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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이득을 갖는 매질에서는 자발방출된 빛이 증폭되어 펄스를 형성하는데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극자외선이나 연엑스선 영역의 레이저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구현된다(1). 그동안 이 펄스의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복사 전송 방정식과 레이저 율 방정식을 함께 푸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1)
, 펄스의

시간적 특성을 온전히 다루고 편광과 결맞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질과 빛의 파동적 성질을 온전히 다루는

Maxwell-Bloch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1). 여기에서는 펌핑과 자발 방출의 무작위성, 원자 준위의 겹침을 고려하

여 Maxwell-Bloch 방정식을 수정하고 이를 풀어서 ASE 펄스의 시간적 특성과 편광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계산에 가정된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진행파 증폭의 경우를 고려하여, 매질은 9.8 ps (FWHM)의

이득지속시간과 70 cm-1의 최대이득을 갖고, 펄스가 진행하면서 항상 새로운 이득매질을 만난다고 가정하였다.

Ag
19+
이 매질을 구성하는데, Ag

19+
의 4d(

1
S0)→4p(

1
P1)가 공명전이이고 공명파장은 13.9 nm이다. 에너지 준위는

형이며, 아래 준위는 겹쳐져 있어서, 두 개의 전이가 각각 좌편광빛 및 우편광빛과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2)
.

이 조건들을 반영한 Maxwell-Bloch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R과 L은 각각 우편광과 좌편광 성분을, b, a는 위준위와 아래준위를, 1과 -1은 아래 준위의

두 상태 (m=-1,1)를 나타낸다. 공명인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회전파 근사를 사용하였고, 편극과 전기

장은 각 물리량의 해석신호로부터 얻어진 복소진폭으로 나타내었다(3).  는 자발방출을 나타내

는 무작위함수이고
(4)
. ,  등의 상수와 펌핑을 나타내는  는 원자구조계산코드계산

(5)
, 레이저플라

즈마코드계산
(6)
, 그리고 실험선폭값 (∆≃ × )(1)으로 부터 얻었다.

초기에 자발방출로부터 나온 무작위 편광을 가진 펄스는 매질을 진행하면서 부분 편광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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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포화가 일어나면서 제한된다 (그림 1). 이 결과는 한 광선의 편광이므로, 실험적으로 관측되는

ASE의 무작위 편광은 광선들 사이에 공간적 상관성이 작기 때문에 생긴다고 예상할 수 있다.

5 mm의 매질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펄스의 시간적 모양과 원자상태의 밀도의 변화가 그림 2에 주

어져 있다. 이득지속시간보다 짧은 (4.1 ps) 펄스가 얻어지고, 매질과 펄스의 상호작용이 강해서 외부펌

핑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반전이 사라질 만큼 상태밀도의 변화가 심해 포화 영역에 해당한다.

그림 1. 매질 진행거리에 따른 (a) 편광도와 (b) 펄

스 에너지. 점과 오차막대는 20 경우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2. 5 mm를 진행한 후에 얻어지는 (a) 펄스의 

시간적 모양과 (b) 원자상태 밀도의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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