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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의 고출력 반도체레이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반도체레이저는 최근에 

산업용레이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이버레이저 펌핑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 진단,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의료용 

레이저 펌핑등 의료분야에 사용되기도 하고 

마킹, 절단, 솔더링 등의 산업분야에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용 

레이저의 핵심부품인 광모듈은 레이저 

전체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종속 및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1].  

본 사업에서는 고출력 반도체레이저 

제작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마이크로 렌즈 제작 및 feed back 

protection 용 필터개발, 그리고 다중 칩을 

이용하여 고출력의 단일 출력을 구현하는 모듈 

제작기술 등의 고급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레이저 산업의 해외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출력 반도체레이저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single LD chip 으로 발휘할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single chip 

패키징을 확장하여 multi chip 으로 고출력의 

경쟁력 있는 의료 및 산업용 광원을 개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가시광 LD 를 

장착하여 광원 사용 시 출력단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넓힘으로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발업체에서 개발한 pump LD 의 실제 

사진이다. 9xxnm 대역의 펌핑용 LD 는 수 

W 급으로 광섬유가 피그테일된 상용화 부품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JDSU, Oclaro, BWT, 

IPG 에서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으로 10W, 

25W, 50W 급 펌핑 LD 모듈을 판매하고 있으며, 

IPG 는 독자적으로 모듈을 개발하여 광섬유 

레이저의 펌핑에 사용하고 있다.  

 

  

a) JDSU 10W        b) Oclaro 50W  

 

  

c) BWT 50W   d) IPG 25W 

Fig. 1 Commercialized Pump LD modules 

 

본 연구는 3 차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1 차년도에는 single LD 를 이용하여 10W 급의 

feedback protected 반도체 레이저 광원모듈을 

개발하고 2 차년도에는 3 개 이하의 LD chip 을 

사용하여 25W 급의 feedback protected 반도체 

레이저 광원모듈을 개발, 3 차년도에는 7 개 

산업용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펌핑광원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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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LD chip을 사용하여 50W급의 feedback 

protected 반도체 레이저 광원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10W급의 feedback protected 반도체 

레이저 광원모듈을 개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광원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칩은 Single LD chip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FAC(Fast Axis Collimator) / SAC(Slow 

Axis Collimator) / Filter / Focusing Lens / Multi 

mode Fiber 의 구성을 가지는 광학계를 

선정하였다. FAC 및 SAC 선정에 있어서는 LD 

chip 의 active area 및 far field 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궤환광 방지를 위한 filter 를 

삽입하였다.  Multi mode fiber 와의 광결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focusing lens 의 스펙을 

정하였으며 이러한 여러가지 광학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조립공정을 개발하였다. 

그림 2 에는 광학부품을 배열한 모듈 

구성도를 보였으며 그림 3 에는 완성된 모듈, 

그리고 그림 4 에는 완성된 모듈의 특성을 

측정한 I-L graph 를 보였다. 

특성측정 결과 광결합 효율이 80% 

이상이며  feed back protection 이 35dB 이상인 

10W급의 반도체레이저 모듈로 평가되었다. 

 

 

Fig. 2 Bird’s eye view of 10W pump LD module 

 

 

Fig. 3 10W pump LD module with 1064nm 

protection filter inside 

 

 

 

 

 

 

 

 

Fig. 4 I-L characteristic of 10W pump LD module  

 

3. 결론 
 

Single LD chip 을 사용하여 1064nm 의 

protection 기능을 갖는 9xxnm high power LD 

모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50W LD 모듈을 

제작하기 위한 전 단계로 3 개 또는 7 개의  

LD 칩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구성을 

적용하여 25W 및 50W LD 모듈을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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