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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오드를 이용한 횡여기(side pumping) 방법은 이득 매질의 측면에 여기용 다이오드 바를 두어 여

기하는 방법이다. 단면여기(end pumping) 방법에 비하여 에너지변환 효율은 감소하지만, 빔전달광학계

가 간단하고 이득 매질 측면의 넓은 면적에 여기빔을 흡수시킬 수 있어 고출력 레이저를 구현하는 방법

으로 적합하다.
(1,2) 

횡여기 방법을 이용한 레이저의 에너지변환 효율은 여기방향의 수, 반사체의 형태, 여

기광원의 파장, 이득 매질의 직경, 도핑농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기 방향이 많으면 한 방향으

로 여기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이저 매질의 여기 분포가 균일해진다.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여

기하면 한 방향으로 여기하는 방법에 비해 기계적 안정도가 나쁘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비용이 증가하

는 단점이 있다. 한 방향으로 여기하면서 좋은 여기 균일도를 얻기 위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금도금 

반사체, 돌기(cusp)형 반사체, 복합포물반사체, 난반사체등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반사체를 이용한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3,4)

  본 연구에서는 한 방향으로 여기하는 방법으로도 다이오드 여기 펌핑 용기가 우

수한 여기 균일도를 갖음을 확인하였다. 상용 광선추적 프로그램(LightTools)을 이용하여 반사체의 형

태, 여기빔과 이득 매질 사이의 간격, 여기빔의 발산각, 반사체의 폭에 따른 여기빔의 레이저 봉 표면 

흡수 분포를 계산하였다.

  이득 매질은 Nd 이온이 1.0 % 도핑된 Nd:YAG 봉을 사용한다. 반사체로는 스펙트랄론(spectralon) 난

반사체를 사용하며, 여기빔은 첨두 출력이 800 W (100 W × 8 bar)이고 중심파장이 808 nm인 레이저 다이

오드를 사용한다. 반사체의 기본 구조는 그림 1(a) 와 같다. 한 측면에 레이저 다이오드를 위치시키고,  

하단에 이득 매질이 있으며, 이득 매질 주위에 반사체를 배치한다. 이득 매질과 반사체 사이에는 냉각수

가 흐른다.   각 반사체의 형태에서 반사체의 폭을 6 mm 에서 12 mm 까지 2 m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분포를 계산하였다. 반사체의 폭이 8 mm 에서 여기 균일도가 가장 좋았다. 여기빔과 이득 매질의 간격

을 8 mm 에서 2 mm 까지 1 mm 간격으로 줄이며 여기 균일도를 계산하였다. 여기빔과 이득 매질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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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멀어질수록 여기 균일도가 좋아졌다. 반사체의 폭. 여기빔과 이득 매질의 위츠를 고정한 상태에서 돌

기형, 반원, 사각, 반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반사체에 대하여 여기 균일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돌기형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가 여기 균일도가 가장 좋았다. 돌기형 반사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기빔의 발

산각이 커지면, 여기 균일도는 더 좋아졌다. 여기빔의 발산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오목렌즈 형상의 창

(window)을 반사체와 여기빔 사이에 두고 계산하였더니, 여기 균일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연구 결과, 

돌기형 반사체를 사용하고 여기빔의 발산각을 크게 하면 한 방향 횡여기 방법을 사용하여도 균일한 여

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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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면창을 이용한 한 방향 여기 개략도

(a) 펌핑 용기의 구조 (b) 이득 매질 표면에서의 여기 에너지 분포도

그림 2. 오목렌즈창을 이용한 한 방향 여기 개략도

(a) 펌핑 용기의 구조 (b) 이득 매질 표면에서의 여기 에너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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