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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 첨가 능동형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에서 Q-스위치 상승 시간이 출력 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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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에서 Q-스위치 상승 시간이 출력 펄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방법을 이용해서 비율 방정식과 전파 방정식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Q-스위칭 펄스의 생성에 있어서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출력 펄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Q-스위치의 반복률에 따른 출력 펄스의 에너지 변화와 파형 변화를 확인하였다. Q-스위치 반복률이 높아지

고,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출력 펄스의 멀티 피크 현상이 줄어들고 안정된 가우시안 형태의 펄스 파형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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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rise time of a Q-switch on the output pulse performance is carried out in an 
Ytterbium-doped actively Q-switched fiber laser. The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method is used to numerically 
simulate the Q-switched fiber laser. It is shown that stable Gaussian-like pulse shape can be generated when the Q-switch rise 
time is increased and pulse repetition rate is enl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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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희토류가 첨가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높은 효율, 소형

화, 고 품질의 빔 퀄리티 때문에 현재 많은 산업분야에 이용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분야이

다.[1, 2] 특히 이터븀이 첨가된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는 매

우 높은 피크파워와 고 에너지를 갖는 펄스를 생성 할 수 있

기 때문에 의료, 군사, LIDAR 등 많은 응용분야에 이용되고 

있다.[3, 4] Q-스위칭 레이저는 크게 수동형 방법과 능동형 방

법에 의해서 구동된다. 수동형 Q-스위칭 레이저는 세기가 약

한 빛은 많은 손실을 겪고 세기가 강한 빛은 매우 작은 손실

을 갖는 포화흡수체의 포화흡수 효과에 의해서 동작된다.[5] 
수동형 방법은 수동 소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저의 구성

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포화흡수체

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레이저의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구성된 레이저의 펄스 폭, 반복률, 첨두 파워, 펄스 파

형 과 같은 특성을 쉽게 조절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와

는 반대로 능동형 방법에서는 외부 신호를 이용해서 Q-스위

칭 소자를 조절하므로 출력 펄스의 특성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 많은 응용분야에 이용되고 

있다.[6, 7] 
본 논문에서는 이터븀 첨가 광섬유기반 Q-스위칭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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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Q-switched fiber laser used in this study.

내에서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출력 펄스 파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FDTD) 방법을 이용하여 Q-스위칭 이터븀 첨

가 광섬유 레이저에서 Q-스위칭 펄스의 생성을 모델링 하였

으며 Q-스위칭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멀티 피크 현상을 Q-스
위치의 상승 시간을 늘리거나 반복률을 높임으로써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Q-스위치의 상승시간과 

반복률에 따른 출력 펄스 에너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II. 이터븀 첨가 광섬유기반 능동형 Q-스위칭 레이저 

모델링

일반적인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의 구성도가 그림 1에 

나타나있다. 레이저 공진기는 펌프, Beam Splitter(BS), 이득 

물질 광섬유, 그리고 2개의 거울 M1, M2로 이루어져 있으며 

Q-스위치로는 Acousto-Optic Modulator(AOM)을 이용하였다. 
출력 파워는 공진기 왼쪽의 BS에 의해서 출력된다. 거울 M1 
은 공기와 실리카 사이의 4% 반사율을 의미한다. 거울 M2
는 AOM 에 의해서 반사율이 조절되며 거울 M2의 반사율은 

Q-스위치가 꺼졌을 때 0%, Q-스위치가 켜졌을 때 100% 이
었으며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터븀 광섬유는 그라운드 상태와 들뜬 상태를 갖는 2-level 
시스템으로 가정하였다. 공진기 내부에서 Q-스위칭 펄스의 

생성과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율 방정식과 전파 방정식을 

계산해야 하며 이 방정식들은 식 (1)~(4)에 나타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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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2)는 시간에 따른 그라운드 상태와 들뜬 상태에 있

는 이터븀 이온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율 방정식이며 식 (3), 
(4)는 펌프와 신호가 시간과 공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전파 방정식이다. 는 펌프, 
는 포

워드 신호, 
는 백워드 신호의 세기를 뜻하며 N1 은 그라

운드 상태, N2 는 들뜬 상태, N 은 광섬유에 도핑된 전체 이

온을 의미한다.  , 는 각각 펌프 와 코어, 신호와 코어의 

중첩 Factor를 나타내며 Aco 는 코어의 넓이, 는 플랑크 상

수, sν 는 신호의 주파수, pν 는 펌프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apσ , epσ 는 펌프 파장의 흡수 Cross-section과 방출 Cross- 

section을 나타내며 asσ , esσ 는 신호 파장의 흡수 Cross- 
section과 방출 Cross-section 나타낸다. τ는 이터븀 이온의 

Lifetime을 나타내며 pα , sα 는 각각 펌프와 신호에서의 광

섬유 손실을 나타낸다. sλΔ 는 신호의 대역폭을 의미하며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ASE)의 생성에 관련되어 

있다. 
Q-스위칭 레이저 공진기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우선 Q-

스위치가 꺼져있을 때 공진기 내부의 초기값을 계산해야 한

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식 (1)~(4)은 다

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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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 
 , 

는 각각 펌프, 포워드 신호, 
백워드 신호가 광섬유 길이 x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계수 R12, R21 은 펌프의 흡수와 방출율을 의미하며 W12, W21 
은 신호의 흡수 및 방출율을 나타내고, A21은 이터븀 이온의 

Lifetime τ 의 역수를 뜻하며 식 (8), (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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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ge-Kutta 4차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계산하였으

며 경계 조건으로 식 (10)을 이용하였다. 

PumpPp =)0( , ( ) ( )00 1
−+ = ss PRP , ( ) 0=− LP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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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the actively Q-switched, ytterbium-doped fiber laser used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Parameter Symbol Unit Value 

Pump Wavelength pλ nm 915

Signal Wavelength sλ nm 1064

Pump Absorption Cross-section apσ c m2 5.285×10-25 

Pump Emission Cross-section epσ c m2 1.957×10-26 

Signal Absorption Cross-section asσ c m2 5.520×10-27 

Signal Emission Cross-section esσ c m2 3.272×10-25

Pump Propagation Loss pα b dB/m 0.0126 

Signal Propagation Loss sα b dB/m 0.02 

Lifetime τ c s 0.85×10-3

Signal Linewidth sλΔ a nm 1 

Refractive Index n         1.45 

Overlap Factor at Signal Wavelength sΓ 0.75 

Overlap Factor at Pump Wavelength pΓ 0.0025 

Reflectivity of R1 R1 0.04

Q-switch Fall Time fτ ns 12
a Data from Ref. [9].
b Numerically estimated data (Ref. [9]).
c Data of a commercially available fiber. 

FIG. 2. Q-switch timing diagram.

)0(Pp 는 광섬유 시작 위치에서의 펌프값을 나타내며 0 
은 광섬유 길이의 시작 부분을 의미하며 L은 광섬유 끝 부분

을 의미한다. 경계조건 ( ) ( )00 1
−+ = ss PRP 은 시작 위치에서의 

포워드 신호는 백워드 신호와 거울 M1의 반사율 R1 의 곱으

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 ) 0=− LPs 는 광섬유 끝에서의 경계조

건을 나타내며 Q-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반사되어 돌아

오는 신호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모델링에 이용된 파라미터 

값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계산된 초기값을 이용해서 Q-스위치가 켜졌을 때 시간에 

따른 출력 펄스의 생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식 (1) 
~ (4) 를 FDTD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였으며 시간과 공간

에 대해서 표현하면 식 (11) ~ (14)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ν/xΔtΔ = 를 이용해서 시간과 거리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xΔ 는 광섬유의 미세길이 변화를 의미하며 광

섬유 길이 5 m 계산시 200개 이상으로 분할해야 절단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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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위치의 동작은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모델링 하였으

며 riseτ , fallτ 은 스위치의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을 의미한

다. Switch On 상태는 거울 M2의 반사율이 100% 일 때를 의

미하며 Switch Off 상태는 M2의 반사율이 0% 일 때를 의미

한다. Duty Cycle은 스위치의 주기 T에서 스위치의 동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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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Numerically simulated output pulse shapes for various Q-switch 
rise time values: (a) 12 ns, (b) 120 ns, (c) 240 ns, (d) 360 ns.

간 비율을 나타낸다. 너무 낮은 Duty Cycle은 밀도 반전된 에

너지를 충분히 방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높은 Duty 
Cycle은 밀도 반전에 필요한 펌핑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Duty Cycle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적의 Duty 
Cycle은 펌핑 파워, 광섬유 길이 및 Q-스위치의 반복률에 의

해서 결정되며 본 모델링에서는 20% 의 Duty Cycle을 적용

하였다.

III. 모델링 결과 및 분석

Q-스위치의 상승 시간과 반복률에 따른 출력 펄스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상승 시간은 12, 120, 240, 360 ns 로 설정하

였으며 이때 Q-스위치의 하강 시간은 12 ns로 고정하였다. 
그림 3은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12 ns, 120 ns, 240 ns, 
360 ns 일 때 출력 펄스의 파형 변화를 Q-스위치의 반복률 

20 kHz, 30 kHz, 40 kHz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각 펄스는 

처음 Q-스위치가 동작 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한 20 번
째 펄스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펄스의 반복률이 낮은 20 kHz 일 

때 펄스의 피크 파워가 가장 높았으며 멀티피크 현상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멀티 피크 현상은 높은 펄스 에

너지를 갖는 Q-스위칭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을 통해서 보고된 적이 있다.[10] 각 피크 사이의 

간격은 48 ns 이었으며 이는 공진기의 왕복 시간과 일치 하

였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가장 빠른 12 ns 일 때 이러

한 멀티 피크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멀티 피크 현상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Q-스위치의 상승시간이 공진기의 

왕복 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를 경우 공진기 내부에 Q-스
위치의 반응을 따라서 초기 펄스가 공진기 내부에 생성되기 

때문이다.[11] 이러한 폭이 짧은 펄스의 생성은 공진기를 왕복

하면서 증폭되는데, 증폭기의 이득이 충분히 포화 되어있는 

경우 왕복시간 이후의 신호와 증폭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 피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Q-스위치의 반복률이 20 
kHz, 상승 시간이 12 ns일 때 멀티 피크 현상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증가하고 펄스의 반복률이 증가할수록 멀티 피크 현상은 억

제되었다. 상승 시간이 증가할수록 공진기 내부의 초기 펄스

가 천천히 증폭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펄스의 반복률

이 높을수록 공진기 내부에 밀도 반전 되어있는 양이 적어지

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폭되는 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240 ns 이상일 경우에는 

가우시안 형태의 펄스 파형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멀티 피크 현상은 Q-스위치의 상승시간을 증가시키고, Q-스
위치의 반복률을 높임으로써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Q-스위치 상승 시간의 증가는 펄스의 폭을 넓게 하고 피

크파워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Q-스위치의 높은 반복률 역

시 펄스의 에너지와 피크파워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

적의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광섬유 길이와 펌프 파워에 

따라서 최적의 Q-스위치 상승시간과 반복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첫 번째 Q-스위치의 동작부터 20 번째 동작까지 

Q-스위치의 반복률과 상승 시간에 따른 출력 펄스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Q-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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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umerically simulated pulse energy versus repetition rate 
for various rise time values.

(a)

(b)

(c)

(d)

FIG. 4. Numerically simulated pulse energy evolution for various 
rise time values: (a) 12 ns, (b) 120 ns, (c) 240 ns, (d) 360 ns.

처음 Q-스위치가 켜지면서 동작 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펌

핑이 지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 반전이 충분히 포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Q-스위치 반복률 과 

Duty Cycle 에 의해서 밀도 반전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펄

스의 에너지는 처음 발생한 펄스와 다르며 이후 몇 번의 변

화를 겪은 후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처음 펄스는 

모두 동일한 펄스 에너지를 가지며 안정화가 된 후에는 낮은 

반복률일 때 펄스 에너지가 가장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복률이 낮을수록 펌프에 의해서 밀도반전이 일어나는 시

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느릴수록 

첫 번째 펄스의 에너지가 작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Q-스위치의 동작 후 펄스 에너지가 안정될 때까지 펄

스 에너지의 변화에는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Q-스위치의 상승 시간과 반복률에 따른 출력 펄

스 에너지를 분석하였으며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이때 Q-스
위치의 Duty Cycle은 모두 20%로 고정하였다. 펄스의 반복

률이 20 kHz에서 40 kHz로 증가할수록 펄스의 에너지가 감

소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Q-스위치의 반복률이 낮은 경우 펌프에 의해서 밀도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

에 따른 출력 펄스의 에너지는 일정하였으며 출력 펄스의 에

너지는 Q-스위치의 상승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를 이론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Q-스위치의 상승 시간과 반복률의 변화가 펄스의 형태와 에

너지 측면에서 레이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Q-스위치의 상승 시간을 늘리거나 반복률을 높임으로써 출

력 펄스의 멀티 피크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출력 펄스의 에너지는 Q-스위치의 상승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요구되는 펄스 폭과 에너지를 갖는 

Q-스위칭 펄스를 얻기 위하여 Q-스위치의 상승 시간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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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최적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이론

적 지식은 실질적인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 제작에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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