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색 레이저장과 두 종류의 기체 매질을 이용한 고차조화파 발생 

효율의 향상

Enhancement of High Harmonic Generation in a Two-color 

Laser Field using Two Gas Media

박승범, 김태근, 남창희

결맞는 엑스선 연구단,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s_park@kaist.ac.kr

원자나 분자를 강한 펨토초 레이저장으로 구동하면, 극자외선과 연 X 선 영역에서 고차조화파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고속 원자, 분자 동력학 및 X 선 광학에서의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고차조화파의 변환 효율 및 절

대 광량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색 레이저장을 이용한 고차조화파 발생(1)은 변환 효율 자체를 증대 시킬 뿐만 아

니라, 이색 레이저장 사이의 편광과 상대위상 등 레이저장 자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이온화된 전자 궤도의 

임의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이색 레이저장은 강한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BBO 결정에 입사시켜서 펄스의 

일부를 2차조화파로 바꿈으로써 만들어진다. 고차조화파를 설명하는 이온화, 가속, 재결합의 삼단계 모형에 의

하면(2), 절대 광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더 강한 세기의 레이저장을 매질과 상호 작용시켜서 더 많은 수의 전자를 

이온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색 레이저장의 세기는, BBO 결정의 손상 한계나 BBO 결정을 투과한 후 기본 레

이저장과 2차 조화파 레이저장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일정 세기로 제한된다. 

전자의 이온화를 돕기 위해 다른 기체에서 발생한 고차조화파를 이용할 수 있다. 헬륨이나 아르곤 등 고차조

화파 발생에 주로 쓰이는 기체들은 서로 다른 전자 구조와 이온화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같은 세기의 레이저장

에 대해서도 최적화되는 차수가 달라 강하게 발생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다르다. 헬륨과 같이 큰 이온화 에너지

를 갖는 기체의 경우, 레이저장에 의한 이온화 대신 제논과 같이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 기체에서 발생한 

고차조화파의 흡수를 통해 이온화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이색 레이저장으로 헬륨을 구동할 때 발생하는 고차조화파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르곤

에서 발생하는 고차조화파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그림1에서 보여주는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0fs의 시간

폭과 3mJ의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펄스를 60cm의 초점거리를 갖는 거울로 집속시켰고, 집속되는 경로에 BBO 

결정을 위치시켜 2차 조화파를 발생시켰다. BBO 결정에서 생성된 2차조화파는 기본 레이저장과 함께 이색 레

이저장을 이루어 기체분사장치에 집속되었다. 기체분사장치1과 2는 각각 아르곤 기체와 헬륨 기체를 내보내도

록 되어 있으며, 각 기체의 밀도는 기체 분사와 레이저 발진 사이의 시간차와 기체분사장치의 후면 압력으로 조

절하였다. 이색레이저장에 의한 고차조화파 발생은 6mm×0.5mm의 슬릿노즐에서 분사된 헬륨 기체를 이용하였

고, 앞단에서 6mm×0.5mm 넓이의 아르곤 기체를 분사하여 고차조화파의 세기 향상을 조사하였다. 헬륨 기체 

매질과 아르곤 기체 매질의 상대적인 위치는 기체분사장치 중심간의 거리가 +6mm, 즉 아르곤 기체와 헬륨 기

체가 이어진 분포에서 최적화되었다. 헬륨 기체의 후면 압력을 3 Bar, 아르곤 기체의 후면 압력을 <100 Torr

로 조절하면서 측정하였다[그림 2]. 후면 압력이 100 Torr 이상인 아르곤 기체는 고차조화파 발생을 급격히 저

하시켰다. 아르곤 기체의 후면 압력이 60 Torr 일 때 최적화되었고, 이 때 38차 조화파의 경우 3배 이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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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장치

그림 2 아르곤 기체의 밀도에 따라 증가한 고차조

화파

그림 3 BBO 결정 위치에 따른 효율 증가 비율

율 향상을 보였다. 

BBO 결정의 위치에 따른 고차조화파의 세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BBO 결정의 위치를 바꾸어 결정에 집속되

는 레이저장의 세기를 조절하면 기본 레이저장과 2차조화파 사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BBO 위치가 집속 

거울에 가까울수록 2차조화파가 약해져서 전체적인 세기는 약해졌다. 그러나 아르곤 기체의 존재에 의한 고차조

화파 발생의 증대 비율은 커졌다[그림 3].

정리해보면, 연속된 아르곤 기체와 헬륨 기체 매질로부터 발생한 고차조화파를 측정하였다. 헬륨 기체에 비

해 매우 작은 밀도의 아르곤 기체를 이용하여, 이색 레이저장에 의해 헬륨 기체에서 발생하는 고차조화파 발생

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색 레이저장의 기본 레이저장과 2차조화파 사이의 비율과 고차조화파 발생의 증

가 비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기본 레이저장에 의해 아르곤 기체에서 발생한 고차조화파가 이색 

레이저장에 의한 헬륨 기체에서의 고차조화파 발생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잘 부합한다. 앞으로 이 두 기체 매질

을 이용한 고차조화파 발생 효율의 향상을 통해 더 큰 세기의 고차조화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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