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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단파 광섬유 레이저는 짧은 시간 폭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발생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정렬 오차가 
매우 낮고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여 그 
응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광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면 테라헤르츠파 발생이 가능하며 이는 
화합물 분석 광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1]. 
본 연구실에서는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을 
위한 탄소나노튜브 - 포화흡수제(CNT-SA) 기반 
어븀 첨가 광섬유 펨토초 펄스 레이저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CNT-SA 기반 펨토초 광섬유 레이저 광원만 
이용할 경우, 10mW 이하의 낮은 평균 출력과 
100fs 이상의 넓은 펄스폭으로 인해 테라 
헤르츠파 발생에 한계가 있으며, 만약 발생이 
되더라도 그 출력이 매우 작아 활용에 제약이 
생긴다. 이와 같은 출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증폭기 설계가 필요하다. 

증폭기는 이득 매질(gain medium)과 이를 
여기 시키는 펌프 레이저로 구성되며 펌프 
레이저를 이용해 이득 매질을 여기 시키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레이저 광원과 같은 방향으로 여기 시킬 
경우에 해당하는 포워드 펌핑(forward-pumping) 
방식, 그 반대의 경우인 백워드 펌핑(backward-
pumping)방식 그리고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 
하는 양방향 펌핑(bi-directional pumping) 방식이 
있다. 

 
Fig. 1 Schematic of an Er-doped fiber amplifier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 광원과 

증폭기의 대역을 맞추기 위해 어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사용 하였으며, 역방향 
펌핑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펌프 레이저를 
사용 하면서도 자연 증폭 방출(ASE)이 작아 
파워 변환 효율이 높은 증폭기를 설계 
하였다[2]. 

 
2.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 설계  

976nm 출력 대역의 반도체 펌프 레이저, 
단일모드 광섬유(SMF), 분산 보상 광섬유(DCF),  
어븀 첨가 광섬유(EDF)로 구성된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 시스템 (Erbium-doped fiber ampli-
fier : EDFA)을 그림 1 과 같이 구성하였다. 두 
개의 아이솔레이터(Isolator)를 이용하여 레이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되는 반사광의 
진행을 방지하였다. 

광원으로는 1561.3nm 중심파장에 14.28nm 
반치폭(-3dB FWHM)과 출력 파워 3.7mW 를 
갖는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EDFL)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광섬유 커넥터(FC/APC)를 
이용하여 증폭기와 연결하였다. 

레이저 증폭기의 출력 펄스의 양상은 이를 
구성하는 광섬유의 분산(dispersion) 정도 및 
길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체 기반 모드 잠금 펨토초 광섬유 
레이저 증폭에 관한 연구 

Amplification of a CNT saturable absorber-based mode-locked 
femtosecond fiber laser 

*김진환  , 권원식, 허미라, 김경수, #김수현 
*J. H. Kim, W. S. Kwon, M. Heo, K.-S. Kim, #S. Kim(soohyu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Key words : Er-doped fiber amplifier, fs laser 
 

907



한국정밀공학회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레이저 증폭기의 펄스 스펙트럼 최적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상분산(normal 
dispersion)을 갖는 분산 보상 광섬유의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광섬유 커넥터에 사용되는 
비정상분산 (anormalous dispersion)을 갖는 단일 
모드 섬유의 길이를 최소로 하였으며 다른 
조건은 고정 시킨 상태에서 분산 보상 광섬유 
1m 를 초기값으로 하여 5cm 간격으로 길이를 
줄여가며 출력 펄스 스펙트럼 및 파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각 경우는 증폭기 펌프 
레이저 파워를 바꾸어 가며 복수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출력 파워는 분산 보상 광섬유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그림 2(b)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 보상 광섬유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반치폭이 증가하다가 특정 길이를 
기점으로 반치폭도 대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DCF 32.5mm 에서 
최대 반치폭 51.0nm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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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Experimental pulse spectra of the input and 

output of the amplifier, (b) bandwidth change 
corresponding to the length of DCF 

 
Fig. 3 Auto-correlation spectrum of the output from 

the designed amplifier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증폭기를 구성하는 광섬유 

길이에 따른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 변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90mW 이상 100fs 이하 
출력을 가진 증폭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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