEKKO XII
(GXII) 고출력 Nd:glass 레이저 시스템은 레이저 핵융합과 연관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의 실험을 위해서 항시로 사용되고 있다.
ILE(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에 있는 GEKKO XII는 최대 출력에너지

는 25 kJ (12 빔, 1-2 ns 펄스폭)의 12개 빔라인으로 구성된 Nd:glass 레이저로서
시설은 면적이 약120 mx60 m인 빌딩에 설치되어 있으며, 발진기에서 타겟 챔버까
지의 거리는 약 270 m이다.
1996년에는 Peta Watt 레이저 모듈(PW-M)이 GEKKO XII 레이저의 13번째

빔라인으로 완성되었으며, PW-M 레이저의 출력은 100 TW(0.5 ps)에서 1 PW
(1015 W, 800 J/0.8 ps)로 2000년 말에 증강되었다. 이 레이저 펄스는 독립적인

라인을 따라 통과하지만 GEKKO XII에 동기화되어 타겟 챔버에 전달된다. PW-M
레이저는 세계 최초로 콘 타겟에 주입되어 레이저핵융합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고속점화 (fast ignition)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이외에 플라즈마 균일성의
진단, 고강도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6 Gekko XII에 추가 건설된 LFEX 레이저 조감도
(LFEX 레이저는 고속점화에 의한 핵융합 플라즈마의

온도를

10 keV (약 1억도) 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cfn.ist.utl.pt/20IAEAConf/presentations/T1/4
T/talk_OV_3_2.pdf
GEKKO XII는 12개빔 Nd:glass 레이저(파장: 1.053 μm)이며,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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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규모의 레이저 중 하나이다. 발진기에서 약 10 μJ (약 5-mm 직경)을 갖는 레이
저 빔은 전치증폭기 체인에서 증폭된 후 12개의 빔 라인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빔
은 다시 구경이 증가하는 증폭단에 의해서 증폭되며 마지막에 35 cm의 직경을 갖
는다. 레이저 펄스의 폭은 0.1-2 ns 이며, 공간길이(spatial length) 3-60 cm에 해
당한다. 그러므로 12개의 광자 디스크 혹은 드럼이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최대 출력에너지는 25 kJ (12 빔, 1-2 ns 펄스폭)이며, 따라서 각각의 조그만
드럼은 10

23

광자를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최대 출력은 백만 kW 발전소의 55천배

에 해당하는 55 TW (0.1-ns 펄스폭, 1 TW=1012 W)이다. 두 개의 타겟챔버가 있
으며, 그 중 하나는 주파수 배가된 레이저 빔(0.53-μm 파장, 녹색)으로 폭발실험을
하며, 다른 하나는 3배가된 빔 (0.35 μm, 자외선)으로 기초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 시스템의 동작/유지를 위해서 두 개의 그룹(운용 그룹과 검사/세척 그
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GEKKO XII 레이저 시스템의 동작 및 개선 두 개의 팀이 레이저 시스템을 위

해서 일하고 있다. "레이저 조정/진단 팀"은 전체 빔의 출력특성을 측정하며 레이저
발진기/증폭기 시스템을 동작한다. "레이저 정열/초점 팀“은 전단부(Front End)에서
타겟 챔버까지 전송되는 레이저 빔을 정렬한다. 즉, 12개의 레이저 빔들이 고정밀
도(high precision)를 갖고 조그만 타겟으로 집속된다. 두 개의 팀에 의해서
GEKKO XII의 동작과 개선(고정밀 자동 조절)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에 Peta Watt 레이저 모듈(PW-M)이 GEKKO XII 레이저의 13번째 빔

라인으로 완성되었다. 이 빔라인은 0.5 ps to 8 ns의 범위에서 성형된 펄스를 갖고
제공된다. 레이저 펄스는 독립적인 라인을 따라 통과하지만 GEKKO XII에 동기화
되어 타겟챔버에 전달된다. 이 레이저를 사용하여 플라즈마의 부가적인 가열(fast
ignition), 플라즈마 균일성의 진단, 고강도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PW-M 레이저의 출력은 100 TW(0.5 ps)에서 1 PW (1015 W,
800 J/0.8 ps)로 2000년 말에 증강되었다.
GEKKO M-II 글라스 레이저 시스템은 GEKKO XII의 두빔 초기 모듈로 건설되

었다. 1979년 완성된 이래로 다양한 레이저 핵융합 실험과 레이저-물질의 상호작
용에 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재, 1개의 빔은 극초단 펄스모드(40 TW, 0.5
ps)에서, 그리고 다른 빔은 다양한 플라즈마 연구에 부합하도록 긴 레이저 펄스모

드로 동작되고 있다.
레이저 시스템들에서 약 100개의 막대 및 디스크형의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다.
증폭기는 레이저 글라스, 플래시 램프, 반사체, 보호 글래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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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레이저 글래스를 미세먼지 등에 의한 손상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기
는 100 급(class 100) 특수 청정실(clean room)에서 항시로 세척되고 있다.
레이저 시스템들에 레이저 글래스, 거울, 렌즈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광학부
품이 사용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에 있어서 레이저 빔 형태의 균일성이 매우 중
요하며, 이러한 광학부품이 고출력 동작을 위해서 고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광학부품의 인수검사와 새로운 광코팅 기술의 개발이 매
우 중요하다.
ILE는 2000년 고속점화 실험 실증에 힘입어 2003년 4월부터 10 kJ(10 ps,
1.053 nm)의 LFEX-I PW 레이저 시스템을 레이저 핵융합연구를 위해서 건조를 시

작하여 2009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2000년도의 실
험에서 입증된 플라즈마 온도를 1 keV에서 10 keV(약 1억도)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50 kJ(10 ps)의 사양을 갖는 FIREX-II를 건조하여 가열레
이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PW 레이저 시스템의 front-end는 모드록킹
된 Nd:glass 레이저 시스템으로 150 fs의 펄스폭을 갖고 있다. 두 단계의 펄스확대
기와 OPCPA가 펄스폭 확대와 증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치증폭기 전에
이득에 의한 선폭감소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다시 OPCPA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OPCPA 장치는 주 증폭기를 통과한 레이저 빔이 3 nm의 선폭과 약 3 kJ/채인의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40 mJ, 6nm, 4 ns의 사양을 갖고 있다.

그림 2-7 LFEX 레이저 구성도 ( 2009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
레이저 기술은 레이저핵융합에너지(IFE, Inertial Fusion Energy) 개발의 주된
관심사이다.

다이오드

여기 고체레이저(DP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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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가 IFE의 구동장치로 유망한 후보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ILE의 다이오드 여기 고체레이저 개발 부문은 DPSSL 구동장치의 주된
기술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념설계를 하는 것이다. 1053 nm에서
고품질과 10 J x 10 Hz의 출력을 갖는 작은 규모의 DPSSL 증폭기(HALNA 10)
모듈이 IFE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의 드라이버 모듈로서 개발되고 있다. 200-kW 레
이저 다이오드 어레이(HPK)로 여기되는 수냉식의 지그-재그 경로 Nd:Glass 슬랩
레이저는 작지만 주된 문제를 연구하고 개념설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규모이
다. 다음 단계의 100 J x 10 Hz DPSSL 모듈(HALNA 100)이 2-MW 레이저 다이
오드 여기로 개발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DPSSL의 열복굴절 분석용의 3 차원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열효과에 의해서 유

도된 상대적 위상변화가 측정되고 정량적 시늉내기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
다.

그림 2-8 고반복율 레이저로 개발되고있는 ILE의 HALNA 레이저
( 펄스당 에너지는 100 J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펄스당 20 J을 얻고 있다 )

표 2-1 세계 각국의 고에너지밀도 플라즈마 물리 및 핵융합용 레이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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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명

레이저 명

사양

- 660 J, 440 fs,
21
-2
- 1.5 petawatt 10 W m
PETAWATT - 58 cm diameter beam
- Ti:Sapphire oscillator (CPA)
Nd
phosphate
glass
poweramplifier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NOVA

NIF
MERCURY

NIKE
미국
Naval Research
Laboratory

PHAROS III

3

NRLT LASER

University of
Rochester

Los Alamos
N a t i o n a l
Laboratory

University of
Michigan

OMEGA

-

100 kJ, 20 ps to 1 ns, 120 TW
10 beams of 74 cm diameter
17
-2
10 W cm
527 nm, 351 nm
Dismantled in 1999

- 1.8 MJ
- 192 beams
- 100 J, 5 ns, 1050 nm, 10 Hz
- 10 % efficiency (DPSSL)
- 5 kJ, 4 ns, 1.25 TW, 250 nm
- 56 beam, ultra-uniform laser
illumination
- Kr + F + Ar excited by two
opposing 670 kV electronbeams
- 1.5 kJ, 5 TW
- Nd-laser
- 1 J, 400 fs, 2.5 TW, 1054 nm
- 3´1018 W cm-2
- 40 kJ, 700 ps, 60 TW
- 60 beam system
- 1 mm spot size

TRIDENT

-

ALPA 1, 2

- 50 mJ, 15 fs, 25 W average
3 TW peak at 500 Hz (ALPA 1)
- 300 TW at 1 Hz (ATP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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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J, 80-2100 ps, 527 nm
250 J, 1 ns, 527 nm, 2 beam
20 J, 80-2100 ps, 527 nm
40 J, 1 ns, 527 nm
1 J, 0.320 ps, 1054 nm
45 minutes shot interval

국가

기관명

레이저 명

사양

체코

Institute of Plasma
Physics

- 1.2 kJ, 100-500 ps, 3 TW,
PALS
0.00083 Hz
ASTERIX IV - 100 J (two smaller beams)
- 1.315 μm Iodine laser

일본

Institute for Laser
Engineering (ILE)

GEKKO XII

- 12 beam glass laser
- 30 kJ, 100 ps

RFNC VNIIEF
Russian Federal
- 10 TW, single shot (ISKRA-4)
Nuclear Center
iodine photodissociation
All Russian
ISKRA-4, 5
러시아
- 100 TW, 12 beam (ISKRA-5)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xperimental
Physics

VULCAN

R u t h e r f o r d
영국 Appleton
Laboratory

Gesellschaft fur
Schwerionenforsch
ung mbH (GSI)

ASTRA

-

1 ns, 2.6 kJ, 2.6 TW, 1054 nm
< 1 ps, 100 TW, 1054 nm
1 kJ, 527 nm
Nd:glass disk amplifier

- 10 mJ, 50 fs, 0.2 TW,
- 800 nm, 10 Hz
- Ti:Sapphire, CPA

TITANIA

- 2.5 J, 250 fs, 10 TW,
20
-2
- 10 W cm
- e-beam pumped KrF excimer
laser

PHELIX

- 1 kJ, 1-10 ns, 1 hour rep. rate
- 500 J,< 500 fs, 1 hour rep. rate

- 1053 nm.
- 8 J, 700 fs, 10 TW, 2 beams
독일
- 10 J, 1.5 ns, 2 beams
- 10 mJ, 150 fs, 10 Hz, third
Max Born Institute MBI Nd:glass
beam
- Ti:Sapphire oscillator and
regenerative amplifier
- Nd:glass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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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레이저시설
1. 레이저핵융합 레이저 시설

중국은 1949 년 정부수립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 년에 중국과
학원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1952 년에 중국과학원 산하에 최초로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방 및 산업에서 중요한 광기술 개발을 선도
하게 하였다. 1960 년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루비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후 수개
월 내에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도 루비레이저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레
이저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의 레이저 연구팀을 위주
로 1964 년에 레이저 연구를 선도할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80 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지게

되었고,‘86 년 3 월 중국의 원로 과학자인 왕도창(王涂昌), 진방윤(陈芳允), 양가휘
(杨嘉辉), 왕대형(王大珩) 4 명이 등소평에게 중국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

진 것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하자 등소평이 이를 바
로 받아들여 863 계획( 86 년 3 월 착수를 의미 )이 시작되었다. 863 계획에는 생
물기술, 우주비행기술, 정보기술, 레이저기술, 자동화기술, 에너지기술, 재료기술 7
개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레이저기술분야에서는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주도하게
되었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73 년 50 J 레이저 개발을 시작으로, ’74 년에는 400 J 을
달성하였다. ‘81 년부터 신광-I(SG-I, Shen Guang-I) 개발이 착수되어 ’87 년에 1
nano-second 1.6kJ ( 800 J x 2 빔 )의 신광-I 을 완성하게 되었다.

’86 년부터 시작된

863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고에너지 레이저 및 레이저핵융합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SG-1
은 ‘94 년까지 연구개발에 활용되었다. ’94 년부터는 863 계획의 지원하에 새로운 SG-II 개
발이 착수되었고, 2000 년에 구경 240 mm 의 8 개의 레이저빔으로 구성된 1
nano-second, 6 kJ 의 압축용 신광-II 레이저시설을 건조하게 되었다.

2001 년부터 신광

-II 는 총 3,000 회 이상의 레이저핵융합관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2006 년에는 레이저핵
융합시 플라즈마의 분석용의 구경 350 mm, 3 nano-second, 4.5 kJ 의 9th 레이저빔을 건
조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 고속점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도 고속점화 연구준비에 착
수하였고, 2007 년부터 신광-II upgrade 사업이 착수되었다. 신광-II upgrade 는 기존의 압
축용 6 kJ 의 출력을 새로 40 kJ 레이저시설로 대체하고, 3 nano-second, 4.5 kJ 의 9th
빔을 1 pico-second, 1 kJ 의 Peta Watt 레이저로 개조하여 고속점화를 실증할 계획이다.
9th 개조에 있어 중요한 것이 pico-second 레이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형 회절격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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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으므로 3 개의 회절격자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09 년말까지 pico-second Peta Watt 레이저를 완성할 계획이며, 40 kJ 레이
저시설도 ’10 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고속점화를 위해서는 1 pico-second 레이저 펄스의
형태가 선행펄스가 없는 단일 펄스를 생성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OPCPA ( optical

parametric chirped-pulse amplification ) 증폭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2-9

신광-II 레이저시설

그림 2-10

신광-II 9th 레이저빔

2. Femto-second 극초단 레이저 시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중국 레이저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레이저핵융합시설인 신광
-II 이외에도, 2000 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femto-second 급의 극초
단레이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femto-second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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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 지면서 수십 Tera Watt 급의 상용레이저까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상해광학정밀
기계연구소산하 국가중점실험실인 State Key Laboratory of High Field Laser Physics 에
서는 수년전부터 femto-second Peta Watt 레이저 개발에 착수하여 30 femto-second,
0.83 PW 의 레이저 출력을 달성한 바 있으며, ‘08 년부터 이를 이용한 고속전자 및 중성자
발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emto-second Peta Watt 레이저는 chirped-pulse amplification (CPA)기술에 기

반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로서,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 펄스폭 확대기, 예비 증
폭기, 3개의 주 증폭기, 펄스 압축기로 구성되어 있다.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와 펌
핑 레이저는 상용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펄스당 에너지는 약 9 nJ이다. 스펙트럼폭
은 약 100 nm 이며, 700 - 900 nm에 걸쳐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펄스 확대기는 Offner-triplet 형태의 펄스 확대기로서 직경 300 mm, 초점거리
500 mm의 오곡거울과 초점거리 250 mm의 볼록거울, 그리고, 1200 l/mm의
grat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대된 레이저 펄스폭은 약 1.5 ns 이다. 펄스 확

대기를 통과하여 펄스폭이 1.5 ns 정도로 확대된 레이저 펄스는 재생 증폭기를 통
하여 약 5 mJ 로 증폭되며, 재생 증폭된 레이저 펄스는 자체 제작한 직경 25 mm,
길이 15 mm의 rod 형태의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증폭 매질로 사용한 1차 주 증
폭기에 의해 800 mJ 정도로 증폭된다. 2차 주 증폭기와 최종 주 증폭기의 펌핑 레
이저로는 핵융합용 거대 레이저 제작 경험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150 J 의
Nd:glass 펌핑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2차 주 증폭을 거쳐 5 J 로 증폭되고 최종

증폭기를 거쳐 35 J 의 출력을 얻고 있다. 최종 증폭기에서 증폭된 레이저 펄스는
총 4개의 1480 l/mm grating로 구성된 펄스 압축기에서 펄스폭이 압축되어 0.83
PW 의 출력을 달성하였다.

그림 2-11 자체 개발한 Nd:glass 주증폭기
펌핑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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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의 고에너지 레이저시설
1. 국내의 고에너지레이저 현황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년에 걸쳐 2 TW (2x10

12

W,

80 J, 40 psec, 1 beam)의 신명 레이저를 건설하였다. 신명 레이저는 4경로 증폭

기, 5단 증폭 등 당시 첨단 레이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광학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X-선 발생, 진단 등 레이저 플라즈마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
였다.

그림 2-12 KAIST의 신명 레이저 시설
(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전되었다 )

그림 2-13 광주과학원 고등광기술연구소의
초단펄스 레이저 전경
( 15J/30fsec의 500 TW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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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 펄스 레이저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원 X-선 결맞는 연구단에서 4
TW (1012 W) 레이저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과학원의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는 1
PW (10

15

W) 출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초단 펄스 레이저는 펄스당 에너

지는 작지만 짧은 펄스폭과 높은 첨두 출력을 갖고 있어 새로운 과학 현상 관측이
나 규명에 적합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여 대학 규모에서도 많
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4년도에 오사카대학 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로
부터 도입된 Gekko IV 시설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2008년 3월 고에너지레이저 시
설을 완공하였다. 완공된 레이저 시설은 핵융합, 고밀도 플라즈마, 입자가속, 단파장
광원 등 양자공학 기반연구 뿐 아니라 EUV 광원 개발, 원전 유지/보수, X-선 현미
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반시설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14 세계의 고출력 레이저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에너지레이저 시설이 완공되면 nsec에

서 발진하는 고에너지레이저 영역에서 세계 10위권의 시설이
될 전망이다. 광주과학원에서 추진 중이 Ti:Sapphire 레이저
장치는 극초단 펄스 레이저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이내의 시설
로 예상하고 있다 )

- 19 -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에너지레이저 시설
가 . 레이저 설계
2005년도 1월 일본 ILE에서 도입한 레이저 부품은 Gekko IV라는 핵융합 연

구용 레이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4개의 rod 증폭기와, 3개의 disk 증폭기 그리고
이에 사용될 전원 및 충방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Gekko IV 레이저는 1 kJ의
성능을 갖고 있으나 여러 증폭단이 이미 Gokko XII, Gekko MII 등에 사용되고 있
어 1 kJ 정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하여 새로운 계산 코드를 개발하였다.
Nd:Glass와 같은 inhomogeneous 매질에서의 레이저 증폭은 선폭과 편광
hole-burning에 의해 증폭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homogeneous 매질에 비해 증

폭 효율이 떨어진다. 극단적인 inhomogeneous 매질의 포화 조건의 경우, 레이저
와 공명 조건에 있는 전이선의 상준위만이 전이하게 되어 다른 레이저 상준위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레이저 펄스의
뒷부분에서는 이득포화에 의한 이득감소로 인하여 펄스의 시간적 형상이 왜곡된다.
만일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주입하여 증폭할 경
우, 레이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광대역 또는 다파장 레이저가 homogeneous 매질에서 증폭될 경우 이득 중심
부에서의 단색광에 의한 증폭효율보다는 낮지만, inhomogeneous 매질의 경우 파
장이 다른 각 이온에 맞는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주입할 경우 에너지 도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단일 파장에서의 총 fluence는 매질의 손상치에 의해 제한되지만,
다른 파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상치를 분산할 수 있어 높은 출력이 가능하다. 이
와 같은 효율 개선은 물론 각 이득물질과 증폭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광대역 다파장 레이저의 증폭에 대한 정량적인 예측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inhomogeneous 매질을 다준위 원자로 가정하여 여러 rate 방정식에 각기 다른 파

장의 intensity propagation 방정식을 결합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2-1], [2-2].
그러나 광대역의 초단 펄스 발진기를 chirping하여 증폭하는 경우 증폭과정에서 발
생하는 gain narrowing이 최종단의 압축과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델에 chirping시 발생하는 레이저의 위상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대역 레이저 파장이 inhomogeneous 매질에서 증폭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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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 효율과 펄스의 시간, 위상 왜곡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델
을 바탕으로 한 program으로 SG-II, KFL (KAERI-Laser Facility)에 적용하였다.
또한 각 증폭단에서의 에너지 최대값, B-factor를 동시에 계산하여 이득물질의 손
상을 예방할 수 있는 광학 배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이저 광 증폭이 있어 선폭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Frantz-Nodvik, Chung
등의 이론이 사용되었으나 [2-1], 이들은 주로 좁은 선폭의 레이저 증폭에 적합하
며 chirped pulse amplification (CPA)과 같은 넓은 선폭과 선폭 내에 위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곤란하다.
 
     



 
     


 

레이저 증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와 같은 Frantz-Nodvik 모델의 경우 레
이저 위상을 전혀 고려 할 수 없으며 입력광의 선폭 역시 무시된 전형적인 단색광
증폭 모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Chung이 다음과 같이 전기장을 포함하는 모
델을 제안 하였으나 [2-2], 이 역시 좁은 선폭의 증폭과정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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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hung의 모델을 개선하여 CPA와 같은 넓은 선폭의 레이저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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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의 모델과는 달리 polarization 방정식에 입력광의 선폭을 도입하여 넓은

선폭에서의 계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모델은 단순한 2준위 이득물질에
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Nd:Glass와 같은 inhomogeneous 매질에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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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Chirped pulse amplification을 이용하여 고출
레이저를 얻는 과정 (초단펄스 레이저를 확대한 후 이득물질
에서 증폭하고 이를 다시 압축하여 순간출력을 높일수 있다)
서는 다준위 원자계, 이완시간 등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 Inhomogeneous 매
질에서의 증폭과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모델을 2준위에서 다음과 같이 다준위
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위 방정식은 레이저를 intensity가 아닌 E로 기술하여 위상 변화에 대한 계산
이 가능하며, 다준위 방정식으로 확장하여 inhomogeneous 매질에서의 증폭 계산
에 적합하다. 또한 실제 이득매질에서의 증폭 실험과 비교할 수 있도록 레이저 상
준위의 이완시간을 방정식에 포함하였다. 위 수식은 PC에서도 계산 가능도록 C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화 하였으며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 변수를
화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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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과정에서 증폭을 위하여 Nd:Glass와 같은 이득물질을 사용할 경우 증폭

중의 선폭축소에 의해 선폭이 좁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선폭변화는 압축과정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16는 광대역 선폭의 chirped 펄스를 증폭할 경우

레이

저 광 증폭도, 선폭변화, 그리고 압축 시 신호/잡음비를 계산한 것이다. 증폭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력광의 선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선폭축
소 효과는 증폭 후 압축 시 신호/잡음비에 영향을 주어 높은 신호/잡음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17은 입력광의 증폭률을 높일 때 매질의 이득포화에 의한 입력광의 시
간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구형파의 입력광이 증폭과정의 이득포화에 의하여 레이저
의 전단부에 많은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6 입력광에 대한 증폭광의 선폭축소 효과와 압축 시 신호/잡음비 계산

그림 2-17 이득포화에 의한 입력광의 시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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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이득포화 및 선폭축소에 따른
파형변화

(a)

(b)

(c)

그림 2-19 압축에 이상적인 증폭레이저의 구형파와 선형 chirping profile을 얻기
위한 입력광의 시간 및 위상 역 계산
통상 입력광을 이득매질과 공명되게 증폭할 경우 이득포화에 의해 입력광의 신
간 및 스펙트럼이 비대칭으로 되어 압축 시 악영향으로 나타나지만, 이득포화와 선
폭축소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 그림 2-18와 같은 대칭적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
다.
그림 2-19는 압축기에 입사되기 전에 이상적인 레이저 파형을 얻기 위하여 입
력광의 시간 및 위상 profile을 역으로 계산한 것이다. 증폭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득
매질의 포화 및 선폭축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림 2-19 (b)와 같은 형태로 발진
기의 입력광을 제어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증폭된 레이저의 위상을 선형으로 하
기 위해선 그림 2-19 (c)에서와 같이 발진기 레이저를 위상 변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0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건설 중인 Nd:Glass 레이저 증폭기의 입
력광의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증폭기 내에서의 에너지 분포를 계산한 것이다. 광섬
유 레이저를 이용한 임의 시간 정형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력광의 시간
정형이 어렵기 때문에 Gaussian 분포를 가정하였고 대신 공간 분포를 변화하며 각
2

증폭기에서 레이저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통상 레이저에너지가 5 J/cm 이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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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매질이 손상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분포를 Gaussian으로 했을 경
우 80 mm 증폭기 중심부에서의 에너지가 5 J/cm2을 크게 넘어 10 J/cm2에 이르
고 있어 증폭기의 파손을 마기 위해서는 증폭 이전에 입력광의 공간 분포를
plat-top으로 성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1 kJ급 레이저 증폭기 시스템의 일부를
그립 7에 나타내었다.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광학부품 중에서 80 mm 증폭기가 2개
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설계하였으나 계산 결
2

과 80 mm 증폭기 후단의 레이저 에너지가 5 J/cm 을 넘어 파손이 예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80 mm 증폭기를 배치할 경우 에너지 fluence가 3 J/cm
이하로 할 수 있어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0 한국원자력연구소 레이저 시설의 rod 증폭기 내에서의 레이저 에너지
계산

그림 2-21 한국원자력연구소 증폭기 설계 ( 계산 결과에 따라 80 mm 증폭기
에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레이저 배치
를 재정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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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광 증폭이 있어 입력광의 선폭효과 및 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broadband model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여 chirped 펄스의 증폭 특

성을 조사하였고, 그림 2-22, 2-23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증폭기 배치하였
다.
다단계증폭기로 구성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레이저 시스템 설계에 개발된 계
산 코드가 사용되었으며 입력광의 사간 및 공간분포에 따른 각 증폭단에서의 레이
저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일본 ILE에서 제안한 광학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증폭기를 설계하게 되었다.
개발된 코드는 레이저의 위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n-sec 증폭기 설계 뿐
아니라 앞으로 구축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p-sec 레이저 시스템 설계에도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2 KLF 레이저 시스템 광학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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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KLF 레이저 시스템 광학 예상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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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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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에너지레이저 증폭 실험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에 있어서 공간필터는 광의 고주파수 공간성분을 제거하
며 레이저광 증폭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레이저 시스템의
필수적인 광학적 장치이다.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의 경우 광 증폭 과정에서 다수의 광학소자가 사용됨으로
써 굴절률 불균일성, 표면의 작은 상처, 먼지 및 오염물질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광학
적 잡음에 의해 광 품질이 떨어지거나 단위면적당 광 최대강도가 증가하여 광학소
자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다.
고에너지레이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ash type의 핀홀을 사용하면 홀
주변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로 인하여 핀홀 기능이 떨어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설에서는 conical-type의 핀홀을 적용하였으며 회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톱
니개구를 설치하였다.
그림 2-24은 conical-type 핀홀을 나타내고 있다. 설계 되어진 conical 핀홀은 핀
홀의 입-출사 개구 지름 di, d0 와 핀홀 경로 길이 L 그리고 스침 입사각 θf 로 결
정된다. 여기서          스침 입사각이다. 스침 입사각은 핀홀의 재
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진다. 그림 13과 14는 핀홀 설계 변수와 제작한 핀홀과
Holder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톱니개구는 공간필터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회절소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필터의 설계 뒤 톱니개구를 설계한다. 톱니개구 설계를 위해 사용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핀홀의 반경이며,  는 전파상수이고,  는 공간 필터의 입사렌즈
초점 거리 이다.  는 톱니 주기이다.

그림 2-26는 고에너지 펄스레이저를 위해 제

작된 톱니개구 사진이다. 톱니 tip은 약 25㎛ round 이며, 톱니높이 H 는 1.2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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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

dO
θf

P06

그림 2-24 conical-type 핀홀

P05

P04

P03

그림 2-25 제작한 핀홀과 Holder 사진

그림 2-27 제작한 톱니개구와

그림 2-26 톱니개구 설계도

톱니확대사진

그림 2-28은 톱니개구와 conical 핀홀 구조를 조합해 빔 패턴 측정을 위한 실험
개략도이다. 톱니개구를 통과해 전달되는 빔은 진공 상태인 공간 필터를 통해서 배
율 1.4로 확대 전파된다. 입사렌즈 L1의 초점 거리는 50 cm 이며, 4개의 conical 핀
홀은 회전식 개구 홀더에 끼워져 있어 적당한 크기로 선택할 수 있다. 렌즈 L3은
collimation 용이며, 렌즈 L4는 빔의 far-filed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렌즈이다.

그림 2-28 톱니개구와 conical 핀홀 구조 조합 실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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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와 2-30은 톱니개구와 conical 핀홀(P03) 구조를 조합해 발진기 레이저
빔의 필터 통과전과 후의 공간분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홀

구조

조합으로

설계된

공간필터는

회절로

인한

톱니개구와 conical 핀
리플이

제거

되고,

Super-Gaussian의 형태의 균일한 공간분포를 갖는 발진기 레이저 빔을 얻을 수 있
었다.

그림 2-29 공간필터 전에 레이저 빔질

그림 2-30 공간필터 후에 레이저 빔질

각 증폭단에서의 출력측정은 그 에너지 영역에 따라 Coherent 사의 상용제품인
Energy 센서 LM-p5와 LM-30V 그리고 LM-80V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고에너지
레이저 측정용인 LM-80V의 측정 범위는 지름 40mm에 최대 측정에너지 45 J로
60mm Rod 증폭기에서 부터는 빔분할기와 렌즈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증
폭단의 출력 에너지는 그림 2-3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타낸 출력에너지는 최대
에너지가 아닌 안정화를 위한 출력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2는 각 증폭단에서 Near-field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인화지를 이용 레
이저 빔을 직접Burning한 데이터를 스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33은 70mm Rod
증폭 출력 130 J의 Near-field 패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80mm Rod 증폭기의
Nd:glass가 현재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70mm Rod 증폭기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균일도 측정은 Near-field 패턴에서 중심선을 그어 강도의 최고값을 기준으로 최저
값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그 균일도는 대략 76%로 각각의 증폭기 마다 큰 변
화는 없었다. 그림 2-34는 110mm Disk amp 출력 260J 빔 직경 98mm Near-fiel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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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각 증폭기에서의 Near-field 패턴 조사

그림 2-32 70 mm Rod amp 출력 130J의 Near-field 패턴(균일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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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110 mm Disk amp 출력 260J 빔 직경 98mm Near-field 패턴
그림 2-34는 110mm Disk Amp에서의 출력 단에서 초점길이ｆ＝ 500mm 렌즈
를 이용하여 초점에서 측정된 Far-fiel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초점의 직경은 60
um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Line의 초점 직경도 거의 유사하였다.

그림 2-34 110 mm Disk amp 출력 빔의 Far-field 패턴

- 31 -

고효율의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을 위해 고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효율적으로 전
송하여 타겟에 입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일부 부품의 도입 시 원
형챔버의 중앙부가 손실되어 국내에서 설계 보수를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원
형챔버의 제작에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안정된 고진공도를 얻기 위한 원형 챔버의
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림 2-35 챔버Room 내의 복원 제작된 원형챔버
그림 2-35는 챔버실 내에 복원 제작된 지름 1.2m의 원형챔버를 나타내고 있으
-7

며, 원형 챔버의 진공복원력은 대기압에서 3시간 정도의 펌프 시간으로 2x10 Torr
이하의 진공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하단부 3” JIS 4개, 8” JIS 16개, 중앙부 3” JIS 8
개, 8” JIS 8개의 다양한 포트를 가지고 있어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 실험 시 다양한 각
도에서 실험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4

각 4개의 빔라인이 <10

sec 이하의 동기 시간 안에 입사될 수 있도록 미러 16개

를 사용하였다. 정확한 설치를 위해 실제 고에너지레이저 거울 대신 가시광 거울을 장
착, He-Ne 레이저로 하여 챔버 중앙의 입사 거리를 각 4 빔라인의 거리를 맞추었다. 또
한 보다 정확한 동기를 위해 피코모터가 장착된 시간지연 보정 거울을 장착하였다. 현
재는 챔버 내부의 타겟 고정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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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속전자 발생
1. 고체표적에서의 전자가속
저밀도 플라즈마 내부에서의 레이저에 의한 전자가속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방위각 방향의 강한 자기장에
의하며[3-1,2], 둘째는 wake field의 전기장에 의한 가속이다[3-3,4]. 펨토초레이저와
같이 짧은 펄스폭을 가진 강한 레이저의 경우에는 둘째의 직접적인 가속이 지배적
이다.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는 전기장이 정상파인 경우보다 레이저처럼 진행파인
경우에 가속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정상파인 경우 전자의 에너지는 레이
저

펄스의

최대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레이저가

평면파인

경우

전자는

pondermotive force에 의해 전기장이 증가하는 파면에서 가속되었다가 전기장이
감소하는 파면에서 감속되므로 전체적으로 전자가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레이저 펄스의 정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진행 중인 레이저 펄스가
고체표적 표면에서 갑자기 정지하면 고에너지 전자는 관성에 의하여 계속 진행하
여 레이저펄스와 고체표적을 지나 탈출하게 된다. 이 때 정지거리가 레이저의 skin
depth와 표적의 두께보다 비교하여 매우 크지 않다면 전자의 에너지 손실은 그렇
게 크지 않다[3-5].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의 강도는 가우시안 형태의 펄스의 포락선으로 고려하였
다. 그리고 반사파를 기준으로 표적의 위치를 z1으로 잡고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
최적 위치를 z1을 변화시키면서 조사하였다.

이 경우 고체표적의 표면에서 발생한

매우 낮은 밀도의 preplasma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레이저에 의해 가속된다.
그리고 preplasma의 밀도 n이 임계밀도 nc에 대해 n/nc<0.02의 관계를 가진다면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무시되고 레이저의 전파와 전자의 운동이 진공에서와 같이
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레이저펄스를 벡터포텐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3-1)

(A0 = 레이저펄스의 최대진폭, z0 = 펄스 정점의 초기값, z1 = 표적의 위치,
ω = 레이저 주파수, k = wave vector, τ = 펄스시간폭, c = 광속, β = 1 :

원평광, β = 0 : 선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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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도체의 모델을 적용하면 반사파는 다음과 같다.

      −   −    × − 
    −  

−       −  

(3-2)

전자기장은 레이저의 벡터포텐셜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3-3)

전자의 모멘텀과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  
      





(3-4)


    ′  
    ′  
      





(3-5)


    ′  
    ′  
       





(3-6)

 
    ′  
    ′  
       





(3-7)

(-e = 전자의 전하량, m0 = 전자의 정지질량)
식(3-6)과 (3-7)을 적분하면

 −   

 
 −   

(3-8)

(C1 = 초기상태)
2

초기에 px = 0, py = 0, ν = ν0 이면 C1 = [(ν0 -1)

1/2

-ν0]m0c 이 된다.

다음과 같이 무차원 변수로 대체하면,
 



→   →   →   →  





 
→   →    → 

 


→   → 




식(3-4)-(3-8)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  




(3-9)



    ′  




(3-10)



         

 


(3-11)


 
 −      − −    ′   ′    −  −   (3-1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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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   −               
   − − −     − 
′   −   −                

식(3-9)와

(3-10)은

서로

상미분방정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Runge-Kutta

method에 의해 풀면 위치, 레이저강도, 초기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전자에너지를 구
할 수 있다. 표적 통과시 전자의 에너지 감쇄를 무시하고 그 결과는 무차원 값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τ = 7, z0 = -20으로 정하였다.
그림3-1은 레이저의 선편광과 원평광에 대해 a0 = 7.5, ν0 = 1 에 대해 전자에
너지 ν를 보여준다. 레이저가 표적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면 전자가 얻는 운동에
너지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1(b)에서는 표적이 최적점인 z1 = 61.78
(선평광), 125(원평광)에 있을 경우 전자가 동일한 에너지 ν≃29로 가속됨을 보여
준다. 선평광이 원평광에 비해 전자가속에 보다 효율적이다. 같은 진폭 a0를 가지기
위하여 레이저강도는 선평광이 원평광에 비해 절반만이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림 3-1 레이저의 선편광(실선)과 원평광(점선)에 대해 a0 = 7.5, ν0 = 1
에 대한 전자에너지 ν의 변화 (a) : 표적이 없는 경우, (b) : 선평광에 대
해 표적이 z1 = 61.78, 원평광에 대해 표적이 z1 = 125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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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는 표적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전자들이 초기위치에 따라 다른
에너지를 얻음을 보여준다. 그림 3-2(a), (b)는 각각 a0 = 7.5, ν0 = 1에 대한 선평광
과 원평광의 결과들이다. 선평광과 원평광에 대해서 각각의 최적 가속 거리가 있
고, 따라서 전자와 고체표적 사이에 최적 위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히 zr =
61.78(선평광), 125(원평광)에 위치한 초기정지전자들이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다.
전자가 최적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최적 위치는
여러 매개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3-2 전자와 표적의 초기위치 zr 이 a0 = 7.5, ν0 = 1일 때 선평광과
원평광에 대한 전자 에너지의 변화 (a) : 선평광, (b) : 원평광.
그림3-3, 4를 통해 전자 가속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조건들은 무차원 레이저 진
폭 a0 = 7.5,

레이저 파장 λ = 1 μm, 펄스 길이 L = 15λ의 레이저가 두께 d =

0.1λ 밀도 n = 0.05nc인 preplasma에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본다. 초기 preplasma의
좌측한계 z = 20λ로 잡았다. 가속거리에 비해 플라즈마의 두께가 얇으므로 모든 전

- 36 -

자들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림3-3(a), 4(a)는 선평광과 원평광의 경우
각각 시간 t = 40T, 80T (T = λ/c)에 대한 전자 밀도 분포를 나타낸다. 선평광의
경우 좌우에 높은 밀도분포가 존재하나 그 밀도가 초기값보다 작고, 중간에도 많은
전자들이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원평광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밀도의 분포가 좌우
에만 존재한다. 그림3-3(b), 4(b)는 선평광과 원평광의 경우 각각 시간 t = 40T, 80T
에 대한 전자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전자밀도와 관련된 두 개의
피크가 존재하며, 선평광의 경우 전자 에너지의 분포가 매우 넓으며(1~10), 그것은
전자의 에너지가 진동함에 기인한다. 원평광의 경우 에너지의 분포가 좁아 전자들
이 거의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

그림 3-3 t = 40T일 때 선평광 레이저 펄스에 대한 (a) 전자밀도 분포, (b)
전자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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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 = 80T일 때 원평광 레이저 펄스에 대한 (a) 전자밀도 분포,
(b) 전자 에너지 스펙트럼
그림3-5는 t = 82T, 88T일 때 축방향 전자 모멘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때, preplasma의 폭 d = 60 μm, 플라즈마 밀도 n = 0.005nc, 초기좌측한계 z = 20
λ, 고체표적두께 8λ, 고체표적밀도 10nc, 고체표적 초기좌측한계 z = 80λ 이다. 선

평광 레이저의 변수들은 그림3-3, 4의 경우와 같다. 그림3-5 전축방향 모멘텀의 분
포는 분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레이저에 의해서만 전자가 가속된다면 최
대전자모멘텀 pz ≃ 28 이 된다. 그림3-5(b)는 펄스의 중심이 표적을 지나간 후의
결과인데 표적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영향으로 일부 전자들은 더욱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됨을 나타낸다. 플라즈마 내부의 전기장도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모
멘텀의 최대분포는 그림3-5(a), (b)에서 pz = 0 일 때이며 이는 표적내의 전자가 거
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자는 전기장과 역방향의 ponermotive force에
의해 역방향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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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축방향 전자 모멘텀의 스펙트럼 (a)t = 82T, (b)t = 88T일 때.

그림3-6은 진폭 a = 7.5인 원평광의 경우, 전자의 초기에너지ν0에 대한 최대에
너지 νmax의 변화를 나타낸다. νmax는 ν0에 선형적으로 비례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전자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선편광의 경우도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다.
2

2

전자가 초기에 정지상태인 경우 최대운동에너지는 a0 (νmax = a0 /2 + 1)비례한
다. 초기에너지가 ν0 > 1 인 경우, 최대에너지는 초기에너지에 비례하여 급속히 증
가하므로 이는 레이저 강도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에
너지에서 선편광이 원평광에 비해 전자가속에 유리하다. 또한 가속거리에 따라 에
너지가 달라지며 선편광과 원평광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적거리가 주어지므로 표적
위치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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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진폭 a = 7.5인 원평광의 경우, 전자의 초기에너지ν0에 대한 최
대에너지 νmax의 변화
2. 기체(헬륨)표적에서의 전자가속
레이저의 출력은 시스템의 수명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120TW에서 사용하였으
며, 빔의 직경은 15cm이다. 레이저빔은 f=3.5의 비축포물경에 의해 노즐에서 1mm
떨어진 위치에서 분사된 가스에 집속되어 조사된다.
발생된

전자빔은

노즐에서

2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FUJIFILM사의

IP(imaging plate)에 기록된다. IP는 200um두께의 알루미늄판으로 포장되어 가스를
투과한 레이저는 차단하고 고에너지 전자만 투과되게 하였다. IP의 30cm 뒤에
Kodak사의 전자빔에 감도를 가지는 x선 형광판을 설치하고 형광이미지를 광증폭
CCD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7 고에너지 집속 전자발생 실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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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너지 스펙트럼를 측정하기위한 약 1테슬라의 굴절자석은 준비가 되었으
나 전자가 관측되지 않아 설치는 보류되었다.

그림 3-8 레이저 반응 챔버 (왼쪽 뒤가 펄스압축기, 오른쪽 앞이 레이저 반응
챔버)

그림 3-9 레이저 반응 챔버 내부 (가운데가 노즐, 오른쪽이 비축포물경, 왼쪽이
이미징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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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과 같이 노즐의 하단에 반사경을 두고 이를 통해 반응챔버 외부에서
CCD카메라로 가스젯 내부의 플라즈마채널에서 발생한 Thomson 산란 이미지를 관
측할 수 있게 하였다. 하부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은 레이저가 p편광이므로 산란효
율이 이 방향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저 축방향과 역방향으로 약간 어긋
나게

광축을

맞추어

외부에서

가스젯

내부의

플라즈마채널에서

반사되는

SRS(Sitimulated Ramann Scattering)을 분광기로 관측하게 하였다.

2

그림 3-10 사각노즐 (10×0.5 mm ).
노즐은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해 구동되며 오리피스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여 원
통형, 원뿔형, 사각형 등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원뿔형은 기체 확산이 쉽게 일
어나서 빠른 가스 팽창을 통해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장치 전
체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레이저의 에너지는 30분마다 한번 씩 이뤄지는 레이저 조사가 끝난 후 레이
저운용팀에서 측정치를 근거로 계산을 한 후 알려주는데 매번 마다 출력이 20%이
상 요동이 있고 빔의 파면도 다르다. 이러한 저반복률과 출력의 불안정성이 전자발
생 조건을 찾는데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3-11은 레이저 빔의 공간 분포를 측정한 것인데 필셀 하나의 크기가 8um
이므로 초점에서의 빔의 크기가 약 48um정도(1/e)임을 알 수 있다. 이 범위 이내에
드는 에너지가 약 80% 정도이므로 빔의 분산이 큰 편이며 파면도 비교적 불균일하
다. 또한 축방향으로의 분포도 그림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더욱 악화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소에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adaptive optics 장치
가 있으나 반사경의 내구성이 현재의 출력에는 모자라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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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레이저 빔의 집속특성 (초점위치)

그림 3-12 레이저 빔의 집속특성 (좌: 초점점 10um, 우 초점후 10um)

그림 3-13 레이저 빔의 집속특성 (좌: 초점점 20um, 우 초점후 20um)
전자버블에서의 pondromotive force에 의한 전자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균일한 전자분포를 가지는 긴 플라즈마 채널의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플
라즈마 채널의 관측이 매우 중요하다. 플라즈마 채널의 관측에 간섭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설치가 까다롭고 공간적 제약이 따르므로 이 실험에서는 보다
쉬운 Thomson scattering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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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bar 수소가스 압력에서 3mm orifice의 노즐을 사용하여, 레이저 출력 120TW
를 노즐 아래 1.1mm 위치에서 집속하여 발생한 플라즈마 채널을 발생시켰다. 그림
3-14는 이 때 관측한 Thomson scattering 이미지이다. 레이저의 진행방향은 왼쪽방
향이다. 가스젯 내부에서 플라즈마채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스젯의 공기밀도
분포가 주변보다 가운데에 집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균일한 밀도를 갖기
위하여 노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플라즈마채널의 길이가
0.5um에 불과하여 가스젯 전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또한 플라즈마의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보다 큰 f-number를 가진 집속광학계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체밀도를 높이기 위해 수소를 대신하여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였다.
플라즈마채널은 2mm길이로 생성되나 Rayleigh scattering이 관측되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메탄가스는 전자발생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3-14 플라즈마 채널을 Thomson scattering으로 본 이미지
플라즈마채널에서 전자가 잘 만들어짐을 확인하기 위하여 SRS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플라즈마채널이 비교적 양호하게 만들어질 경우 SRS의 스펙트럼이 비
교적 넓게 분포하고 Stokes sfift가 규칙적으로 관측되었다. 그림3-15는 이를 잘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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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플라즈마 채널에서의 SRS 스펙트럼
레이저의 반복률이 너무 낮아 전자가속의 최적조건을 찾기가 어려웠고, 노즐과
광학계를 개선하여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되어졌다.
이를 고려하여 중국 측에서 조만간 장치의 구성을 개선하고 실험을 계속하기로 하
였다. 국내에서의 연구경험을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3. 기체(수소)표적에서의 전자가속
SIOM의 890TW/30fs 레이저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표적에서의 전자가속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그림3-16과 같다. 펨토초레이저빔은 비축포물경
(f=600 cm : F/104)으로 수소가스에 집속하여 프라즈마채널을 형성하면서 그 내부에
서 wake-field 가속에의 의해 전자를 가속한다.발생된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
기 위하여

영구자석식 전자 에너지분광기를 설치하였다. 전자는 레이저의 진행방

향으로 가속되어 수μm 두께의 알루미늄 필터를 거쳐 레이저와 x-선, 낮은 에너지
의 전자들이 걸러지고, 직접 전류를 측정하는 ICT(Ion Current Transformer) 를 지
나 영구자석에 입사된다. 에너지에 따라 굴절각을 달리한 전자들이 LANEX필름에
이미지을 만들면 이를 CCD카메라로 기록한다. 레이저빔 진행과 수직방향으로 플라
즈마에서 산란된 Thomson 산란 이미지를 CCD카메라로 측정하여 플라즈마 채널의
형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후방 SRS를 측정하여 플라즈마 밀도와 온도를 측정한다.
필요에 따라 Michelson 간섭계를 설치하여 플라즈마 채널내의 전자분포를 측정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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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SIOM의 890TW/30fs 레이저 장치를 사용한 전자가속 실험장치의 구성

이 실험에서 먼저 전자빔의 발생을 확인하기위하여 전자 에너지분광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앞의 알루미늄필터의 다음에 LANEX필름을 두고 그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그림3-17은 측정한 전자빔의 공간분포를 보여주는데 투과된 에너지는
필터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a)는 200 keV이상인 경우, (b)는 1MeV 이상인
경우이다.

(b)

(a)

그림 3-17 전자빔의 공간분포, (a)는 200 keV이상, (b)는 1MeV 이상

그리고 비축포물경(f=1500 cm : F/10)을 교체하여 좀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레이저 에너지는 4joul, 펄스길이는 50fsec, 레이저빔의 초점크기는
지름40μm이다. 그림3-18은 이경우의 Thomson 산란 이미지를 보여준다. 약 3mm의
연속적인 플라즈마 채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약 1mm는46 매우 전자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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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가속이

매우

향상되었고

에너지와

전류도

증가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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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3 MeV 이상의 전자빔의 공간분포(레이저 진행은 좌에서 우로)

그림3-19는 이 때 측정된 전자빔의 이미지이다. 빔의 집속도가 10mm 이내이고
밝기도 훨씬 향상 되었고 빔의 형태도 거의 원형에 가까운 대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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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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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포물경(f=1500 cm : F/10)을 교체 후의 전자빔의 공간

분포(3Me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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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체표적에서의 중성자 발생
레이저 출력 200TW를 64bar 압력의 중수소화 메탄을 개구각 5도, 길이 16mm,
3um orifice의 노즐에서 발사하여 발생한 클러스터빔에 3.5F의 비축포물경으로 집
속하여 최대 5.6×106개의 중성자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는 현재 테이블탑레이저를
사용하여 발생한 중성자 수율의 세계최대치이다.
그 조건에 대해 토론을 통해 얻은 결론은 중수소가스를 사용할 경우에[3-6] 비
해 중수소메탄을 사용하면 같은 클러스터크기분포에 대해 이온에너지가 3~4배 크
고, 같은 압력에서 보다 큰 크기의 클러스터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10배 이상 중가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에너지, 빔의 집
속도, 펄스의 폭 등 다양한 조건을 최적으로 할 경우 보다 높은 중수소 수율을 얻
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3-20 레이저집속크기에 따른 중성자 발생효율.
그림3-20은 본 연구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얻은 중수소메탄 클러스터의 중성자
발생효율 특성을 보여준다[3-7]. (a)는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수율을 예
측하고 있고 빔집속도의 최적점은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져서 레이저의
에너지밀도도 높아야함을 보여준다. (b)는 클러스터의 크기의 분포가 클수록 즉 크
기가 큰 클러스터가 많이 존재할수록 높은 수율을 예측하고 있고 빔집속도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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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클러스터의 크기의 분포가 커질수록 작아져서 레이저의 에너지밀도도 높아야
함을 보여준다. (c)는 레이저에너지가 커지면 높은 수율을 예측하고 있고 빔집속도
의 최적점은 레이저에너지가 커질수록 커져서 레이저의 에너지밀도가 지나치게 높
지 않아야함을 보여준다. (d)는 같은 에너지의 레이저일 경우 펄스가 짧아서 파워
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따라서 레이저 펄스가 짧아질수록 빔집속도의 최적점은 커
져서 파워밀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대의 중성자 효율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측이 언급함에 따르면 반응 챔버의 크
기가 커지면 주변의 기압변화가 적어 발생된 클러스터가 잘 유지되어 보다 많은
큰 클러스터를 얻기가 쉬워 효율이 증가된다고 설명하였다.
중수소화메탄가스를 사용한 D-D핵융합 중성자 발생 실험을 하였다. 레이저는
5TW이고 가스압력은 62Bar 이었다. 이때 발생한 중수소이온은 평균에너지가
13.5keV이고

최대에너지는

60MeV였다.

중성자

발생량은
5

에너지는 2.45MeV였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1.5×10 /jule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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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10 개이고

그

제 2 절 pico-second PW 레이저 설계
1. ps PW 레이저 구성
SG-II-U 프로젝트에서 PW 레이저는 기존의 9번 빔을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일반

적으로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시스템은 CPA(Chirped-Pulse Amplific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증폭시키고 이후에 펄스를 축소하는 형태를 취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체레이저 매질에서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펄스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PW 레이저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9번 빔 체인에 전단부 시스템으

로 초단펄스 발진기, 펄스폭 확대기, 광매개 chirp 펄스증폭기(OPCPA, optical
parametric pulse amplification)가 도입되었고, 변형거울, 타일 회절격자와 이축

포물경(off-axis parabola) 형태의 chirp 펄스 축소기가 종단 시스템으로 사용되었
다. PW 레이저의 대략적인 구조는 그림 3-21과 같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
다.[3-9]
energy: 1.7 kJ(chirped pulse) /1 kJ(compressed pulse),
wavelength: 1053 nm,
pulse duration: 1-10 ps,
aperture: 320 mm in diameter,
focused intensity: 1020 W/cm2 (50% energy in 25μm),
6

8

SN ratio: 10 -10 , and
synchronization with main laser: ≤10ps (RMS).

그림 3-21 SG-II-U 프로젝트에서 PW 레이저의 블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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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많은 물리실험에서 레이저의 전치펄스의 강도가 주펄스의 강도에 비
-8

해서 10

정도이지만 타겟의 표면에서 상당량의 사전 플라즈마를 발생할 수 있으며,

고속점화(FI, fast ignition) 메카니즘을 복잡하고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PW 급의
레이저들에서 이들 효과는 좀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높은 이득대역과 높은 이득, 그리고
개선된 전치펄스 대조비를 갖는 장점에 기초하여, 2 단으로 구성된 1 개의 OPCPA 시
-8

스템이 1x10 의 전치펄스비를 갖는 PW 시스템의 전단부에서 잡음 세척기(cleaner)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9번 빔의 증폭체인을 통과한 레이저 펄스는 1.7 kJ의 에너지를 갖는다. 증폭과정에

서 시스템의 이득축소에도 불구하고 3.4 nm의 대역폭 출력과 누적 B-적분(ΣB)의 값
이 1.8 이하가 되도록 정밀하게 제어되었다.
펄스에너지의 50% 이상이 25 μm 반경이내로 통과하도록 요구되는 목표를 충족하
기 위해서 마지막 공간필터(spatial filter)와 펄스 펄스압축기 사이에 변형거울이 시스
템 설계에 도입되었으며, 빔라인의 광학계에서 발생하는 정적인 수차(static aberration)
와 레이저 발사중에 발생하는 열적변화에 의한 왜곡을 제어한다. 또한 변형거울은 확대
된 펄스의 압축을 도와준다.
고에너지 출력을 갖는 PW 레이저 시스템에서 한계점은 펄스압축기에서 사용되는
회절격자의 문턱손상에너지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층유전체코팅 회절격
자 (MLD; Multi-Layer Dielectric)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층유전체코팅 회절격자
는 어려운 제작공정으로 크기가 약 1 m 정도로 제작에 제한이 있으나, 미국의 LLNL
만 1 m 급 제작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0.4 m 정도의 회절격자만 가능하므로, PW 레
이저 시스템에서 필요한 1 m 이상을 얻기 위하여 3 개의 회절격자를 타일 형태로 사용
하는 펄스압축기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회절격자는 중국에서 자체제작하고 95%의
2

평균회절효율과 피코초의 펄스에 대해서 1.2 J/cm 의 문턱손상에너지를 갖는다. 펄스
압축 후에 고에너지 초단 펄스는 SG-II upgrade의 타겟챔버로 전송되며, 이곳에서 이
축 포물경에 의해서 1020 W/cm2의 강도를 갖도록 타겟으로 집속된다.

2. Nd:glass 증폭기 시스템
중국 상해광학정밀연구소의 SG-II upgrade 계획에 따르면, 9번째 빔은 물리실험의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1 ps 의 짧은 펄스뿐만 아니라 원래의 긴 펄스도 제공
하게 된다. 따라서, 9번째 빔의 증폭체인의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증폭체인을 먼저
설계한 후 나머지 PW 발생을 위한 제반 문제를 증폭체인 전후의 하부 시스템에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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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PW 레이저에서 증폭기로 사용되기 위한 9번 빔 증
폭체인의 조건을 분석한 후에 PW 레이저 전단부에 관하여 기술한다.
PW 설계에서 OPCPA 이후의 chirp 펄스는 Nd:glass 증폭매질에서 충분한 에너지
를 추출하도록 9번 빔의 증폭체인으로 주입된다. 따라서 9번 빔 증폭체인에서 CPA 동
안의 자체위상변조(SPM, self-phase modulation)와 이득축소(gain narrowing) 같은 chirp
빔의 전파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CPA 레이저 시스템에서 압축펄스는 근저대(pedestal)로 알려진 상당량의 비압축 에
너지를 가지고 있다. SPM에 의한 주파수 chirp의 왜곡은 비록 chirped 펄스의 강도형태
에 심각한 왜곡이 없이 증폭되더라도 최종압축펄스의 근저대로 귀속된다. 이는 최종펄
스압축동안 회절격자쌍들은 다른 군속도분산에 대한 SPM으로부터 발생한 새로운 주파
수 chirp을 압축할 수 없고, 기존 주파수 chirp에 대해서만 압축하기 때문이다.
부가해서 확대기 펄스폭 동안 시간에 따른 B-적분(B-integral)의 큰 변화는 재압축펄
스를 심각히 확장하고 변조한다. 고속점화 (FI:fast ignition) 실험에서 타겟상에서 PW 레
이저 펄스의 대조비가 피이크 펄스의 10 ps 전에 1x1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타겟의 사전가열이 발생하며 고속점화가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SG-II upgrade 프
로그램에서는 PW 레이저 설계의 시작시점에서 CPA 과정에서의 압축펄스의 형태가 B적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22의 계산결과에 따르면 ∑B의 값이 2보다 크면 재압축된 펄스는 펄스대조
비 특히 펄스 모양과 강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9번 빔의 증폭체인에서 B-적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50 mJ의 출력 펄스 에너지와 3 ns/6.5 nm의 chirp 비를 갖는
OPCPA 시스템이 PW의 전단부로 설계되었다. 이 경우에 에너지 이득과 ∑B의 추정치
는 표 3-1과 같다. 표 3-1에 나타난 결과로 9번 증폭체인은 ∑B=1.72의 타당한 조건에서
SG-II upgrade 프로그램 PW 레이저의 에너지 조건인 1.7 kJ을 만족할 능력을 갖는다.

그림 3-22 CPA 동안 서로 다른 B-적분 값에 대한 압축된 펄스의
(a) 형태와 (b) 대조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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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0 mJ/3ns의 OPCPA 출력 입사를 갖는 PW 설계에서 9번 증폭체인의 기본요소

9번 빔
증폭체인
2개 Φ40
Rod 증폭기
2개 Φ70
Rod 증폭기
2개 Φ100
디스크 증폭기
3개 Φ200
디스크 증폭기
4개 Φ350
디스크 증폭기

빔크기
(mm)

에너지 이득

출력에너지

∑B

(J/cm )

(J)

(rad)

빔 fluence
2

30

195

1.33

9.40

0.117

60

5.9

1.76

49.9

0.37

90

6.4

4.54

289

0.99

190

3.2

2.49

708

1.36

320

3.1

2.11

1700

1.72

SG-II upgrade 프로젝트의 PW 레이저 시스템에 대해서 증폭이후에 chirp 펄스는
기대하는 고출력을 얻기 위해서 1 ps로 재압축되어야 한다. CPA 레이저 시스템에서
chirp 펄스는 넓은 대역을 갖는 긴 펄스이다. chirp 펄스의 파형왜곡과 증폭기에서 이득
축소에 의한 스펙트럼 절단은 최종펄스압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표 3-1에 나타낸 PW 레이저에서 Nd:glass 증폭체인의 이득축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그림 3-23과 같이 연구되었다. 50 mJ의 OPCPA 출력 펄스가 9번 빔 라인을 통과한 이
후에 이득축소하에서 출력 스펙트럼폭과 펄스 폭은 6.5 nm, 3 ns에서 3.4 nm, 1.57 ns로
그림 3-23 (a), (b)와 같이 축소된다. 다행스럽게도 이 정도의 축소는 PW 레이저의 증폭
-8

된 chirp 펄스가 그림 3-23 (c), (d)의 피이크 펄스 10 ps 전에서 10

이상의 대조비를

갖고 1 ps 혹은 그 이하로 축소가 가능하게 한다.
9번 빔의 초기 설계에는 전치증폭기로 3가지 종류의 봉형 증폭기, 즉 2개의 Φ20, 3
개의 Φ40, 그리고 두 개의 Φ70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뒤에 설치된 주 증폭기는 두
개의 Φ100, 3개의 Φ200, 그리고 4개의 Φ350 디스크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검
토를 기준으로 보면 9번 빔의 증폭체인은 Φ40 봉형 증폭기에 OPCPA 출력 신호를
주입함으로써 SG-II upgrade 프로젝트의 PW 레이저 하부 증폭시스템으로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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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50 mJ과 3ns/6.5nm의 chirp 비를 갖는 레이저 펄스가 PW 레이저의
Nd:glass 증폭기 체인을 통과한 후의 이득축소, 재축소, 대조비의 특성

그림 3-24는 상해광학정밀연구소(SIOM)에서 개발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SG-II
의 9번 라인의 간략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단부에서 발생한 9번 라인의 3 ns
의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 신호는 증폭라인을 통해 에너지가 증폭된다. 초기에 20
mm 직경의 Nd:glass 결정이 사용되었으며, 이 후에 40 mm, 80 mm, 100 mm,
200 mm, 350 mm의 대구경 레이저 매질을 통해 펄스에너지가 증폭되게 된다. 증

폭 이득이 큰 증폭기의 경우에 Faraday rotator를 사용하여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고립(isolation)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ps PW 레이저를 만들기 위하여 CPA(Chirped-Pulse Amplification)이 도입되

고 고속점화에 영향을 주는 프리펄스의 제거를 위하여 OPCPA(Optical Parametric
Chirped-Pulse Amplificatio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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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기존에 사용 중인 SG-II 9번 라인의 Nd:glass 증폭체인
구조

2. 피코초(PS) PW 전단부(Front-end) 시스템
PS PW 레이저의 전단부 시스템은 공진기(oscillator), 확대기(stretcher), 2단의
OPCPA, 그리고 소형 압축기(mini-compressor)로 구성되어 있다.[3-10.11.12]
씨드(seed) 빔은 Nd:glass 를 레이저 매질로 사용한 상업용의 모드 록킹된 공진기에
의해서 발생된다. 공진기는 4 nJ의 에너지를 갖는 70 MHz의 펄스열을 발생한다. 각각의
펄스는 1.053 µm 중심파장에서 6.5 nm의 반폭치(FWHM)와 230 fs의 펄스폭을 갖고 있
으며, öffner triplet stretcher를 두 번 통과하면서 시간적으로 3.2 ns로 확대된다. 그들
중에 단일펄스가 증폭을 위해서 선택된다. OPCPA(optical parametric chirped pulse
-8

amplification) 시스템은 1x10 의 전치펄스를 갖는 확대된 시드펄스를 10-Hz의 펄스 반
복율에서 50 mJ 이상의 펄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부가해서 조그만
회절격자 쌍에 의해서 0.2 ns/6.5 nm의 chirp 비를 갖도록 설계된 소형 압축기가 요구
되는 확대 압축비를 정밀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전단부 시스템의 끝에 위치한다.
확대기 설계에서 회절격자의 홈(groove) 밀도와 입사각은 각각 1740 g/mm와 70 도
이며, 압축기의 사양과 동일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확대기와 압축기에 의해서 유도
된 chirp 펄스의 고차 비선형 분산이 완벽하게 보상된다. 확대기와 압축기는 모두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 과정에서 스펙트럼 필터로 간주되며, 각각의 스펙트럼
투과도(transmission)가 계산되었다.
확대기와 압축기에 의해서 투과된 대역폭(bandwidth)은 최종 펄스의 대조비에 심각
하게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림 3-25는 확대기와 압축기의 스펙트럼 투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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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계산에서 확대기를 투과할 수 있는 최대대역폭은 PW에서
증폭된 펄스의 예상되는 반폭치인 3.4 nm의 5배인 17 nm이며, 압축기는 압축기 크기의
한계로 2배의 빔 스펙트럼 폭을 갖는다. 로그 스케일의 계산 치에 분명한 절단이 있다.
압축기 보다는 확대기가 선폭을 제한하며, 이는 압축기의 큰 빔직경 혹은 확대기의 날
카로운 스펙트럼 절단에 연유한다. 따라서 SG-II upgrade 프로젝트의 PW에서 펄스 대
조비를 결정하는 주된 과정이 확대기의 날카로운 스펙트럼 절단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림 3-25 확대기와 압축기의 스펙트럼 투과도 계산 결과

그림 3-26으로부터 PW에서 레이저 펄스 대조비를 10-8 이상 얻기 위해서는 확대기
를 통과하는 대역폭이 반드시 증폭된 펄스가 갖는 FWHM 대역폭의 5배 이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400 mm의 폭과 200 mm의 높이를 갖는 회절격자가 확대기용
의 회절격자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림 3-26 확대기에서 5xFWHM 전단폭, 압축기에서 2xFWHM 절단(red)과 중앙
주파수(black) 만일 경우의 재압축된 펄스 대조비의 스펙트럼 모양 영향
(내부삽입 그림은 확대기에서 절단폭이 4xFWHM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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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재생 증폭기와 비교하여 OPCPA는 단지 펌프펄스에 의해 제한된 시간 내에
서만 증폭이 일어나므로 전치펄스 수준에 상당한 감소를 가져온다. PW 레이저의 전치
증폭기로서 OPCPA는 50 mJ의 출력 에너지를 갖도록 2개의 증폭단을 갖고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 번째 OPCPA 증폭단으로 5 mm x 5 mm의 단면적과 30 mm의 길이를 갖는 두
개의 LBO 결정들이 Walk-off을 보상하도록 배열되어 사용되었다. 각각의 OPCPA에서
펌프 빔과 신호 빔은 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비동일직선(non-collinear) 구조가 사용되
었다. 이러한 구조는 OPCPA 이후에 펌프, 신호, idler 빔들 사이에 적절한 격리를 가능
하게 한다.
두 번째 OPCPA 증폭단으로 7 mm x 7 mm의 단면적과 15 mm의 길이를 갖는
LBO 결정이 사용되었다. OPCPA에서 펌프레이저의 시간적, 공간적 형태와 펌프와 씨드
펄스간의 시간동기가 높은 펌프-신호전환효율과 출력안정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super-Gaussian 시공간 형태를 갖는 Nd:YAG 펌프레이저가 OPCPA를 위해서 532
nm에서 700 mJ, 8 ns(FWHM), 10 Hz 펄스열을 갖도록 개발되었다. SG-II 시설에 적용
된 동기화 기술로 펌프 펄스와 씨드 레이저 펄스 사이의 지터(jitter)는 <10 ps 이다.

3. SG-II 나노초 전단부
SG-II의 레이저 시설은 레이저 핵융합, x-선 레이저 등 많은 레이저-타겟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전단부 레이저 시스템은 다양한 실험에서 요구되는 사
양의 레이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시간적 펄스형태, 스펙트럼특성, 공간강도형태의 변화
가 가능하여야 하고, 시간적인 동기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나노초 레이저의 펄스형태 성형과 주 레이저와 탐침(probe) 레이저의 시간동
기화 기능이 중요하다.
현재 펄스성형기술은 능동형과 수동형의 두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능동형은 미
국 로렌스 리버모아 국립연구소의 NIF(national ignition facility)와 로체스터 대학의
OMEGA 레이저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전기적 펄스성형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며, 수동형은 회절격자의 분산특성이나 광섬유의 비선형 특성, 혹은 파형의 적층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단부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펄스성형방식과 공간적인 빔의 균일 조사
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펄스성형장치와 발진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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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단부의 요구사항과 타겟 초점에서의 균일한 조사를 위해서 SG-II의 전단부는 단일
주파수 광섬유레이저와 ACSL(aperture-coupled-strip-line) 방식의 전기적 파형 발생기를
결합한 통합 도관 모듈레이터 성형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동기화 기술로는 광학적
펄스 트리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부가해서 전단부는 SBS의 발생을 억제하고 스펙트럼 분산에 의해 타겟챔버내의 레
이저 빔 초점에서 균일한 조사를 위해서 위상모듈레이션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
대된 레이저 빔을 증폭하기 위해서 Nd:glass 재생증폭기가 개발되었다. 나머지 증폭과정
에서 공간적인 이득의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서 복굴절 렌즈와 이진 마스크 성형기술
(binary mask shaping technology)을 포함하는 공간 강도분포제어장치가 연구되었다.
타겟으로 향하는 SG-II의 8개 빔들과 혹은 9번 빔은 하나의 단일 주파수 연속파형
발진기에서 시작한다. 발진기로는 λ/4 위상천이 회절격자가 새겨진 phase-shifted
distributed

feedback

광섬유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SIOM의

NLHPLP(national

laboratory on high power laser and physics)에서 제조되었다.
Yb+3 이온이 도핑된 광섬유 레이저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동작 출력 : 25 mW (최대 출력 75 mW)
단일 종주파수 모드 출력
선폭 : < 100 kHz
편광 extinction ratio : > 23 dB
파장 안정도 : < 3 GHz (4 시간)
발진기의 CW 신호는 광음향 변조기 (AO modulator)에 의해서 1 Hz의 펄스 반복
률에서 200 ns의 펄스폭을 갖도록 잘린다. 광음향 변조기는 광섬유 발진기와 증폭기 사
이에 약 50 dB의 격리(isolation)를 제공한다. 잘린 광 펄스는 광섬유 증폭기에 의해서
증폭되며, 광섬유 레이저로는 광섬유 필터가 내장된 1단의 증폭기가 사용되었다.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은 30 dB이며, 필터의 대역폭(FWHM)은 ASE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1
nm가 사용되었다. 잡음 신호비는 40 dB 이며, 첨두 출력은 1 W 이다.
이후에 위상변조기(phase modulator)가 레이저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광학계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최종단 광학계에서의 스펙트럼 강도(spectral intensity)를 줄이고
SBS(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위상 변조기는 3
GHz에서 0.1 nm의 대역폭을 발생한다.
그 후에 선폭 확대된 레이저는 광섬유 증폭기에 의해서 증폭된다. 펄스 성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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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3-27에 나타낸 봐와 같으며, OMEGA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ACSL
전기파형 발생기를 갖는 통합도관파 변조기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3-27 광펄스 성형시스템의 구조도

광펄스 성형시스템은 두 개의 전기적 소스, 2단전광변조기(two stage electro-optic
modulator), ACSl 기반 전기파형성형기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종모드 씨드 펄스는 두
개의 광변조기에 성형된 전압파형을 가하면 성형된다. 전압들은 단일 종모드 레이저의
광펄스가 변조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맞추어 동시에 인가된다. 첫 번째의 사각형 전기신
호 발생기는 5 ns의 게이트(gate) 펄스를 성형된 펄스의 폭을 결정하는 1단 전광진폭변
조기(electro-optic amplitude modulator)에 출력한다. 두 번째의 사각형 전기 신호 발생
기는 성형된 광펄스의 파형을 결정하는 임의의 파형을 출력할 수 있는 ACSL의 입력전
기펄스를 인가한다.
성형된 레이저 펄스 시스템은 안정적인 파형과 완만한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
ACSL 기술을 사용하여 타겟에서 사각펄스를 얻기 위해서 Nd:glass 레이저의 이득포화
를 미리 보상한 보상된 펄스(그림 3-28 (a)), picket 펄스(그림 3-28 (b), (c))를 아래 그림
에 나타내었다. 성형된 레이저의 최대 고저비(contrast ratio)는 그림 3-28 (d)에 보여진
400:1 정도이다. 최단 펄스폭은 그림 3-28 (e)에 나타낸 80 p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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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성형된 광펄스 : (a) 타겟에서 사각형 펄스를 얻기 위해서 성형된 광펄스,
(b) picket 펄스, (c) picket 펄스, (d) 고대조비 성형 레이저, (e) 120 ps Gauss 초단펄스

4. 피코초와 나노초 전단부의 시간동기화
SG-II의 전단부는 나노초(ns)의 주 레이저와 80-ps의 초단펄스레이저를 발생하기 위
한 두 개의 발진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한 개의 발진기가 가공된 ns 광펄스를 출력
하기위해 시간적으로 자르고 성형된 단일 주파수 광섬유 레이저이며, 다른 한 개의 발
진기가

80

ps의

광펄스를

출력하는

상업용의

모드록킹된

레이저(CWML,

Time-bandwidth, GE-100)이다. 주 레이저 펄스와 80 ps 펄스레이저의 시간 동기화를 위
해서 그림 3-29의 광펄스 트리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CW M L

Coupler

Fiber Amplifier

Probe Optical
Pulse

Solid State Amplifier

Electrical Pulse
Shaping Generator

SLM Laser

Si Photo-conduction Switch

Waveguide M odulator

Shaped Optical
Pulse

그림 3-29 두 개의 발진기 시간동기화와 광펄스 트리거 기술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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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ps의 단일펄스가 CWML의 레이저 펄스열로부터 전자 모듈레이터와 AO 모
듈레이터에 의해서 선택된다. 이후에 얇은 필름 편광자(thin film polarizer)에 의해
서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된다. 그중에 평면 편광된 빔은 플라즈마를 연구하기위한
레이저로서 뒤따르는 주증폭기에 의해 증폭되기 위해서 투과되고, 수직편광된 빔은
전기펄스를 발생할 목적으로 Si 광전도 스위치(photo-conductive switch)를 트리거
하기 위해서 고체 증폭기에 의해서 증폭된다. 이후에 전기펄스는 단일 종모드 레이
저를 자르고 성형하기 위해서 도관파 모듈레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트리
거펄스성형발생기를 트리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짧은 펄스
와 나노초 펄스가 시간적으로 동기화되게 된다.
동기화를 시험하기 위해서 3 dB 결합기(coupler)가 성형된 레이저 펄스와 프로
브(probe) 레이저 펄스를 동일한 광섬유로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후에 레이
저 들은 광섬유 증폭기와 고체레이저 증폭기를 통해서 증폭된다. 스트릭(streak) 카
메라가 두 펄스 사이의 시간간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스트릭 카메라의
전시분해능(display resolving power)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 레이저는 100 ps의
가우스(Gauss) 펄스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시간 동기화는 10 ps(rms) 이내이며, 테
스트 결과를 표 3-2에 나타내었다.
표 3-2 성형펄스와 프로브펄스 사이의 간격

1
Interval
(ps)

2

3

4

5

6

7

8

9

10

256.1 251.6 259.4 255.5 259.1 258.1 258.1 263.3 267.3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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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OPCPA 기술
광매개증폭(OPCPA; Optical Parametric Chirped Pulse Amplification)은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의 처프펄스증폭 (CPA, chirped pulse amplifica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 CPA 기술은 펄스를 시간적으로 늘임으로써 증폭단에서의
광손상이나

기타 위상지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table-top

규모의

레이저에서도 TW의 출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3-13,14,15,16,17,18,19,20]
한편,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초광대역 스펙트럼에 대한 비공선형 광매개
증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공선형 우상정합 구조에서 이득선폭이 크게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호광의 스펙트럼이나 위상왜곡이 없는 광대역
증폭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21,22,23]
광매개증폭은 넓은 이득선폭, 짧은 경로에서의 큰 이득, 선행펄스/주펄스의 큰
대조비, 증폭 매질에서의 열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펌프에너지가 매질 내에 축적되지 않고, 비선형 광학 매질에 대한 크기 제한,
펌프광 및 신호광의 동기, 펌프광과 신호광의 공간적 제어 등 몇가지 극복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레이저의 전치증폭기로서 광매개 증폭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단 광매증폭 실험을 수행하였다. [3-24,25,26,27,28]

그림 3-30 다단 OPCPA 증폭에 의한 고출력 레이저 발생
Si g n al fr o m
fs osci l l ato r

Pu m p / Id le r
O PA

Pu m p

Pu l se
St r e tch e r

Pu l se
c o m p r e sso r

O PA

Pu m p

Pu m p / I d le r
O utp ut

그림 3-31 고에너지레이저 전단부를 위한 2단 광매개 증폭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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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펄스 확대기

수백 fs의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바로 증폭할 경우에는 수백 mJ의 적은 에너
지로도 레이저 펄스의 첨두 출력 TW 이상으로 높아져서, 높은 첨두 출력에 의한
자체집속효과 때문에 증폭단의 이득매질이 손상되거나 비선형 효과에 의해 레이저
펄스의 특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에너지레이저와 같이 수백 J의
높은 에너지로 증폭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 없이 안전하게 증폭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펄스를 증폭하기 전에 펄스폭을 시간적으로 수천 - 수만 배 이상 늘려주는
펄스 확대기가 필요하다.
펄스 확대기의 원리는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매우 많은 양의 군속도 분산을
지니는 광학계를 통과시킴으로써 레이저 펄스의 스펨트럼 성분이 시간적으로 배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매우 많은 양의 군속도 분산을 생성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광
섬유에 펄스를 입사시켜 펄스폭을 늘리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림 3-32, 33와
같이 grating을 사용하여 펄스폭을 확대 혹은 압축한다. 그림과 같이 극초단 레이저
펄스가 grating에 입사하면 레이저의 각 스펙트럼 성분은 각각 다른 회절각을 같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스펙트럼 성분들이 지나는 경로가 달라지며, 따라서 각 스펙트
럼이 지나는 경로의 길이도 달라진다. 이렇게 다른 길이의 경로를 지나온 스펙트럼
성분을 다시 grating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합치면 공간적인 빔 모양은 변하지 않
으면서 시간적으로 펄스폭을 늘릴 수 있다.
펄스 확대기의 역할을 역으로 하여 시간적으로 늘어진 펄스를 다시 압축하는
것이 펄스 압축기이다. 실제 펄스 확대기와 압축기를 제작할 때에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것을 최종단에서 펄스 압축기로 사용하며, 펄스 확대기는 그림
3-34와 같이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된다. 펄스 확대기에서 늘어난 펄스폭( )은 다

음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3-13)

여기서,  극초단 레이저의 중심파장,  는 펄스 확대기에서 grating 사이의 거
리,  는 광속, 는 grating의 격자상수, 는 레이저 중심파장이 grating에 회절된 각
도,  는 극초단 레이저 펄스의 선폭이다. 레이저의 중심파장은 Nd:glass의 이득
중심과 일치해야 하므로 약 1060 nm이며, 앞에서 설명한 Nd:glass 극초단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선폭은 약 8 n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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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확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grating은 1060 nm에서 높은 효율과 적절한 회전
각도를 가져야 한다. 현재,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는 grating의 격자밀도는 1200,
1480, 1700-1800 lines/mm 등이며 이중 1060 nm 파장에서 4 nm 정도의 선폭을 갖
는 극초단 레이저 펄스에 적합한 grating으로 1740 lines/mm grating을 선택하였다.
이때, 격자 상수 는 1/1740 mm가 되고, 입사각 43도에서 회절각도는 약 62도가
되며, 확대된 펄스폭은 약 1.5 ns정도가 된다. 펄스 확대기를 통과한 레이저 펄스를
한 번 더 펄스 확대기에 통과시키면 3 ns 정도까지 펄스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림 3-32 Offner Triplet 형태의 펄스 확대기 사진.

Concave mirror
(f = 2 m)

Convex mirror
(f = 1 m)

그림 3-33 펄스확대기 구성도.

Effective
separation

Grating
image

Center of
curvature
1480 grooves/mm
grating

Red
Blue

그림 3-34 Offner-triplet 펄스 확대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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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CPA 2단 증폭 실험

광매개증폭을 위해서는 펌프광(532nm)과 신호광(1054nm)간의 시간동기화가
중요하다. 실제 실험에 있어 비선형광학 매질 내에서의 펌프광과 신호광의 시간적,
공간적인 겹침(overlap)이 필수적이다. 그림 3-35에 펌프광과 신호광간의 시간동기
화에 대한 구조도가 나타나 있다. Manual N-counter 유닛은 30MHz의신호광펄스
열로부터 10Hz의 기준신호를 만들게 된다. 이 10Hz 기준신호는 펌프광을 만드는
레이저의 동작환경에 맞추어진 것이다. 10Hz신호광 기준신호는 디지털시간지연발
생기(DDG, DG-535 model)에 공급되어, 최종적으로 디지털시간지연발생기로부터
단일펄스선택에 필요한 신호와 펌프광과 신호광의 시간동기화에 필요한 신호가 만
들어지게 된다.
실험을 위해 디지털시간지연발생기의 3채널A, B, C

D로부터 각각 펌프광 레

이저 섬광등방전용 트리거신호, 펌프광 레이저Q-switch 트리거신호, 포켈셀용 고전
압 드라이버용 트리거신호가주어진다.
펌프광-신호광 시간동기화에 앞서 펌프광 레이저의 Q-switching delay time
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펌프광 레이저의 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펌프광의 최대에너지조건에서 펄스의 발생시간(즉, Q-switching 트
리거신호와 펄스방출시간 사이의 간격)은 가장 짧아진다.
Q-switching delay time을 최적화한 후에, 시간동기화 실험을 해야 하며, 이

두 실험 모두는 디지털 시간지연 발생기를 통해 Q-switch 트리거신호와 포켈셀용
고전압 드라이버용 트리거신호의 시간지연을 조절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Fiber fs oscillator

Pockels’ cell
for pulse gating

Pulse stretcher

OPA stages

High-voltage driver
triggering
N-counter unit
for pump-signal
synchronization

Digital delay
generator

Laser firing
Pump laser
Q-switching

그림 3-35 단일펄스 도출 및 시간 동기화를 위한 전자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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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BO 광매개 증폭계 구성

초단펄스 전단부용 광매개 증폭계의 설계목표는 통상적으로 ~mJ의 신호광 출
력에너지 (즉,

~

정도의 증폭이득),

를 넘는 주펄스-선행펄스의 contrast,

그리고 증폭전후로 유의미한 스펙트럼의 왜곡이 없는 것이다. 두 개의 BBO
crystal을 이용한 type-I 위상정합은 이론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며 이

를 확인 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펌프광과 신호광은 각각 이상광(즉,
extraordinary-ray)과정상광(즉, ordinary-ray)에 해당하는 편광을 가진다. 실험에

서 두 BBO crystal은 각각 12mm와 15mm의 길이를 가지도록 준비하였고, 22.9도
의 위상 정합각을 갖도록 컷팅되었다. 그리고 단면은 6mm 6mm의 정방형이다. 펌
프광은 단일 펄스선택된 신호광과 시간 동기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간지
연발생기를 이용하였다. 2단 광매개증폭계의 구성은 그림 3-36에 설명되어 있다.
충분한 펌프광 세기를 위해, 하나의 펌프광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증폭단은 신호광과 펌프광의 경로를 2-mirror 조정으로 통해 독
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있다. 증폭매질내부의 공간적 겹침을 고려할
때, 펌프광과신호광의 빔크기는 대략 3-4mm의 지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입력되는펌프광의 에너지는 반파장판과 편광빔 분할기의 조합으로 된 에너지
분할기를 통해 자유로이 조절 가능하게 되어있다. Referencesetup은 신호광의 이차
조화파발생(second-harmonic generation, SHG)을이용하는데, 1054nm의 신호광
에 대해 22.93도의 위상정합각에 해당하므로, 가공시에 0.2도의 오차를 가지는(즉,
0.1도) 가공오차와 무관하게 위상정합각을 정확히 결정할수 있다. 그림 3-xx는
reference setup의 유용성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22.9도에 가까운 조건에서 어떤

위상정합각

에 대해서도 비공선형각

를 정할 수 있으므로, reference-setup

method가실제의 광학정렬에 상당히 유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호광에 대해
BBO를 조정하여 이차조화파 발생이 가장 최대가 되게 맞춘 후, 펌프광을 매개증폭

이득이 최대가되도록 맞춘다. 그 후, 광학결정 내에서 공간적인 겹침이 크게 일어나
도록 펌프광의 진행방향성(directional property)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평행이동을
통해 미세조정(parallel-displacementalignment by two-mirror control) 을 한다.
OPA 2

OPA 1

그림 3-36 2단 OPCPA 증폭을 위한 광학 구성도 ( 화살
표가 신호광을 나타내며, 굵은 선은 펌핑광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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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매개 증폭 실험 결과

그림 3-37은 광매개증폭전후의 스펙트럼 왜곡(spectrum distortion)을보여준다.
거의 중첩된 조건(nearly-degeneratedcondition)하에서, Nd:Glass 파장에 대해
532nm의 펌프광과 함께 type-I 위상정합은 BBO에서 80nm를 넘는 넓은 스펙트럼

을 고루 증폭해줄 수 있으며 이는 실험에서의 4nm 스펙트럼을 증폭하기엔 충분하
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신호광은 gain-narrowing 효과는 거의 겪지 않고 고르게
증폭되었다. 그리고 reference setup을 이용하여 광학정렬을 하였다. 이는 신호광
의 이차조화파발생 (SHG)을 이용하여, 신호광에 대한 위상정합각(phase-matching
angle)을 결정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증폭실험 및 이전의 reference setup

의 위상정합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에 의해
정합각이며,

는 위상

는 신호광과 펌프광이 이루는 비공선형각(noncollinearangle)이다.

광매개증폭계에서증폭이득에 대한 실험결과가 그림 3-38에 나타나있다. 그림
3-38 (a)는 첫번째 증폭단에 대한 결과이고, 그림 3-38 (b)는 전체 증폭단에 대한

결과이다. 12mm 길이의 BBO로 된 첫번째 증폭단의 이득은 약 160이었으며, 두
번째 증폭단 15mm 길이의 BBO를 포함한 전체 증폭단의 이득은 약

정도

였다. 전산 모사된 결과가 같이 비교되어 있으며, 이때 가정된 조건들은 펌프광 고
갈이 없고, 5ns의 펌프광 pulsewidth, 펌프광 빔크기를 첫 번째 증폭단 3.6mm, 두
번째 증폭단 3.1mm 등이며, 이는 실험조건을 비교할 때 잘 맞는 수치이다.

비슷한 에너지를 보유한 다른 숏-펄스 프런트엔드 실험의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본 실험의 증폭이득은 상당히 경쟁력있는 결과이며 그 구조 또한 간단하고 기능

Parametric gain

적이다.

W a ve le ngth [nm ]

그림 3-37 BBO 결정의 광축에 따른 OPCPA 이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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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OPCPA를 이용한 2단 증폭실험 및 계산 결과 (a) 1단 증폭율 측정 및
계산, (b) 전체 증폭율 측정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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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회절격자 결합
1. 회절격자 결합 필요성

극초단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은 고속점화에 의한 레이저핵융합이외에도
x-ray radiography 등의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핵심은

펄스폭이 매우 짧은 고강도 레이저 펄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증폭효율의 향상과 증폭기의 손상방지를 위해 레이저 펄스를 시간
적으로 확대하며, 증폭 후에 다시 극초단 고강도 펄스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압축 기술중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고효율 회절격자를 이용하는 방법으
로, 이는 파장에 따른 회절 경로차를 이용하여 입사빔의 펄스폭을 압축 시키는 것
이다. 압축 효율성이 높은 회절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high diffraction efficiency
- high wavefront quality
- high damage threshold
- large aperture

여기서 large aperture 와 high damage threshold 는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끝단의 압축 회절격자는 가장 짧으면서도 가
장 고강도 레이저 빔이 통과하므로 이들 요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MLD(Multi-Layer Dielectric) 회절격자의 손상문턱 값은
2

2

275-fs 폭에서 0.6J/cm 정도이다. 즉 1-ps 폭에서 보면 ~1.2J/cm 정도의 손상

문턱 값을 가진다. 현재,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용으로 활용되는 최대 회절격자의 길
이는 대략 50 cm 정도이다. 여러 안전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대략 1 kJ 이
하의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의 반사 회절격자 제작 기술로는 최대 한계 크
기가 1 m 이하 크기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제작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크
기가 커짐에 따라 매우 고가의 제품이 된다.
더 큰 극초단 고강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크기의 회절격자가 필요
하나, 이는 제작도 어려우면서도 매우 고가이므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작은 크기의 여러 회절격자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큰 회절격자를 만드는
회절격자 조합 기술이 현재 대안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그림 3-39에 보이는 바와같이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LLE(Laboratory
for Laser Energetics)에서는 OMEGA-EP 레이저 시스템에 3개의 작은 회절격자

를 결합하여 1.4x0.4M 펄스 압축기를 구축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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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절격자 결합 구성도

(b) 회절격자 결합 구조

(c) 회절격자 결합 지지대

그림 3-39

미국 LLE 의 3 개 회절격자 결합을 이용한 펄스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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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절격자 결합 원리

그림 3-40 3 개 회절격자 결합을 이용한 펄스 압축기 정열
그림 3-40에서와 같이 3 개씩 결합된 회절격자 4 세트로 구성된 펄스압축기를
통하여 고에너지 레이저 펄스를 압축시키는 데 있어 서로 인접한 2 개의 소형 회절
격자는 Fizeau 간섭계로 정열하고, 전체 결합된 최종 출력빔은 Mach-Zehnder 간
섭계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림 3-41 2 개의 소형 회절격자 결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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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에서와 같이 2 개의 소형 회절격자 결합시 정렬에 필요한 자유도는
x, y, z 축방향의 이동과 x, y, z 축에 대한 회전 6 개 가 있으나, 회절격자의 특성

상 y 축 방향의 이동은 2 개의 회절격자 결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5 개의 자
유도만 남게 되며, x 축 방향의 이동을 Lateral shift, z 축 방향의 이동을 Piston,
회절격자면 수직 z 축에 대한 회전을 Rotation, x 축에 대한 회전을 Tilt, y 축에
대한 회전을 Tip 이라고 한다.
회절한계 이내의 완전한 회절격자 결합을 위해서는 이 5 개의 자유도 각각에
대하여 정렬 error 가 레이저 파장의 1/20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레이저 파장이 1
um 로 작은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요구되는 기계적 정렬 정

밀도가 수십 nm 이하이며, 또한 실험실 환경에서 장시간 이와 같은 정밀도를 유지
할 수는 더욱 없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5 개의 자유도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
고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렬에 필요한 기계적 정밀도를 낮추고, 회절
격자 지지대의 위치제어 방식도 간소화 할 수가 있다.
최종 레이저 파면의 위상(ΔΦz), y 축방향 파면의 경사도(dΦ/dy) 와 x 축방향
파면의 경사도(dΦ/dx) 간에는 다음과 같이 5 개의 자유도간에 상관관계를 갖는다.
α는 회절격자 입사각이고 β는 회절각이며

Δd는 회절격자 groove 간격 d의 error

이다. 즉, 5 개 자유도의 error 를 모두 0 로 하지 않고도, ΔΦz, dΦ/dy, dΦ/dx 를 모두
0 으로 할 수 있어 회절한계내의 결합을 달성할 수 있다.
ΔΦz=2π/λ[(sinα+sinβ)Δx−(cosα + cosβ)Δz]
dΦ/dy= −2π/λ[(cosα + cosβ)dθy+(sinα+sinβ)dθz]
dΦ/dx= −2π/λ[(cosα + cosβ)dθx−(sinα+sinβ)Δd/d]secβ

실제로는 회절격자 groove 간격 d 의 error Δd 는 0 이므로,
dθx = 0
dθy = -[(sinα+sinβ)/(cosα + cosβ)] dθz

Δz

= [(sinα+sinβ)/(cosα + cosβ)] Δx

를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5 개의 자유도중 1 개만 error 가 0 이면 되고 나머지
4 개는 2 개씩 짝을 이루며 서로 error 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도가 3

인 정열장치로 2 개의 회절격자를 회절한계내로 결합시킬 수 있데 되어 정렬 장치
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계 정밀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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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개 회절격자 결합 장치

그림 3-42 회절격자 결합 정렬 장치대 구조

그림 3-43 회절격자 결합 정렬 제어장치
그림 3-42에서와 같이 우측 G2 회절격자는 수동 Adjuster 로 제어할 수 있게
구성을 하며, 좌측 G1회절격자는 PZT와 같이 전압 제어가 가능한 정밀 Actuator
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정밀 자동 위치 제어가 가능하게 구성하여 3 개의 자유도
를 가지게 구성한다.

그림 3-43에서와 같이 Fizeau 레이저간섭계의 far field

focal spot 를 camera 에서 관측하며, G2 회절격자의 수동 Adjuster 를 이용하여
2 회절격자의 focal spot 이 일치하도록 조정한 후, 간섭계로부터 2 회절격자 경계

부분의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dx 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G1
의 3 개 정밀 Actuator 의 이동거리를 산출하여 컴퓨터로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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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절대적 ΔΦz 측정을 위한 기계적 센서

이동거리 산출을 위해서 사전에 G1 회절격자의 각 Actuator 가 이동시에 유발
되는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dx 를 측정하여 이를 matrix 화하여
간섭계로부터 얻은 2 회절격자 경계부분의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
/dx 로부터 G1 회절격자 Actuator 의 필요한 이동거리를 산출하여 제어하게 된다.

그러나 ΔΦz 측정에는 2πN 의 오차가 있으므로, 이를 그림 3-44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고정밀 기계적 센서로 확인하고 Piston 오차가 있으면 이를 G1 의 3 개 Actuator 로 보정
해 주어야 한다.

2 개의 회절격자 결합시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dx 를 측정하

기

위해서

그림

3-45에서와

같이

Fourier

변환에

의한

SSPD

(Spatial

Synchronous Phase Detection) 기술이 이용된다. 2 개의 회절격자 경계면에서 얻

어진 간섭무늬를 Fourier 변환을 한 후, 그림 3-45

(c) 의

Phase 정보를 가지

고 있는 side lobe 부분만을 다시 역 Fourier 변환을 거쳐 그림 3-45

(d) 와 같

은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dx 정보를 얻게 된다.
SSPD 방법은 고속으로 파면 ΔΦz 과 파면 기울기 dΦ/dy 와 dΦ/dx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여러 번의 측정에 의한 평균치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회절격자 결합장치의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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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SSPD 에 의한 간섭무늬 분석

4. 회절격자 결합 공동연구

본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인 중국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도 기존의 8 개의 레
이저 빔으로 구성된 신광-II 레이저핵융합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속점화
(Fast Ignition)용 1 psec, PW 급 9번 빔 라인을 건설하는 데 있어 1 M 급의 회절

격자가 필요하나, 미국의 LLNL 만 1 M 급의 회절격자를 제조하므로 이를 자체적
으로 해결하여야만 되므로 회절격자 결합 (Grating Tiling) 기초연구를 '04 년부터
수행하여 왔으며, 9번 빔 라인 건설 책임자인 Xu Guang(徐光)이 회절격자 결합연
구를 주도하고 있다.
1 차년도에는 회절격자 결합의 개념정립단계로서 중국측의 회절격자 결합에 대

한 설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기계적 정밀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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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회절격자 결합시 정렬오차에 의한 펄스폭의 변화

그림 3-47

회절격자 정렬오차에 의한 레이저 펄스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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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에서와 같이 회절격자 결합시 정렬오차는 그림 3-47 과 같은 최종
레이저 펄스폭의 변화를 가져 온다. △d/d 는 회절격자 groove 간격 오차이며, △ζ
는 회절격자면 수직방향의 회전오차이며, Δν 는 groove 에 수직인 방향의 회전오
차이며, Δξ은 groove 에 평행인 방향의 회전오차이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는 펄스폭의 변화 한계를 25% 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 오차의 허용범위는 아래
와 같이 설정하였다.
Δd/d ≤ 0.73×10-4
Δζ

≤ 0.12 mrad

Δν

≤ 0.049 mrad

Δξ

≤ 0.02 mrad

실제로 회절격자 조절 장치대 설계는
Δζ

≤ 0.03 mrad

Δν

≤ 0.02 mrad

Δξ

≤ 0.02 mrad

를 목표로 하여 회절격자 조절 장치대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50 nm 정도의 고정
밀 기계적 구동문제를 해결해여야 하므로, 1 차 년도에는 완성하지 못하고 그림 3
-48과 같이 회절격자도 100 mm 정도의 작은 회절격자를 사용하여 회절격자 결합

장치의 성능을 조사하였다.

그림 3-48

소형 회절격자 결합 장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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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년도에는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새로운 회절격자 결합장치를 개발

하여 보다 본격적인 회절격자 결합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200 x 400 mm 의
MLD (Multi-Layer Dielectric) 회절격자를 화중과기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

어 최종 400 x 400 mm 3 개를 결합하기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으
며, 회절격자 결합 장치대도 할빈공업대학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새로 개발한 결합장치는 0.02 mrad 의 회전오차를 유지하고, 50 nm 의 정밀
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정렬상태가 30분 정도밖에 유지 되지 않아서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PW 급 9th 레이저 빔 개조를 2009 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회절격자 결합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신광-II upgrade 를
위한 실험실 내에 3 개의 400 x 400 mm 회절격자를 결합하는 장치대 4 set 를
설치할 정밀 광학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있다.
따라서, 2009 년도에는 2 개의 400 mm 급 회절격자 결합장치의 개발을 완료
하고, 이를 3 개의 회절격자 결합에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4 set 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 현재 여러 연구원이 회절격자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내의 다른 관련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2009 년도에는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회절격자 결합과 관련하
여 많은 진전이 기대되는 데 본 연구가 3 차 년도를 남겨 놓고 단계가 종료되게 되
어 아쉽게 되었다. 당초 계획대로 3 차 년도가 진행된다면, 2009 년에는 상해광학
정밀기계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회절격자 결합과 관련하여 많은 괄목할 만한 결과가
기대되므로, 우리도 회절격자 결합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1 kJ 고에너지 레이저시설의
향후 회절격자 결합기술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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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고에너지밀도과학 국제협력 확대
중국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레이저핵융합에너지를 위한 고에너지 밀도과학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중국 과기부의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어, 본 과제에서 수행중인
한중간의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을 한중일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 원자력연
구원, 중국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및 일본 오사카대학의 ILE 3 개 기관간에 협의
를 거쳐 ‘07 년 8 월 한국에서 개최된 "CLEO Pacific Rim 2007" 레이저 학회에서
아래의“레이저핵융합에너지를 위한 고에너지 밀도과학” 협력 MOU 를 체결하였다.
‘08 년 11 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한 국제 레이저분광 심포지움에서도 상

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소장인 Jianqiang Zhu 과 전임 ILE 소장인 Kunioki Mima 가
중국 및 일본의 고속점화 연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중일간의 협력확대에 대하
여 협의하였다.

그림 3-49 한중일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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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nergy Density Science for Laser
Fusion Energy
Among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Osaka University, Japan (hereinafter
called "ILE")
an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hereinafter called
"KAERI")
and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hereinafter called "SIOM")
Preamble
Under the Core University Program, ILE and SIOM have been in
collaboration regarding "High Energy Density Physics" for past 6
years.
KAERI has established the collaboration agreement with ILE since
2003 and under this agreement high-energy laser system so called
GEKKO IV has been transferred to KAERI in 2004.
Since 1999, KAERI and SIOM have been carrying out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hereinafter called
"OSTCC")" Project and under this "cooperation umbrella"
collaborations on "neutron generation by laser fusion reaction" and
"fusion plasma diagnostics by Thomson scattering" have been being
successfully performed.
Based on such collaborations among three counties, ILE, KAERI and
SIOM agreed to more closely cooperate in the area of High-Energy
Density Sciences for Laser Fusion Energy to encourage the research
activities in north-east Asia on high-energy laser science and
high-energy density physics that will contribute to future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ILE, KAERI and SIOM, agreed
to cooperate in the area of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for Laser
Fus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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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I)
Japan: Prof. Kunioki MIMA, Director of ILE, Osaka University
Korea: Dr. Cheol-Jung KIM, OSTCC Project Manager of KAERI
China: Prof. Jianqiang ZHU, Vice-Chairman of Chinese Hi-Tech ICF
committee Director of SIOM
Major Collaborating Organizations and Key Persons
Japan
Prof. Hiroshi Azechi, ILE of Osaka University
Prof. Sadao Nakai, Graduate School for the Creation of New
Photonics,
Prof.Yasukazu Izawa, Professor of ILE, Osaka University
Prof. Masahiro Nakatsuka, Professor of ILE, Osaka University
Prof. Noriaki Miyanaga, Professor of ILE, Osaka University
Prof. Hisanori Fujita, Professor of ILE, Osaka University
Prof.Kazuo A. Tanaka, Professor of Osaka University
Prof. Hitoshi Sakagami, Professor of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Prof. Kenichi Ueda, Director of Institute for Laser Scienc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Korea
Prof.
Prof.
Prof.
Prof.
Prof.

Yong-Joo Rhee at KAERI
Chang-Hwan Lim at KAERI
Hyung-Gi Cha at KAERI
Bong-Guen Hong at KAERI
Hong-Jin Kong at KAIST

China
Prof.
Prof.
Prof.
Prof.
Prof.
Prof.
Prof.

Ruxin LI, Vice-Director of SIOM
Zunqi LIN, Academician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Weiyan Zhang, Vice President of CAEP
Zhengming Sheng, Institute of Physics, CAS
Jie Zhang,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ijian Zheng, CAEP
Ding Li,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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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and Milestones
A.

Final Goal:

The joint design of Laser Fusion Experimental Reactor (LFER)
through establishments of mature technology of high-energy and
high-average power lasers, physics of fast ignition and science and
applications on high-flux fast neutron source
B. Milestones
Countries

China

Phase

Japan

- Neutron generation by low

- Design of
Phase I
( 2 0 0 5 - fast ignition
2010)

Phase II
(20112015)

Phase III
(20162020)

(FI) facility

Korea

8

energy laser fusion (10 n/sec)
- FIREX-I - Development of laserdriver
facility

(4X250J, single shot) and
SBS-PCM amplifier (100J,
10Hz)
- Application technologies for

-

Construction - FIREX-II ultrashort pulse neutrons
of FI

facility

- Engineering design of Laser
Fusion Energy facility

facility

- LFER (100kJ (ns) + 100kJ (ps) @1Hz, Fusion Gain of
10, and Fusion Power of 2000 kW)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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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nd Scopes
A.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 on the following areas shall be pursued:
•
Fast/impact ignition and electron transport
•
Laser driver and amplifier
•
High density plasma diagnostics
•
Target fabrication and reactor material
•
Computer simulation
•
Neutron gener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B.
1)
•
•
•
2)
•
•
•
3)
•
•
•
•

Common Usage of Large Facilities
Chinese SG II and the 9th beam for
Studies on fusion plasma characteristics
Studies on high energy density physics
Studies on physical characteristics under extreme condition
Japanese GEKKO XII and M-II for;
Studies on fast/impact ignition
Hot electron transport
Warm-dense matter
Korean prospective facilities for;
Neutron yield characteristics
Optimization for Laser amplifier parameter
Ra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actor material testing

C. Education and Training
•
Joint seminars for information exchange
•
Scientific visits for joint experiments and theory/simulation
•
Visit for lecturing and tutoring
Duration and scope of the Agreement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is 3 years from the time of its
signature.
Institute of Laser
Korea Atomic Energy
Engineering, Osaka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Japan
Mechanics, CAS
Signature:
Prof. Kunioki MIMA
ZHU
Date:

Signature: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Signature:

Dr. Cheol-Jung KIM
Date:

P ro f . Ji a n Q i a n 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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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는 최근 선진국에서 레이저핵융합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 고속점화 기술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형시설을 이용하는 한중협력을 통
해 고에너지밀도과학을 이용하는 고속점화기술을 습득하고 중간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06년 6 월 한중과기장관회의에서 한중협력을 합의하고 시작
되었다. 고속점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1 kJ 이상의 pico-second PW 레이
저가 필요하나, 우선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보유중인 femto-second
PW ( 30 J ) 레이저시설을 이용하여 고속전자발생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추진중인 pico-second PW (1 kJ) 레이저개발
에 참여하여 고에너지밀도과학 핵심기술에 중간진입하는 전략하에 추진하
였다.
마침 중국의 상해정밀광학기계연구소에서도 기존의 레이저핵융합시설
인 신광-II 레이저시설에 1 kJ 급의 pico-second PW 레이저를 추가하는
upgrade 작업이 '08 년도에 중국 정부의 승인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

며, pico-second PW 레이저의 핵심기술인 전단부 및 증폭부 설계기술,
증폭시 선행펄스를 제거하는 OPCPA 기술, 대형회절격자를 대체할 회절격
자 결합기술을 습득하고, 고속점화의 핵심인 1 kJ 의 pico-second PW 레
이저에의한 고속전자 발생관련 기초연구로 우선 상해정밀광학기계연구소가
개발하여 보유중인 femto-second PW 레이저 ( 30 J )를 이용하는 MeV
급의 고속전자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다.
본 과제는 당초 3 년 단계로 착수되었지만 2 차년도 후에 단계 평가를
받게 되어 당초의 단계 최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1,2 차 년
도의 연구결과 상당한 기술 습득을 달성하였다. 특히, 현지 대형 레이저시
설 방문을 통하여 레이저조립관련 기술을 상당부분 습득하였으며, 대형레
이저의 운용기술도 습득하였다.
우선, femto-second PW 레이저를 이용한 고속전자 발생 및 전파관련하
여 고체 target 을 이용하여 MeV 이상의 전자발생을 실증하고, 또한, gas
형태의 cluster 를 이용하여 전자 및 중성자 발생실험을 수행하였으나, ‘09
년도 3 차년도에 상해정밀광학기계연구소에서 GeV 전자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실험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의 습득이 어렵게 되었다.
pico-second PW 기술과 관련하여 현지의 조립중인 pico-second PW

레이저시설을 방문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전단부 및 증폭부 설계기술은 거
의 습득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한 1 kJ nano-second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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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설 건조에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OPCPA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현지에서 설계단계로서 본격적인 조립 실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OPCPA
의 일부분인 OPA 관련 연구에만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하였다. 회절
격자 결합기술과 관련하여 20x40 cm 회절격자 2 개를 결합하는 기술을
습득하였으나, 상해정밀광학기계연구소가 ‘09 년도에 계획중인 4 set 의
40x40 cm 회절격자 3 개의 결합은 본 과제 조기 종료로 인해 기술전수가

어렵게 되었다.
1,2 차 년도 2 년 동안의 연구결과 고속전자발생관련 SCI 논문을 게재

하고, pico-second PW 레이저 설계 및 핵심기술인 회절격자 결합기술에
대하여 습득하여 국내 고에너지밀도과학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중일
간의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1 kJ 고
에너지시설을 조속히 완공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대규모 시설 투자없이
고에너지의 pico-second PW 설계 및 핵심기술인 회절격자 결합기술을 습
득하여 우리나라의 레이저핵융합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중국 과기부지원으로 추진하는 한중
일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사업에도 같이 참여하며 한중일 협력 기반을 구
축하였다. ‘07년도에는 한중일 고에너지밀도과학 전문가간에 한중일 협력
을 위한 MOU 를 체결하였으며, ’08 년 7 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일 신재생에너지 포럼“에서 ”The Role of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for
New Energy and the Status of it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를 발표하여, 미래 신에너지원으로서의 고에너지밀도과학의 역할

을 강조하며 한중일 협력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대형레이저 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
편, 중국측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레이저 시설을 이용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중간에 주고 받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
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국 과기부로부터도 본 과제에 대하여 모범적인
한중협력 과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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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최근 선진국의 경쟁적인 고속점화 실증 계획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
원도 본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 1 kJ 의 nano-second 고에너지 레이저시
설 건조를 병행하여 ‘08년도에 완공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개발결
과를

1 kJ 의 고에너지 레이저시설의 upgrade 에 활용하여 우리나라도

고에너지밀도과학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현재 구축된 한
중간의 신뢰 및 인맥을 활용하여, 한중일을 포함하는 보다 대규모적인 고
에너지밀도과학 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특히, 우리시설도 공동활용하는 한중일 고에너지밀도과학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한중일 고에너지밀도과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고에너지밀도과
학을 이용한 고속점화 기술에 대한 중간진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신광-II upgrade 계획은 ‘08년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고 본격적으
로 착수되어, ’09 년까지 pico-second PW 레이저를 완공하고 ‘11 년까지
고속점화를 실증하는 계획이 진행중이어서, 우리도 세계 선진국이 경쟁적
으로 추진중인 고속점화 기술에 접하며 중간진입할 수 있으며, 고에너지
전자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09 년도에는 femto-second PW로 10 GeV 이
상을 계획중이어서 고에너지 전자발생 기술에도 접할 수 있어, ’09 년도의
한중협력은 매우 좋은 기회이다.
특히,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09년도에 고에너지밀도과학관련하
여 pico-second PW 레이저완공 및 10 GeV급 전자가속 등의 괄목할 만
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데 본 과제가 1,2 차 년도만 수행하고 단계를 조
기 종료하게 되어 아쉽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과제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향후 보다 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1 년 정도 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09 년도의 중요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정리 형태의 1 년짜리 단기과

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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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과제를 수행하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아래의 SCI 3 편에 게재하고
1 편은 현재 투고중이며, 관련 논문 자료를 첨부하였다.
1. Two overrun phenomena and their effects on fusion yield in the Coulomb
explosion

of heteronuclear clusters

(J. Phys. B: At. Mol. Opt. Phys. 40 (2007) 3941–3955)
2. Nuclear fusion from Coulomb explosions of deuterated methane clusters
subjected to

ultraintense femtosecond laser pulses

(Chinese Physics B, Vol.18, No.2, 2009)
3. Tunable phase-stabilized infrared parametric laser source
(accepted for publication in Chinese Physics B and will be published early
in 2009)
4. High energy ion acceleration in expanding non-neutral plasmas from a solid
target
(submitted to Applied Physics Letters on May 21, 2008)

또한,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첨
부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및 한중과기협력센
타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매년 현지에
서 수행한 공동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08 년 7월 중국과기부가 주관하여 북경에서 개최한 “한중일
신재생에너지 포럼“에서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 공동으로 ”The Role of
High Energy Density Sciences for New Energy and the Status of it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을 발표하여 고에너지
밀도과학이 미래 신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중일 과
기부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에게 고에너지밀도 과학에 대한 기반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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稿件编号(080789)

Tunable phase-stabilized infrared parametric laser
source
Zhang Chun-Mei(张春梅)1), Wang Jian-Liang(王建良)1), Wei Peng-Fei(尉鹏飞)1),
1)
1)
2
Song Li-Wei(宋立伟) , Li Chuang(李闯) , Cheol-Jung Kim and Leng

Yu-Xin(冷雨欣)1)†
1)

State Key Laboratory of High Field Laser Physics,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hanghai 201800
2)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usung, Taejon 305-353, Korea
*

Corresponding author:lengyuxin@siom.ac.cn

Tunable self-phase-stabilized infrared laser pulses have been generated
from a two-stage optical parametric amplifier. With an 800nm pump
source, the output idler pulses are tunable from 1.3m to 2.3m, and the
maximum output energy of the idler pulses is higher than 1mJ at 1.6m by
using 6mJ pump laser. A carrier-envelope phase fluctuation of ~0.15 rad
(rms) for the idler pulses is measured for longer than one hour by using
a home build f-to-2f interferometer.
Keywords: phase-stabilized, infrared parametric laser, optical parametric
amplifier, tunable.
PACC codes:3320E, 4265K, 7830G .

1、Introduction
To obtain attosecond pulses from high harmonic generation (HHG), anultra-fast
intense driving laser pulse with carrier-envelope phase (CEP) stability is
desirable [1-4]. According to previous works, the CEP of driving pulses is a
critical parameter in HHG for isolated attosecond pulses generation and
measurement [5-6]. Further, to obtain wider and higher energy harmonic
suppercontinuum for shorter attosecond pulses, the cut-off energy of HHG
should be increased, and therefore longer driving laser wavelength is high
- 111 -

desirable. But the quantum-mechanic diffusion of the electron wave packet due
to the longer transit time in the continuum leads to reduce HHG efficiency for
longer carrier wavelength. Then the driving laser with 1.5m to 3m central
wavelength is regarded as the balance for these two conflicting requirements
[7].
The CEP stabilized pulses have been obtained from Ti:sapphire laser
directly with active CEP control technique, and 50mrad (rms) CEP stabilization
has been demonstrated [8], but the laser wavelength is near 800nm limited by
the Ti:sapphire crystal. In order to obtain the CEP stabilized pulses in 1.5-2m
region, the difference-frequency generation (DFG) has been exploited [9-10].
Comparing with the active CEP stabilization, the CEP of pulses is stabilized
passively and easily with DFG process. There are two methods for CEP
stabilized pulses generation with DFG. One is that the CEP stabilized seed is
generated by DFG process within a single pulse, the seed is amplified in
following OPA stages. 1.5m pulses with the energy up to 1.2 mJ and pulse
duration down to 17 fs, characterized by 0.25rad (rms) CEP fluctuation have
been obtained [9]. Another is that the CEP stabilized idler pulses are
generatedin OPA process directly, if the pump and signal pulses are from the
same laser source with same carrier phase offset. Near 2 m pulses with 0.33mJ
energy and 55fs duration, characterized by <0.1rad (rms) CEP fluctuation have
been generated [10]. The latter method is more stable and simpler in
implementation without using a DFG stage for seed generation.

2、Experimental setup
In this work, we demonstrate a Ti:sapphire pumped OPA, the CEP
fluctuation of the idler pulses from the OPA is ~0.15rad (rms) for longer than
one hour. The maximum parametric conversion efficiency in the final OPA
stage is ~40% with 1kHz high energy pump energy, and the tunable range of
the OPA output is 1.3m-2.3m for signal pulses, 2.3m-1.3m for idler pulses.
With 6mJ/1kHz total pump energy, >1mJ idler pulses at 1.6m with 1 kHz
repetition rate have been demonstrated.
The experimental setup is shown in Fig.1. The driving pulses are from a
commercial

Ti:sapphire

laser(Coherent

LEGEND-HE-C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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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10mJ

pulses at 800nm with 1 kHz repetition rate. In this experiment, driving energy
up to only 6mJ has been used for >1mJ idler pulses generation, and this is the
highest pump energy and output idler energy as we know used in OPA system
at kHz repetition rate. The OPA setup is similar to our previous work [11]. A
fraction of laser beam (90J) was split and focused into a 2 mm-thick sapphire
plate to generate a single-filament white light continuum (WLC)with an
excellent radial intensity profile, giving rise to spectral broadening. The other
fraction of laser beam (110J) is used to pump the first noncollinear OPA stage
(NOPA1) consisting of a 2mm-thick BBO plate (cut for type I phase match)
and seeded by the WLC. WLC pulse was amplified up to 10J of energy in
NOPA1. In NOPA1, the power density of the pump pulses on the crystal is
optimized to obtain the best spatial beam quality for the output pulses. In
NOPA2, to match the beam size of the seed and the pump pulses on the
crystal,

we

expand

and

collimate

the

seed

beam

with

a

Kepler

1:4

telescopes.The output of NOPA1 seeded a high-energy amplification stage
(NOPA2) using a 3mm-thick BBO plate (cut for type II phase match).
After being amplified in NOPA2, the idler pulses with central wavelength
tunable from 1.3μm to 2.3μm, as shown in Fig. 2(a), can be obtained. At the
same time, the signal pulses with central wavelength tunable from 1.3μm to
2.3μm can be obtained respectively, as shown in Fig. 2(b).
In both the two OPA stages, the pump intensity is nearly 100GW/cm2 by
controlling the pump beam size inside the BBO crystals, just below the
threshold of filament or other nonlinear process generation in the crystal. The
bandwidth and central wavelength of the signal or idlerpulses can be tuned and
optimized by adjust the crystal phase-matching angle and the pump pulses. The
pump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NOPA2 stages is up to about 40%, as
shown in Fig. 5. The maximum total OPA conversion efficiency is 40% with
idler pulse near 1.6μm for near degenerate noncollinear OPA. At the
degenerate wavelength, with the pump energy of NOPA2 about 5.8mJ, NOPA2
can produce idler pulse with energy of 1.19mJ, and signal pulse with energy of
1.12mJ with optimization.

3. Pulse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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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al, idler and pump pulsesdurations are measured by a single-shot
second-order autocorrelator. When the measured pump pulse duration is 35fs by
the autocorrelator, the idler pulse duration is about 36fs at 1.6μm, and the
signal pulse duration is about 37fs also at 1.6μm without any compression.
Anumber of CEP measurement methods [12-15]have been proposed and
demonstrated. Here, we characterized the IR pulses CEP stability with a
homemade f-to-2f interferometer. A fraction of the idler pulse energy is first
focused onto a 2 mm-thick sapphire plate, to generate WLC, and then the
residual idler light is frequency doubled in a 100 m-thick BBO crystal. The
fundament frequency (FF) and second harmonic (SH) pulses spatially overlapped
are directed to a polarizer to project to the same polarization. For 1.8m incident
pulses, the frequency overlap between the FF and the SH is achieved in the
1100-1200 nm wavelength range and measured with a spectrometer. The
temporal evolution of the phase-dependent interference pattern is shown in the
lower panel of Fig. 3. The measuredCEP fluctuation is sensitive to the
environment noise strongly. The upper panel of Fig. 3 reports the phase
fluctuations over longer than one hour measurement, giving a CEP fluctuation
with 0.1433rad (rms). Further, the CEP stabilization of the other tunable
wavelengths is demonstrated. Such fluctuations are attributed mainly to the
instability of the OPA and f-2f systems for the environmental noise, and the
energy fluctuation in the sapphire plate still introduces the phase fluctuations.
This measurement is a clear proof of the shot-to-shot stability of the CEP.

4. Conclusions
In summary, we have developeda femtosecond noncollinear OPA with
broadband tunable range in IR region, which consists of a WLG and two
noncollinear OPA stages. The CEP fluctuation of the idler pulses from the OPA
is ~0.15rad (rms) in longer than one hour. The total tunable range for signal
and idler pulses is from 1.3μm to 2.3μm, and the maximum conversion
efficiency in the final OPA stage reaches about 40%. Under near degenerate
noncollinear OPA condition, we have demonstrated1.19mJ idler pulses near
1.6μm and 1.12mJ signal pulses near 1.6μm, corresponding to the maximum
40% conversion efficiency under 5.8mJ pump condition in the second 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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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This high-energy ultrafast CEP stabilized source is useful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attosecond pulse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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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Caption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generation of high-energy self-phase-stabilized
pulses and f-2f interferometer: Ti:Sa, CPA Ti:sapphire laser.
Fig. 2.

Normalized spectra of the OPA2 output pulses. (a) The idler pulses
spectra with tunable central wavelength from 1.3μm to 2.3μm, (b) The
signal pulses spectra with tunable central wavelength from 1.3μm to
2μm.

Fig. 3.

OPA conversion efficiency curve in the final OPA stage with 5.8mJ
pump pulses, the highest total conversion efficiency up to ~about 40%
is at 1.6μm wavelength.

Fig. 4. Lower panel, temporal evolution of the phase-dependent interference
pattern acquired over one hour. Upper panel, the measured CEP
fluctuations of 0.1433rad (rms) for 1.8m incident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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