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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wo decades, fiber-based laser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now having reached power levels exceeding 

kilowatts and drawing a huge amount of attention from academy and industry as a replacement technology for bulk laser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progress of fiber lasers, such as gain-fiber regimes based on 

ytterbium-doped silica, optical pumping schem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laser diodes and double-clad fiber geometries, and 

tandem schemes for minimizing quantum defects. Furthermore, we discuss various power-limitation issues that are expected to 

incur with respect to the ultimate power scaling of fiber lasers, such as efficiency degradation, thermal hazard, and 

system-instability growth in fiber lasers, and various relevant methods to alleviate the aforementioned issues. This discussion 

includes fiber nonlinear effects, fiber damage, and modal-instability issues, which become more significant as the power level is 

scaled up. In addition, we also review beam-combining techniques,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ower-scaling limitation of high-power fiber lasers. In particular, we focus more on the discussion of the 

schematics of a spectral beam-combining system and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Finally, we discuss prospect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fiber laser technologies, for them to leap forward from where they are now, and to continue to advance in terms 

of their power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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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 여년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통해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은 이미 kW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존의 벌크 방식 

레이저의 대체 기술로서 여전히 학계 및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광섬유 레이저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터븀(Ytterbium) 혼입 이득 광섬유 사용 방식, 레이저 다이오드 펌프와 이중 클래딩 광섬유 구조를 통한 

광학적 펌프 방식, 더 나아가서 양자결함을 최소화 하는 종렬 펌핑 방식 등 그 주요 요소 기술들을 개괄하고, 그 극한적 고출력화 

에 따른 발진 효율 및 특성 저하, 시스템 열화 및 불안정성 증대 등과 같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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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적 문제점 및 그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광섬유 레이저의 고출력화와 더불어 야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광섬유내 비선형 현상, 광섬유 손상 및 모드 불안정 현상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전술한 다양한 출력 제한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현격한 수준으로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다중 빔 결합 기술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분광형 다중 빔 결합 기술의 개념적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각 부문별 요구 

기술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점을 둔다. 최종적으로 현 수준을 뛰어 넘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와 본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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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광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눈부신 

과학･기술적 발전 성과는 레이저의 발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이저의 출력 수준이 

상승하고, 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레이저는 통신, 정밀 측

정, 바이오, 의료에서부터 대형 구조물의 드릴링, 용접, 절단, 

또한, 국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추적인 기술 요

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1-8]

. 레이저 시스템은 다양한 방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하는 광섬유 레이저가 벌크(Bulk) 방식 레이저 시스템과 대

비되는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많은 연구 및 개발 관심을 받

고 있다
[9-25]

. 광섬유 레이저는 광신호가 자유 공간이 아닌 실

리카 기반 광섬유 코어를 통해 유도된다는 점에서 시스템 안

정성이 높고, 광에너지 변환 효율이 우수하다. 또한 출력 빔 

품질이 뛰어 나고, 이득 대역폭이 넓다는 장점을 가진다. 더

불어 전광섬유 구조로 시스템이 구현 가능하여 광학적 정렬

(Alignment)이 최소화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현 및 유지 

보수가 매우 용이하다. 이와 같은 탁월한 특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은 기존의 벌크 방

식 레이저 시스템의 대안으로 학계 및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

을 받기 시작했고, 세계 유수 연구진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

는 연구를 통해 광섬유 레이저 기술은 최근 20 년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단일 모드 연속광 광섬유 레이저

의 경우, 가용 평균 출력의 범위가 20 kW 수준에 이를 만큼 

그 비약적인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11]

.

그러나, 광섬유 레이저는 전술한 다양한 장점을 갖는 동시

에 극복해야 할 요소들 또한 지니고 있는데, 특히 좁은 코어 

영역 내에서 긴 전파 길이에 걸쳐서 광신호가 증폭되는 광섬

유 레이저의 구조는 자가 위상 변조(Self-Phase Modulation), 

4파 혼합(Four-Wave Mixing),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 유도 라만 산란(Stimulated Raman 

Scattering: SRS) 등의 비선형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한다
[9,12,17,26-39]

. 이는 광신호의 스펙트럼 확대, 파장 변

이, 후방 산란 등의 원치 않는 현상을 야기해 레이저 시스템

의 안정성 및 에너지 변환 효율을 저해하므로, 결과적으로 

광섬유 레이저의 가용 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비선형 

현상은 본질적으로 광섬유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이를 억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는 비선형 현상과 더불어 모드 불안정 현상 또한 광섬유 레

이저의 출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데
[11,40-48]

, 이는 광신호의 평균 출력에 따라 출력 빔 모드 특

성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으로, 특히 광섬유의 코어가 크

고 그 유효 개구수(Numerical Apeture)가 낮으며 상대적으로 

펌프광 흡수율이 높은 막대형 이득 광섬유(Rod-Type Gain 

Fiber)에서 더욱 현저히 발생한다
[41-47]

. 이러한 다양한 비선형 

현상과 모드 불안정 현상은 광섬유 레이저 출력 수준의 계속

적인 향상을 바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임에 틀림이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금까지 광섬유 레이저의 성장을 이끈 여러 

주요 연구 성과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

의하고자 한다. 광섬유 레이저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연속광

에서 극초단 펄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빔을 발진하거나 

증폭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고출력 연속광

(Continuous Wave)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로 논의를 한정하

는 바이며, 따라서, 본 논문 상의 레이저 출력은 기본적으로 평

균 출력(Average Power)에 해당함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광섬유 레이저 출력의 성장 추세를 개괄하고, 이를 뒷받침하

는 기술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광섬

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를 제한하는 다양한 현상적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 광섬

유 레이저의 출력 제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수의 광섬유 레이저들로부터 발진되는 개

별 레이저 빔들을 결합하여 단일 레이저 빔을 합성하는, 다

양한 다중 빔 결합 기술들을 논의하고, 특히, 현 기술개발 현

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광형 빔 결합(Spectral Beam 

Combination: SBC) 방식의 주요 기술 현안과 연구 쟁점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49-57]

. 최종적으로 제5장

에서는 앞으로의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에 대한 전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본 논문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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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olution of the average output power of fiber lasers.

(a)

(b)

FIG. 2. Schematics of (a) a resonator-type laser and (b) a MOPA 

system.
II.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발전 현황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수준은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20여 년간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연간 출

력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1.7 배에 달하며, 이미 2003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일모드 1 kW의 출력 장벽을 넘

어서게 되었고
[14,15]

, 그 발전을 거듭하여 2009년 단일모드 10 

kW급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이 상용화된 바 있으며
[18]

, 2013

년에는 단일모드 20 kW급 광섬유 레이저의 성공적인 발진

에 대한 보고가 있다
[11]

. 이와 같은 급속한 출력 성장에 힘입

어, 광섬유 레이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기존의 벌크 방

식 레이저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응용을 창출해 내는 성장 동

력 기술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광섬유 레이저의 

고무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주요 핵심 기술 요소들을 이하

에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은 Fig.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레이저 공진기(Laser Oscillator) 구조 및 주공

진기 출력 증폭기(Master-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 

구조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Figure 2(a)의 레이저 공

진기 구조에서는 별도의 외부 입력 신호 광원 없이, 이득 광

섬유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출(Spontaneous Emission)과 이득 

광섬유 양단에 위치해 거울 역할을 하는 되먹임 소자(통상적

으로 광섬유 격자 소자가 이용됨)에 의해 특정 신호광이 생

성 및 선택되고, 또한, 이 특정 신호광이 반복적으로 공진기 

내부에 되먹임되면서 이득 광섬유에서 유도 방출(Stimulated 

Emission)이 유도되어 최종적으로 공진기 내에서 발진되는 

방식이다. 이 때 한 쪽 되먹임 소자는 일정 수준의 투과율을 

유지하여 신호광의 일부가 공진기 외부로 출력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레이저 공진기 구조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구

현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나, 신호광의 특성

이 주로 이득 광섬유 및 공진기 구조 자체의 특성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협대역 파장 및 극초단 펄스폭 등의 특수한 

성질을 갖는 신호광을 고출력으로 직접 생성하는데 있어서

는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비교할 때, Fig. 2(b)의 MOPA 

구조에서는 주공진기에서 생성된 저출력 시드(Seed)광이 고

출력 증폭을 담당하는 출력 증폭기와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증폭되어 고출력화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적합한 특성

을 갖는 저출력 주공진기의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임

의의 특성을 갖는 고출력 신호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신호광이 단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고출력에서 동작하는 광격리기(Optical Isolator)의 사

용이 요구되고, 또한 증폭 단계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의해 

신호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 구조와 MOPA 구조

를 통해 구현되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출력 성장 

원동력 요소들을 다음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이득 매질로 주로 사용되는 이터

븀(Ytterbium: Yb) 물질은 매우 우수한 레이저 발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통신 파장 영역(1530-1560 nm)에서 이득 매

질로 주로 사용되는 어븀(Erbium: Er)과 달리 Yb은 그 흡수 

대역이 900 - 1000 nm에 위치하는데, 이는 고출력 고효율의 

InGaAs/GaAs 기반 레이저 다이오드 (Laser Diode: LD)의 동

작 대역과 완벽히 겹쳐진다. 따라서, 이러한 고출력 고효율

의 LD 사용의 용이성은 광섬유 레이저의 펌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LD 기반 펌프 광원의 평균 출력과 빔 품질의 향상과 발전은 

Yb 혼입 광섬유 기반 레이저의 출력 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

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Yb의 경우 ~ 1.1 µm 파장 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준4레벨 레이저(Quasi-Four-Level Laser)로 동작하는데, 특별

히 흡수 파장 대역과 방출 파장 대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는 Fig. 3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펌프광의 에너

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4와 에너지 준위 1의 차이와 신

호광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3과 에너지 준위 2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

로 여기된 전자가 에너지 준위 4와 에너지 준위 3 사이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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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ergy levels of a four-level laser system.

FIG. 4. Geometry of a double-clad fiber.

FIG. 5. Schematic of a tandem-pumped MOPA system.

너지 준위 2와 에너지 준위 1사이에서 비광학적 에너지 준위 

이동을 하며 겪게 되는 양자 손실이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폭 및 레이저 발진 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지게 된다. 

Yb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이득 매질과 비교해 고농도 수

준까지 광섬유 매질에 혼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광섬유에 

이득 매질을 고농도로 혼입하게 되면 입자들이 덩어리를 형

성해 원치 않는 에너지 전이가 발생하는 농도소입(Concentration 

Quenching)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데, Yb의 경우 

Er보다 농도소입 현상이 발생하는 임계 농도 수준이 훨씬 높

다. 일반적으로 Yb은 20,000 ppm(By Weight)을 상회하는 높

은 농도까지도 광섬유 물질에 혼입이 가능하여
[12]

 짧은 길이 

내에서도 고출력 광을 발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펌

프 광을 흡수할 수 있어서, 광세기에 의한 광섬유 내 비선형 

현상을 억제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Yb을 비롯한 다양한 이득 물질은 보다 효율적인 

고출력 발진을 위해 이중 클래딩 구조의 광섬유의 코어 영역

에만 선택적으로 혼입이 된다. Figure 4는 이중 클래딩 구조

를 갖는 이득 광섬유에서 펌프광과 신호광의 전파 양상을 보

여 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 클래딩 구조 

광섬유에서는 기존 광섬유의 코어-클래딩 구조에 더해 내측 

클래딩보다 더 낮은 굴절률을 갖는 외측 클래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중 클래딩 구조 광섬유에서는 펌프광이 코어 영역

뿐만 아니라 내측 클래딩 영역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내측 클래딩은 코어보다 면적이 매우 넓고, 외측 클

래딩의 굴절률을 충분히 낮게 조절할 경우 0.4 이상의 높은 

개구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외부 펌프광에 대한 수용면적 

및 수용각이 효과적으로 증대되어, 빔 품질이 상대적으로 매

우 낮은 LD 기반 고출력 펌프광을 광섬유 내부로 유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즉, 가용한 펌프광의 유입량을 대폭 증대 

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중 클래딩 

구조 광섬유는 2003년 1 kW 출력 달성 사례를 비롯해, 고출

력 광섬유 레이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9,14-16]

.

최근에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 효율을 한층 더 극

대화 할 수 있는 종렬(Tandem) 펌프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

다. 종렬 펌프 방식은 광섬유 레이저 자체를 펌프 광원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Fig. 5는 종렬 펌프 기술이 적용된 MOPA 

시스템의 한 예를 보여준다. 

종렬 펌프 방식은 1차적으로 LD 기반 펌프 광원을 이용해 

펌프용 광섬유 레이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최종 광섬유 레

이저를 재차 펌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 펌프용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 파장은 최종 광섬유 레이저의 이득 매질의 흡

수 파장 대역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펌프 

파장은 일반적인 LD 펌프 방식일 때의 펌프 파장과 최종 광

섬유 레이저의 신호광 발진 파장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종렬 펌프 방식의 경우 펌프 준위에 해당하는 

가상의 에너지 준위4가 신호광이 발진되는 에너지 준위3에 

더 가깝게 혹은 거의 동일한 에너지 준위 상에 위치하기 때

문에, 종렬 펌프 방식은 밴드 내(In-Band) 펌프 방식으로 불

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그 양자 결함의 양이 LD 펌프 방

식 경우에 비해 훨씬 줄어 들게 된다. 다만, 펌프 파장 이동

에 따른 흡수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1차 광섬유 레이저

를 통해 발생되는 펌프광의 빔 품질 혹은 빔 밝기(Brightness)

가 통상적인 LD 펌프광의 빔 품질 혹은 빔 밝기보다 월등히 

우수하므로, 더 작은 내측 클래딩을 사용하여 펌프광을 코어 

근처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종

적인 이득 광섬유의 단위길이당 펌프 흡수율 관점에서는 LD 

직접 펌프 방식과 비교할 때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더 작은 내측 클래딩 사용을 통해, 그 양자 결

함이 줄어 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따른 펌프 흅수도 

저하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흡수 효율 향상을 이

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단위길이당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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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흡수율을 가정할 경우, 양자 결함에 의한 열손실이 LD 

직접 펌핑 방식에 비해 현저히 줄어 들게 되므로, 그 발진 

효율은 향상되고, 열 손상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들에 기인해 종렬 펌

프 기술은 10 kW급 이상의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핵심 요

소로 활용된 바 있고
[11,18]

, 최근에는 0.6 % 미만의 양자 결함

을 이용해 발진에 성공한 사례 또한 보고된 바 있다
[24]

.

III.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제한 요소

전술한 바와 같이 광섬유 레이저가 지닌 다양한 장점에 기

인해 활발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가용 출력 

또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좁은 코어 영역 내

에서 고출력의 레이저 신호광이 전파해 나가는 기본적인 구

조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출력 동작 영역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 현상들을 수반하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로는 광섬유 물질 내 비선형 광

학 현상, 광섬유의 열적 손상, 또는 모드 불안정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광섬유 레이저

의 출력 제한 요소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3.1. 비선형 광학 현상에 의한 출력 제한

비선형 광학 현상은 광신호의 출력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광학적 현상을 말하는데, 광섬유 내에서 발

생하는 비선형 광학 현상으로는 크게 비탄성 산란(Inelastic 

Scattering)에 기반한 현상과 광학적 커 효과(Optical Kerr Effect)

에 기반한 현상들을 들 수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 비탄성 산

란 현상에 해당하는 SBS와 SRS 및 광학적 커 효과에 기반

한 자가 집광(Self Focusing)에 의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제한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 후반부에서 다룰 다중 빔 결합 

기술의 주요 고려 대상인 SBS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

를 하고자 한다.

SBS는 광신호와 음파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비선형 현상으

로, 여기서의 음파는 광신호 자체가 브릴루앙 산란(Brillouin 

Scattering) 현상을 겪으면서 자발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말

한다. 실리카 소재 광섬유인 경우 음파는 대략적으로 10 GHz 

대역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음파는 광섬유의 종방향

으로 전파될 수 있는데, 음파의 소밀 작용과 음향광학 현상

(Acousto-Optic Effect)에 의해 광섬유의 광학적 굴절률이 공

간적으로 변조가 되며, 이 또한 음파의 속도와 동일하게 전

파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전파 속도가 광신호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매우 느리므로, 광신호의 관점에서는 음파에 의해 생성

되어 전파하는 주기적 광굴절률 변조량은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광 브래그 격자처럼 작용을 하게 되어, 주로 광신호로

부터 주파수가 하향천이된 후방 산란광을 야기하게 된다. 다

시 이 후방 산란광은 입력 광신호와 맥놀이(Beating)하여 브

릴루앙 산란 현상을 더욱 유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도 

브릴루앙 산란 현상, 즉, SBS 현상이라 한다. 양자 역학적인 

관점으로는, 광자와 음향 양자의 충돌로 인한 광자의 산란으

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광자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이 브릴루앙 산란에 의해 발생된 음향 양자의 수명시간(Lifetime)

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짧지 않다면, 음향 양자에 의해 

후방 산란된 광자들의 필드(Field)들이 결맞게 중첩되면서 

SBS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반대로, 광

자의 결맞음 시간이 브릴루앙 산란에 의해 발생된 음향 양자

의 수명시간보다 짧다면, 음향 양자에 의해 후방 산란된 광

자들의 필드가 결맞게 중첩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SBS 현상 또한 미미해지게 된다. 즉, 신호 광원의 광자의 결

맞음 시간을 결정하는 선폭이 음향 양자의 수명시간을 결정

하는 SBS 이득 대역폭보다 상대적으로 좁을 때 SBS 현상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SBS의 원리상, 

좁은 선폭을 갖는 광신호일수록 후방 산란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SBS 현상은 SBS 임계 출력으로 정

량화 되며, 이는 수식 (1)과 같이 표현된다
[58]

.

(1)

수식 (1)에서 Aeff, Leff, gB 및 C0는 각각 광신호의 유효 면

적, 유효 전파 길이, 유효 브릴루앙 이득계수 및 비례상수이

다. Pcr는 SBS에 의한 후방 산란광의 출력이 일정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입사 광신호의 출력 값을 의미한다. 이 

임계값은 신호광원 대비 후방 산란광의 출력이 비선형적으

로 변곡되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 신호광원 대비 후방 

산란광의 출력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는 시점, 혹은 후방 산

란광의 출력이 전체 레이저 시스템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출력 시점 등 비례상수 C0 값의 적절한 선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방 산란광의 

출력이 30 mW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정의한다
[59]

.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Pcr는 유효 브릴루앙 이득계수 gB에 반비례하

는데, gB는 신호광의 선폭과 또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결

과적으로 광신호의 선폭이 좁을수록 SBS 임계 출력 수치가 

감소해, 보다 낮은 입력 광신호에서 후방 산란광이 현저하게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SBS현상은 특별히 협대역 

고출력 연속광 광섬유 레이저에서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SBS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없을 경우, 고출력 광신호는 후

방 산란에 의해 큰 출력 손실을 겪을 수 있고, 더불어 고출

력 후방 산란광이 시스템에 회복 불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SBS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

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데, SBS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

법 중 하나로, 광섬유의 각 구간별로 온도 혹은 장력에 변화

를 주어 각 구간별로 브릴루앙 천이 주파수를 다양하게 분포

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SBS 이득 대역폭 내에 위치하게 되

는 개별 주파수에 대한 광 이득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8-31]

. Figure 6은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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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a of Brillouin-backscattered signal from a 4-m-long 

fiber with a longintudinally varying temperature distribution (solid- 

blue line) in comparison with a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case (dashed-red line).

동일한 양의 SBS가 발생하는 광섬유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50℃씩 다른 온도를 순차적으로 인가한 경우에 대해 수치적

으로 계산된 브릴루앙 후방 산란광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계산 상에서 온도에 따른 브릴루앙 천이 주파수는 선형적으

로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0]

.

Figure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 변화를 주지 않았

을 경우에는 브릴루앙 후방 산란광 신호 스펙트럼 중심에서 

그 광 세기가 집중되는 반면, 각 구간별로 온도를 다르게 인

가하였을 경우에는 후방 산란광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중심

으로 분산되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주파수 성

분들은 상호 비결맞음 상태이므로 단일 주파수에 집중된 광

의 세기에 비해, 다수의 주파수로 분산된 광의 세기는 분산

된 주파수의 개수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

온도와 더불어 압력 및 장력을 통한 SBS 억제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는데
[30,31]

, 기본적인 원리는 온

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가된 압력 및 장력에 비례해 브릴

루앙 천이 주파수가 바뀌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섬유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압력 및 장력을 

다르게 인가해 서로 후방 산란광의 주파수를 공간적으로 분

산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방법을 통해서도 다양한 구

성의 광섬유 증폭기 및 레이저에서 SBS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광섬유 길이에 

따라 압력 및 장력을 외부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대시

킨다는 단점이 있다.

SBS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방법은, 음파와 광파

의 모드 중첩을 줄여 음파와 광파 간의 상호 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된 광섬유인, 이른바 음파 역도파 광섬유(Acoustic 

Anti-Guiding Fiber)를 이용하는 것이다
[32-34]

. 일반적으로 광

섬유의 코어-클래딩 광 굴절률 형태는 코어 굴절률이 더 높

게 형성된 계단형 분포를 가진다. 이에 반해 음파 역도파 광

섬유의 음파 굴절률(Acoustic Refractive Index)은 반대로, 전

술한 광 굴절률 형태가 역전된, 다시 말해서, 코어 중심에서 

굴절률이 가장 낮은 분포를 갖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음파

의 모드 필드(Mode Field) 분포는 코어의 중심부가 아닌 테

두리 부분에 집중되어 형성되는 반면, 광신호의 경우는 코어

의 중심부에서 그 모드 필드 분포가 집중되어 형성된다. 결

과적으로 음파 역도파 광섬유 구조에서는 광신호와 음파의 

공간상 모드 중첩이 최소화되어, SBS 현상 자체도 현저히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온도나 압력 및 장력을 인가하는 방

식과 달리 음파 역도파 광섬유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대시

키지 않고 SBS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하지만 규격화된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의 공정 과정을 거쳐 광섬유 자체를 특수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광파와 중첩률이 높은, 음

파의 유출/방사 모드(Leaky/Radiation Mode)로 인해 SBS를 

완벽히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27]

.

라만 산란 현상은 광신호가 전파 매질을 구성하는 격자

(Lattice)의 진동과 반응해 산란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라만 

산란 현상이 입력 광신호 자체에 의해 현저히 유도되는 경

우, 이를 유도 라만 산란, 즉 SRS 현상이라고 한다. 광신호

는 산란 과정에서 그 광자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 되는데, 이

는 SB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하향 천

이되는 현상에 해당된다. SBS와 같이 비선형 산란 현상의 

범주에 속하지만, SRS는 SBS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현저한 차이점을 갖는다. 먼저, 선폭이 좁을수록 심

하게 발생하는 SBS와 달리, SRS는 광신호의 선폭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호광의 선폭이 수 GHz 이하인 협

대역 영역에서는 SBS 현상이 주요한 비선형 산란의 기저 현

상이 되지만, 수십 GHz 이상의 선폭 영역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한 SBS보다는 SRS가 주요한 비선형 산란의 기저 현상

이 되어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11]

. 또한, 주

로 후방 산란광을 야기하는 SBS와 달리 SRS는 전후방 산란

이 모두 현저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산란광은 실리카 소재 

광섬유인 경우 대략적으로 13.2 THz의 주파수 하향 천이를 

겪는다
[58]

. SBS에 의한 주파수 하향 천이가 약 10 GHz 정도

인 것과 비교할 때, 신호광으로부터 천이되는 주파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SBS의 경우와 비교해, 

산란광과 신호광의 스펙트럼이 보다 확연하게 떨어져 위치한

다. 이러한 점에 기인해, SRS에 의한 출력 제한의 완화는 주

로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내부에 주파수 선택 요소 (Frequency-

Selective Component)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광섬유에 광 굴절률

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격자(Grating) 구조를 설정해 산란광

을 주어진 신호광의 경로에서 이탈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이

다
[35]

. 이외에도 특수하게 제작되어 산란광의 파장에서 억제 

필터로 작용하는 광섬유를 통해서도 SRS 현상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36,37]

.

앞서 논의한 비선형 산란 현상과 함께, 광섬유의 광 굴절

률이 광신호의 세기에 따라 변하는 광학적 커 효과(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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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 Effect)에 기반한 다양한 비선형 현상 또한, 광섬유 레

이저 시스템의 출력이 증대될수록 더욱 현저히 나타나게 되

는데, 그 중에서도 자가 집광(Self-Focusing) 현상이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비선형 현상이다. 광섬

유를 전파하는 광신호의 광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학적 커 효

과에 의해서 코어 중심부의 광 굴절률이 코어 가장자리부의 

광 굴절률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마치 

광섬유 자체가 광학적 과집광(Over-Focusing) 볼록 렌즈 역

할을 하게 되어, 이를 통과하는 광신호는 광섬유 중심 부위

로 과집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가 집광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광섬유 코어 중심부로 집광된 고출력의 광신호

는 광섬유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가 집광 현상은 

광신호의 평균 출력이 아닌 순간 혹은 첨두 출력(Instantaneous 

or Peak Power)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인 광섬유 실리카 소재

를 사용하는 ~1.1 μm에서 동작하는 Yb 혼입 광섬유 레이저

의 경우 자가 집광 현상에 의한 가용 첨두 출력 임계값은 4 

MW 수준이다
[38]

. 따라서, 자가 집광 현상은 현재로서는 kW

급 출력 수준에서 동작하는 연속광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경우보다는 주로 펄스형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서 보다 현

격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자가 집광에 의한 첨두 

출력의 한계는 파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39]

, 광섬유 레

이저의 동작 파장을 전환해 그 첨두 출력 한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툴륨 (Thulium)을 이용한 2 μm 광섬유 레이저에

서는 24 MW의 첨두 출력 임계값이 보고된 바 있다
[9]

.

3.2. 광섬유 열손상 및 펌프광 흡수 한계에 의한 출력 제한

SBS를 비롯한 비선형 현상과 더불어 광섬유 레이저의 출

력은 광섬유의 열손상, 광섬유 끝단의 광학적 손상, 펌프광

의 흡수 한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kW급 연속광 광섬유 레이저 및 증폭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출력 제한 요소들을 살펴

보고자 하며, 보다 일반적인 논의는 참고논문 [2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득 광섬유에서 흡수된 펌프광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닥 

상태의 전자를 여기시켜 신호광의 증폭을 유도하나, 일부분

은 비방사 천이(Nonradiative Transition)에 의해 열로 전환된

다. 일반적인 실리카 광섬유 기반 Yb 레이저의 경우, 그 효

율이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열로 전환되는 펌프광의 비율은 

약 16%에 달한다
[60]

. 따라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서 펌프

광이 흡수되는 코어 영역의 온도는 펌프광량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며, 이는 열에 의한 광섬유의 균열, 용융 및 열렌즈 현

상 등을 야기한다. 특히 열렌즈 현상은 일반적으로 위 세 가

지 현상 중에서 가장 낮은 임계값을 갖게 되므로 보다 세심

한 관심이 요구된다. 흡수된 펌프광의 비방사 천이를 통해 

광섬유 내부에서 열이 발생할 경우, 코어 중심부와 가장자리

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코어 영역

의 굴절률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전술한 광학적 커 효과에 의한 자가 집광 현상과 유사한 방

식으로 광섬유 내에서 원하지 않는 집광 및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열렌즈 현상에 의해 제한되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의 임계값은 수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6]

.

(2)

여기서 ηlaser와 ηheat는 펌프광의 흡수 및 열전환 비율에 해당

하며, λ는 파장, k는 열전도율을 의미한다. dn/dT은 온도에 

의한 굴절률의 변화율이며, L과 a는 광섬유의 길이와 코어 

반지름에 해당한다.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흡수된 펌프

광의 열 전환 비율이 낮을수록, 온도에 의한 굴절률 변화가 

작을수록 그 임계 출력이 상승함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은 광섬유의 물질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임의

의 요구대로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섬유의 코어 직경 및 길이 조절을 통해 그 임계 출력값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광섬

유의 직경이 커질수록 비선형 현상 및 후술될 광섬유의 광학

적 손상 측면에서는 고출력 발진에 유리해지나, 열렌즈 현상 

측면에서는 반대로 불리해져 그 가용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는 점이다. 이는 광신호의 모드 직경은 코어 직경과 근사적

으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그 모드 직경이 커질수록 

열렌즈 현상으로 형성되는 차등 굴절률 매질(Graded-Index 

Medium)에서의 집광 정도는 더 심해지는 까닭이다
[26]

. 따라

서, 열렌즈 현상은 보다 큰 코어 직경을 요구하는 다른 출력 

제한 요소들과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설계되는 광섬

유가 적절한 출력 수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코어 직경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좁은 영역의 코어에서 증폭된 고출력 신호광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광세기(Intensity)를 가질 경우 광학적으로 광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열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과

는 달리 이는 광신호 자체에 의한 손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광학적 손상은 주로 광섬유의 끝단에서 발

생하게 되는데, 주로 광섬유와 공기 경계면에서 굴절률 차이

에 기인해 발생하는 돌발 광학적 손상(Catastrophic Optical 

Damage), 플라즈마 방사 및 전파로 인한 광섬유 퓨즈 현상

(Fiber Fuse Effect) 등으로 나타난다
[26]

. 광학적 손상에 의한 

광섬유 레이저의 가용 출력 임계값은 수식 (3)과 같이 표현

된다
[26]

.

(3)

여기서 τ는 모드 필드 직경(Mode-Field Diameter)의 코어 직

경에 대한 비율이며, Idamage는 광섬유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는 광 세기의 임계값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실리카 광섬유

의 경우 약 10 W/μm
2
의 값으로 산정한다. 광섬유 끝단의 덧

마감(End-Cap) 처리를 통해 그 임계값을 다소간 상승 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며, 결국 

광섬유 직경과 손상 광세기 임계값을 고려해서 광섬유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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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used in the simulations of Fig. 7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gB (m/W) 6.79×10
-13

dn/dT (K
-1

) 1.18×10
-5

SBS gain bandwidth (MHz) 60 τ 0.8

Signal linewidth (GHz) 1 Idamage(W/m
2
) 10

12

η laser 0.84 Ipump (W/m
2
) 7.85×10

10

η heat 0.1 NA 0.45

k (W/m·K) 1.38 α core (dB/m) 250

λ  (nm) 1064 A (dB) 20

FIG. 7. Contour plot of physical power limits of fiber lasers 

depending on the fiber length and core diameter. The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are presented in Table 1.

저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문제 현상들에서 제시된 광섬유 레이저의 출

력 임계값들은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과 직결

된 인자들로서, 실제로는 레이저의 동작 안정성 측면에서 앞

서 논의한 임계값 수치들보다 충분히 더 낮은 수준에서 광섬

유 레이저 시스템이 동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는 별도로 광섬유에서 유입 혹은 흡수될 수 있는 펌프광량 

자체의 한계로 인해 광섬유 레이저의 가용 최대 출력이 제한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주로 펌프광으로 사용하는 LD

의 밝기 수준(Brightness) 및 광섬유 코어에 혼입되는 희토류 

물질의 농도의 제한성에 기인해 결정되며, 수식 (4)와 같이 

표현된다
[26]

.

(4)

여기서 Ipump는 펌프광의 광세기로서 클래딩 개구수 값과 더

불어 광섬유 내로 유입될 수 있는 펌프광의 한계값을 결정하

게 된다. αcoreL은 펌프광원이 주어진 길이의 광섬유에 흡수

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A는 효과적인 레이저 동작을 위해 설

정된 펌프광의 목표 흡수율을 의미한다. 즉, 펌프 광원의 흡

수율이 목표 흡수율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 레이저의 가용 최

대 출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펌프 광원에 의해 제한

된 가용 최대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밝기 수준이 높은 고

성능의 펌프 광원을 사용하거나, 광섬유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광섬유의 길이, 코어 직경 및 이온 혼입 농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광섬유 레이저의 가용 최대 출력값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

본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통적

으로 광섬유의 코어 직경과 길이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설계 시, 조절이 어려운 다른 변

수에 우선해서 통상적으로 코어의 직경과 길이에 의한 레이

저의 가용 최대 출력값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Figure 7은 식 (1)~(4) 를 통해 계산된 코어의 직경과 길이에 

따른 광섬유 레이저의 가용 최대 출력값에 대한 등고도로, 

신호광의 선폭은 후술하게 될 빔 결합 시스템의 광원으로 적

합한 1 GHz로 설정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모든 광섬유 파라

미터들은 현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카 소

재 Yb 혼입 광섬유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Table 1에 

정리되었다. 주어진 조건에서 계산된 광섬유의 동작영역은 

Fig.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9 m의 광섬유 길이, 65 μm의 코

어 직경을 기준으로 세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특별히 

광섬유의 최대 출력 제한을 주도하는 현상인 SBS 현상, 열

렌즈 현상, 펌프광 흡수 한계를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다. 여

기서 9 m의 광섬유 길이, 65 μm 코어 직경은 주어지는 광섬

유 파라미터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값들이다. 최종

적으로 특정 지점에서의 가용 최대 출력값은 수식 (1)~(4) 에 

의해 결정된 4 종의 임계 출력 값들 중 가장 작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예들 들어, 광섬유의 길이가 9 m 이하, 코어의 직

경이 65 μm 이하인 영역에서는 SBS 및 열렌즈 현상에 의한 

출력제한은 없으며, 오로지 펌프광 흡수의 한계에 의해서만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광섬유의 길이가 9 m 이상으로 길어진 영역에서는 펌프

광의 흡수량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는 반면, SBS 현상이 심

화되어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이 제한된다. 또한, 코어의 직

경이 충분이 커진 경우, 펌프광 흡수 및 SBS에 의한 출력 제

한이 완화되어, 열에 의한 집광 현상이 주요 출력 제한 요소

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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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광섬유의 직경과 길이를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레

이저의 가용 출력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현상이 우

선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

책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어 직경이 25 μm인 광

섬유를 이용해 1 kW의 출력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위의 분석

을 통해 3~20 m 구간에서 광섬유의 길이가 결정되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광섬유의 직경이 15 μm일 경우 

SBS 현상과 펌프광의 흡수량에 의한 제한으로 1 kW의 출력

이 주어진 조건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SBS

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나 밝기 수준 혹은 휘도

(Brightness)
[56]

가 더 높은 펌프 광원을 필요로 하게 됨을 이

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3. 모드 불안정 현상

모드 불안정 현상은 2011년 처음으로 보고된, 새로운 유형

의 광섬유 레이저 출력 제한 현상으로서, 신호광의 평균 출

력이 특정 임계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레이저 빔의 공간 모드 

안정성이 극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1,40-48]

. 결과적으로 

출력 빔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해, 빔 품질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광섬유의 코어가 크고 그 유효 개구수

가 낮으며 상대적으로 펌프광 흡수율이 높은 막대형 이득 광

섬유(Rod-Type Gain Fiber)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1-47]

. 최근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모드 불안정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배경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데, 기본 모드와 고차 모드간의 간섭 패턴이 열에 의한 격자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 모드와 고차 모드간의 에

너지 전환이 야기되는 것을 그 기저 현상으로 보는 입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40,41]

. 또한, 모드 불안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펌프광

의 파장을 신호광에 근접하게 해 양자 결함을 줄이는 방법, 

혼입되는 희토류 물질을 코어 중심에 밀집되도록 분포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모드 불안정 출력 임계값을 

수 배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 된 바 있다
[45-48]

. 향후 모드 

불안정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V. 다중 빔 결합 기술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비선형 현상, 열적 손상 및 모드 불안정 

현상 등에 의해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이 무한정 증대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출력 증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른바 다중 빔 결합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49,50]

. 다중 빔 결합 기술은 다수의 광섬유 레

이저 빔을 공간 빔 품질(Spatial Beam Quality) 특성이 열화

됨이 없거나 혹은 최소화되는 조건하에서 단일빔으로 결합

하는 기술로, 각 채널 레이저는 비선형 현상, 열적 손상 및 

모드 불안정 현상에 지장 받지 않는, 보다 안정된 출력 수준

에서 동작하게 하며, 채널의 개수에 비례해 최종 출력을 안

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단순한 산술적

인 출력 증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빔은 단

일빔 수준의 빔 품질 특성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레이

저 빔의 휘도가 결합되는 채널 수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것이

다. 통상적으로 다중 빔 결합 방식은 같은 파장의 광원들 상

호간의 위상을 일치시켜 결합하는 결맞음형 빔 결합(Coherent 

Beam Combination: CBC) 방식, 상호간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결합 방법인 비 결맞음형 빔 결합(Incoherent Beam 

Combination: IBC)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CBC 방식은 

다수 채널빔들의 위상 일치가 이상적으로 구현될 경우, 빔 

품질의 저하가 없어 높은 휘도의 결합 빔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서 휘도라함은 단위 입체각(Solid Angle)과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빔의 총 출력 광세기로 정의되며
[56]

, 단일 파장 회

절 임계 빔(Diffraction-Limited Beam)의 경우, 휘도는 B = 

P/λ 2
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P는 총 출력 광세기, λ 는 

출력 빔의 중심 파장이다.] IBC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평행 

빔 결합(Side-By-Side Beam Combination) 방식과 서로 다른 

파장의 광원을 중첩시켜서 결합하는 분광형 빔 결합(Spectral 

Beam Combination: SBC) 방식 등이 있다. 평행 빔 결합 기

술은 상호 결맞음성이 없는 다수의 채널빔을 각 빔 별로 평

행하게 배열하여 빔을 결합하는 기술인데, 이 경우, 결합된 

빔의 빔 발산(Beam Divergence)에는 큰 변화가 유도되지 않

지만, 결합된 빔의 직경은 채널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총 출력 광세기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결합된 빔의 

휘도는 채널 수의 증가와 함께 향상되지 않고, 단일 채널 빔

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49,50]

. 반면, 분광형 빔 

결합 방식, 즉, SBC 방식은 각 채널 빔들의 파장을 다르게 

한 후, 파장 의존형 분광 소자를 이용하여 각 빔들을 중첩하

여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결합된 빔의 

빔 발산 및 직경이 단일빔의 수준으로 유지됨과 동시에, 총 

출력 광세기가 채널 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므로, CBC 수준의 

빔 휘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평행 빔 결

합 방식과 비교해 빔 품질이 우수하고 높은 휘도를 갖는 고

출력 광의 결합이 가능해 IBC의 대표적인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50]

. 그러나, 서로 다른 파장의 채널빔들을 단일빔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파장 의존형 분광 소자를 활용하는 기본 원

리 상, 최종적으로 결합된 빔에는 각 채널 빔의 선폭 및 분

포된 채널 빔들의 전체 파장 대역폭에 비례해 발생하는 각분

산(Angular Dispersion)의 영향이 포함되므로, 최종적으로 이

로 인한 빔 품질 저하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
[53]

. 따라서 

CBC 방식과 비교할 때 결합된 빔의 휘도가 상대적으로 낮

아 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SBC 방식은 CBC 방식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하고, 각 채널빔의 파장 

혹은 주파수 선폭을 충분히 좁게 하고, 결합되는 채널 수를 

적절히 제한할 경우, 이상적인 CBC 방식에 근접한 결합 효

율 및 빔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
[49,50]

. 따라서, 이를 위한 다

양한 방식의 고출력 협대역 광원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개

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17]

, 수 GHz 선폭을 가지면서도 

kW급 출력을 갖는 MOPA 기반 협대역 광원이 빔 결합 시스

템의 주요 단위 레이저 구성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59,61]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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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Schematic of (a) active and (b) passive CBC systems.

근 결합 효율의 최적화를 통해 77%에 달하는 휘도 효율 (결

합 빔의 휘도/채널빔의 휘도의 합)이 보고된 바 있으며
[56]

, 출

력 관점에서는 SBC 기술을 통해 30 kW에 이르는 출력의 연

속광 발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62]

. 더욱이 국내에서도 

SBC 방식을 활용한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SBC 기술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다중 빔 결합 기술의 

구성 방식 및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4.1. 결맞음형 다중 빔 결합 기술

CBC 방식은 다수의 레이저 빔들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위

상, 주파수 및 편광 상태를 갖도록 각각의 레이저 빔을 되먹

임 제어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빔으로 결합하는 기술이다. 

단일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

선형 효과 및 광섬유의 손상 가능성으로 인해 가용한 출력에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CBC는 구현이 완벽할 경우 스펙트럼 

및 빔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채널 수의 제곱에 비례해 

광세기 밀도(Intensity)를 증대시킬 수 있어 학계의 많은 관심

을 이끌었다
[49-52]

. CBC의 구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각 

채널 레이저빔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위상 잠금 구현 

방식에 따라 크게 능동형 위상 잠금 방식(Active Phase-Locking)

과 수동형 위상 잠금 방식(Passive Phase-Locking)으로 분류

될 수 있다 
[49,50]

.

Figure 8(a)는 일반적인 능동형 위상 잠금 방식의 CBC 시

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초기 시드광은 단일 광원으로부터 생

성되며, 여러 개의 광 채널로 나뉘어져 각 채널별 증폭단으

로 유입된다. 이후 채널별로 증폭 단계를 거쳐 결합기를 통

해 단일빔으로 재구성된다. 이 때 각 채널별 증폭단의 광경

로 차이에 의해 각 채널별 빔 사이에 상대적인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결합 과정을 거친 

후 재구성된 출력 빔의 위상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각 

채널별 입력 위상을 실시간으로 변조하여 되먹임(Feedback) 

제어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합된 각 

채널별 출력 빔에는 위상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위상 차

이를 최소화하는 본 과정이 능동형 CBC 시스템 기술의 핵

심이라 하겠다. 능동형 CBC 시스템은 되먹임 신호 처리 알

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점차 그 결합 효율이 향상 되고 있는

데, 최근 이른바 LOCSET(Locking of Optical Coherence via 

Single-Detector Electronic-Frequency Tagging) 방식의 CBC 

시스템에서 80%의 효율로 결합된 2.4 kW의 빔 출력이 보고

된 바 있다
[52]

. 하지만 다채널 위상에 대한 동시적 제어는 여

전히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더욱 향

상된 효율의 CBC 시스템이 구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8(b)는 일반적인 수동형 위상 잠금 방식의 CBC 시

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수동형 잠금 방식에서는 앞서 논의한 

능동형 잠금 방식에서와는 달리 추가적인 능동형 되먹임 요

소가 없으며, 그 대신 단방향 증폭기가 아닌 공진기 형태로 

그 시스템이 구성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채널별로 

증폭단은 분리되어 있지만, 최종단의 출력은 상호 공유된 단

일 출력 결합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각 채널

별 증폭단의 광경로 차이에 의한 위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출력 결합기와 공진기의 공유를 통해 주입 잠금(Injection 

Locking)을 유도하게 되어, 각 채널별로 발진되는 레이저 빔

의 주파수와 위상이 자발적으로 일치될 수 있다. 이때 출력 

결합기는 각 채널빔들간의 상호 결합(Coupling)을 유도해 동

일한 위상을 공유하는 중첩모드(Super-Mode)를 형성하게 한

다
[49]

. 수동형 위상 잠금 CBC 방식은 능동형 위상 잠금 CBC 

방식에 비해 장치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

지만, 채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결합 효율이 저하되는 단

점이 지적된다.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주파수 및 위상 일치 현상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원리의 확

립과 더불어 각 증폭단의 길이, 연결 계수 등의 핵심적인 변

수들의 보다 광범위한 최적화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4.2. 분광형 다중 빔 결합 기술

SBC 방식은 CBC와 대조적으로 상호 결맞음성이 없는

(Incoherent) 채널빔들을 단일빔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CBC 

기술과 비교할 때, 각 채널빔들의 개별 위상들에 대한 제어

가 필요 없고, 편광에 대해서도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간편하고 구현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

을 갖는다
[49]

. 또한 CBC와는 달리 SBC 방식에서는 각 채널

별 레이저들의 동작 파장을 일정 간격으로 분산시키고, 각 

채널별로 분리된 증폭 과정을 거친 후, 파장 의존 광 경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적 브래그 격자(Volume Bragg Grating)

나 회절 격자(Diffraction Grating)를 빔 결합기로 이용해 최

종적으로 다수의 증폭된 개별 빔들을 단일빔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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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Schematic of SBC systems based on (a) a MOPA confi-

guration and (b) a ring cavity configuration.

Figure 9는 SBC 시스템의 개념도로 SBC 구현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나타낸다. Figure 9(a)는 MOPA 방식의 

SBC 시스템을 보여 주며, 크게 시드 레이저, 채널별 증폭기, 

결합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 레이저는 증폭 단계의 입력 

신호에 해당하는 시드광을 채널별로 생성하는 단계이다. 일

반적으로 시드광들의 파장은 결합기의 파장 특성을 고려해, 

채널별 증폭기의 증폭 밴드폭 내에 위치되도록 결정된다. 각 

채널별 시드광의 선폭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결합 빔의 품

질과 SBS 발생 간의 조정과 절충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일

반적으로 수 GHz 수준에서 결정된다. 채널별 시드광들은 개

별 증폭단에서 수백 W 내지 수 kW 출력 수준까지 증폭된

다. 희토류가 혼입된 광섬유 증폭기는 우수한 빔 품질과 다

수의 채널로 구성되는 빔 경로를 보다 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SBC 시스템의 증폭 단계에 매우 적합하

다. 본 증폭 단계에서는 SBS를 비롯한 비선형 현상이 현저

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최종 증폭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채널별로 증폭된 고출력 채널빔들은 최종적으로 빔 결합기

를 통해 공간상에서 동일한 빔 위치와 진행 방향을 갖도록 

결합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빔 결합기는 서

로 다른 파장을 가진 빔에 대해서 적절한 회절 특성을 가져

야 하는데, 이는 투과형 또는 반사형 회절 소자로 구현될 수 

있다. 광손실이 적고, 다수의 채널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성

이 용이한 체적형 브래그 격자, 반사형 회절 격자 등이 대표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출력 빔 결합기의 예라고 할 수 있

다
[53-56]

. 파장에 따라 투과 및 반사 각도가 달라지는 빔 결합

기의 고유 특성을 통해 서로 다른 입사각을 갖는 각 채널빔

들을 단일빔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데, 이 때 빔 결합기에 대

한 각 채널빔의 입사각은 시드 레이저에서 설정된 파장에 따

라 정교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57]

.

Figure 9(b)는 링 공진기 방식의 SBC 시스템을 나타낸다. 

앞서 9(a)에서 논의된 MOPA 방식 시스템과는 달리, 출력 결

합 빔의 일부가 재차 증폭단으로 순환 주입되어 시드광 역할

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는 시드광의 파장 특성에 관한 자동

적인 되먹임으로 작용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주게 되어

서, 장시간 걸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MOPA 방식의 SBC 시스템의 경우는 만약, 별도의 파장 안

정 되먹임 요소가 없다면 각 채널빔들의 파장 위치 요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정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곧 출력

광의 빔 품질 저하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적

절한 파장 안정화 기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경우, 결합되는 

빔들의 절대적인 파장 및 파장 간격 등이 임의로 선택 및 조

정 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시스템의 확장성 측면에

서 큰 이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BC 방식은 CBC 방식과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시스템 구현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위상 보정 과정

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지만, 여전히 실제 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기술적 어려움들이 존재함은 주지

된 사실이다. 다음 절에서는 MOPA 방식의 SBC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주요 설계 요소들을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4.2.1. SBC를 위한 시드 광원 구성

증폭단 이전 저출력 신호를 제공하는 시드 광원은 LD, 광

섬유 레이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대역 레이저 소

자로 구성될 수 있는데, 시스템의 소형, 경량화 및 안정성 관

점에서 본다면 협대역으로 동작하는 LD를 우선적으로 시드 

광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LD를 통해 생성되는 시드 광신호

의 선폭은 일반적으로 수십 GHz 이상의 수준 또는 수 MHz 

이하의 단일 종모드 수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63]

, 전자의 경우 결합 빔 품질이 선폭이 넓어질수록 저하된

다는 점에서, 또한, 파장 간격이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면 결

합 가능한 최대 채널 수가 결국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시스

템 확장성 측면에서 SBC 방식의 이점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하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 시드 광의 선폭이 일반적인 실

리카 소재 광섬유의 브릴루앙 이득 대역(약 60 MHz)보다
[30]

 

현저히 좁으므로, 만약 kW의 출력 수준으로 증폭된다고 가

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술한 바 있는 SBS 현상을 심각하게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드 신호의 선폭

을 일정 수준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브릴루

앙 이득의 대역폭인 수십 MHz 수준보다 충분히 크고, 최종 

결합 빔 품질의 저하가 심각하지 않은 GHz 수준에서 시드 

광의 선폭을 결정한다
[59]

. 시드 광의 선폭 증대는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위상 변조 기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위상 변조 기술은 입력 신호의 위상을 변조해 신호의 스펙

트럼 대역폭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입력 신호의 에너지 손실

이 적고, 광전자적으로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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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of a phase modulation system.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변조 신호는 무선 주파수 증폭

기(Radio-Frequency Amplifier)에서 증폭된 후 전광 변조기 

(Electro-Optic Modulator)를 통해 입력 광신호의 위상에 인

가된다. 전기적 변조 신호에 의한 입력 광신호의 위상 변화

는 수식 (5)로 표현된다.

(5)

여기서 Eout은 변조 이후의 광신호, E0는 입력 광신호의 진폭, 

V(t)는 전기적 변조 신호에 해당한다. 수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가되는 전기적 변조 신호에 의존해 입력 광신호

의 위상이 변조되고, 결과적으로 입력 광신호에 추가적인 주

파수 성분이 생성된다. 변조 신호의 특성에 따라 최종 광신

호의 스펙트럼 특성과, 또한, 이로 인한 SBS 억제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SBS 억제를 위해서는 전기 

신호 변조 방식의 선택 및 그 최적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기

술적 쟁점이 된다. 광신호의 파장 대역폭 증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변조 신호 방식에는 노이즈 신호 방식, 모조 랜덤 

이진수 시퀀스(Pseudo Random Binary Sequence) 신호 방식 

등이 있다
[59,64,65]

. 전자는 일반적인 백색 노이즈 광원(White 

Noise Source)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장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가지지만
[59,64]

, 시드 신호의 선폭을 임의로 조정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모조 랜덤 이진수 시

퀀스에 따른 디지털 신호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확장된 시드 

신호의 스펙트럼이 안정적이고 경우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현

이 복잡하고, SBS 억제 효과가 다소 감소되는 단점을 갖는다
[65]

. 최근에는 임의 함수 생성기(Arbitrary Function Generator)

를 이용해 최적화 알고리즘을 거쳐 시드 신호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균등하게 다수의 스펙트럼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제

안된 바 있는데
[66]

, 이는 임의 함수 생성기의 성능에 크게 의

존한다는 제약성을 가지나, SBS 억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방법적 시도와 

추가적인 최적화 과정을 통해 SBS 억제 기술과 관련한 향후 

기술 개선이 더욱 기대된다.

4.2.2. SBC를 위한 증폭단 구성

증폭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수한 빔 품질 및 다수의 채

널광을 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토류 혼입 광섬

유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시드 단계에서 위상 변조를 통

해 선폭 증대된 수 GHz 선폭의 신호에서도 여전히 고출력 

증폭 시, 경우에 따라 최종 증폭단에서 현저한 SBS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광섬유 증폭기 내에서 

SBS에 의한 후방산란광의 세기를 분석해, 증폭단의 가용 최

대 출력값 및 길이 등 다수의 증폭단 설계 인자들을 적절히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치해석적 접근

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선폭을 고려할 때, 

시드광은 연속광 또는 준연속광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시드광의 출력을 Ps, 펌프광의 출력을 Pp, SBS에 의한 

후방 산란광의 출력을 PB라고 가정한다면, 광섬유 내 전파 

길이 z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립 미분방정식을 통해 각각의 

출력들의 변량들을 표현할 수 있다
[28,30]

.

(6)

(7)

(8)

위 수식에서 N1와 N2은 각각 레이저 발진이 일어나는 하

위, 상위 에너지 준위에 위치한 전자의 상태 밀도를 의미한

다. σ와 α는 혼입 이온 물질의 방출 혹은 흡수 단면적(Cross- 

Section)과 흡수 계수를 의미하며, τ는 이온 혼입 영역과의 

중첩률에 해당한다. 첨자 e와 a는 각각 방출(Emission)과 흡

수(Absorption)을 의미하며, 첨자 p, s, B는 펌프, 시드, 브릴

루앙 신호의 의미로 쓰였다. 본 연립 미분방정식은 경계조건

과 함께 수치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귀

맞힘방법(Iterative Shoot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증폭단 

광섬유로 Nufern사의 YDF (PLMA-YDF-25/400)를 사용하였

을 경우
[67]

, 3 GHz 선폭을 갖는 시드광의 증폭에 관한 수치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ure 11은 펌프광과 시드광이 6 m의 Yb 혼입 광섬유를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전파될 때 겪게 되는 출력 변화를 보

여준다. 1.20 kW의 펌프광의 인가를 통해 시드광은 1.08 kW

까지 증폭이 되었으며, 인가된 펌프광량에 대해서 88.7 %의 

기울기 효율(Slope Efficiency)을 가진다. 수치 해석 결과를 통

해 펌프광은 6 m 길이의 증폭기를 통과하며 그 광량의 대부

분인 99.9 %가 흡수 되었고, 시드광의 증폭 역시 충분히 포

화된 상태이므로, 선정된 Yb 혼입 광섬유의 길이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SBS에 의한 후방 산란광은 

6.73 μW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심각한 SBS 현상은 실제 

관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SBS에 

의한 후방 산란광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고

려할 때 증폭 단계 이후, 시스템 구성상 빔 전달 광섬유 용

도로 연결될 수 있는 수동형 광섬유의 길이까지 고려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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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volution of the pump and signal along a YDF of 6 m. 

The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are presented in Table 2.

TABLE 2. Parameters used in the simulations of Fig. 11 and Fig. 

12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σep (m
2
) 2.15×10

-24
τs 0.69

σap (m
2
) 2.35×10

-24
αp (m

-1
) 0.0081

σes (m
2
) 2.50×10

-25
αs (m

-1
) 0.0046

σas (m
2
) 2.95×10

-27
N (m

-3
) 1.3×10

26

τp 0.0039

(a)

(b)

FIG. 12. SBS power with varying (a) the signal linewidth of the 

seed laser and (b) the passive fiber length attached to the gain 

fiber. The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are presented in 

Table 2.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스템 구성 및 실험상 허용 오차 범

위를 고려한 안정 동작 범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위상 변조기를 통한 선폭의 변화

와 이에 따른 후방 산란광의 출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측

을 해야하며, 이를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Figure 12(a)는 1~5 m의 수동형 광섬유가 추가적으로 연결

된 최종단 증폭기에서 후방 산란광의 출력 양상을 보여주며, 

Yb 혼입 광섬유 및 펌프와 시드광은 앞선 수치해석과 동일

하게 설정되었다. 그림을 통해 수동형 광섬유가 길어짐에 따

라 후방 산란광의 출력이 현저히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 GHz 선폭의 신호 광원을 사용한 경우에 3 

m 길이의 수동형 광섬유가 추가로 연결되었을 시, PB는 증

폭된 시드광 출력의 0.3 %에 달하는 3.34 W까지 증가하였

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컫는 브릴루앙 후방 산란광 임계값 

30 mW을 훨씬 넘어선 수치에 해당한다
[59]

. 한편, SBS 현상

은 광섬유 길이뿐 아니라 신호 광원의 선폭에 크게 의존하는

데, Fig. 12(b)는 신호 광원 선폭에 따른 PB의 변화를 보여준

다.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신호 광원의 선폭이 증

가함에 따라서 PB가 확연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용 가능한 수동형 광섬유의 길이 한계는 신호 광원

의 선폭에 의해 민감하게 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허용되는 

광섬유 길이 한계를 계산하고, 그 한계 길이 미만으로 추가

적으로 연결되는 수동형 광섬유의 길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

다. Figure 12(a), (b)에 따르면, 1, 3 그리고 5 GHz 선폭의 

신호 광원에 대하여, 수동형 광섬유의 길이 한계는 각각 1.6, 

9.4 그리고 18 m로 예측된다. 실제 시스템 설계시 이러한 수

치 해석적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충분한 안정 동작 허용 범

위를 사전에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4.2.3. SBC를 위한 결합단 구성

SBC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결합단은 다수의 채널빔을 

단일빔으로 결합하는 단계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채

널빔들에 대해 광경로상의 차이를 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광

학 소자들이 빔 결합단 구성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반사형 회절 격자는 광손실이 적어 높은 빔 결합 효율을 기

대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결합 소자이다
[49,53-55]

. 

반사형 회절 격자를 통한 빔 결합 단계는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현될 수 있다. 

그림 상에서 채널의 수는 논의의 편의상 두 개로 설정되었

으나, 그 이상의 다수의 빔으로도 확장 구성될 수 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입사각을 갖는 채널빔들은 회

절 격자를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회절되어 빔 결합이 구현된

다. 한편, 고차 회절로 인해 결합 빔에서 일정 성분이 이탈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빔 결합 효율의 저하로 이어진

다. 따라서, 특정 차수의 회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블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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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chematic of the beam combining process by a diffraction 

grating.

형(Blazed) 격자가 일반적으로 선택되어 의도치 않은 빔 이

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에 보고된 다수의 빔 결합 사

례에서는 90% 이상의 빔결합 효율이 달성된 바 있다
[53,54]

. 

 한편, 파장 성분 별로 서로 다른 각도로 반사시키는 회절 

격자의 특성상 채널빔의 각분산(Angular Dispersion)이 야기

되어 결과적으로 결합 빔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빔 품질은 

흔히 빔 품질 인자(Beam Quality Factor)로 정량화되는데, 만

약, 이상적인 회절 격자에 대해서 회절 한계(Diffraction- Limited)

의 가우시안 스펙트럼 분포를 갖는 채널빔이 리트로우(Littrow) 

각도 근처에서 입사된다고 가정한다면,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빔의 빔 품질 인자 및 회절 격자 상에서의 최대 광세기는 아

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53]

.

(9)

(10)

위 수식에서 g는 격자의 밀도, Δλ는 채널빔의 선폭, ωin는 

채널빔의 반지름, a는 채널빔이 격자 소자의 수직 방향과 이

루는 입사각에 해당한다(Fig. 13 참조). ωin은 엄밀히 말해 시

준된(Collimated) 채널빔의 빔허리(Beam Waist) 지점에서의 

빔 반지름에 해당하나, 격자 소자에 도달한 시점의 빔 반지

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수식 (9), (10)

은 시준된 채널빔이 자유공간에서 회절 격자까지 전파해나

가며 겪는 발산(Divergence)이 매우 작은 근축파(Paraxial 

Wave)에 대해 유효함을 명시하는 바이다. 특히, 수식 (9)는 

채널빔의 선폭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파장에 따라 회절 특성

이 달라지는 빔의 각분산에 의해 최종적인 빔 품질이 이상적

인 가우시안 빔의 품질(M
2
 = 1)로부터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근사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수식에 나타난 다양한 변수인

자들의 적합한 선택과 조절을 통해 빔 품질의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식 (9)의 두번 째 항을 구성하

는 변수인자들 중 격자의 밀도와 채널빔의 파장은 고정된 값

으로 볼 때, 빔 품질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변수인자는 채널빔의 선폭, 채널빔의 반지름, 채널빔의 입사

각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각 채널빔의 선폭을 가능한 

좁게 설정해 빔 품질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증폭단에서의 SBS 현상은 선폭이 좁을수

록 더 심하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각 채널별 선폭은 앞서 

말한 빔 품질 저하 및 SBS 발생 정도를 모두 고려한, 조정과 

절충 과정을 거쳐, 전 시스템 상에서 충분한 안정적 동작 범

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입사되는 채널빔의 크기를 줄여 빔 품질의 저하를 줄

일 수 있다. 그러나, 수식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빔

의 크기가 감소될 수록 회절 격자의 한 지점에 집중되는 최

대 광세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회절 격자의 불균일한 

온도 상승을 야기해 후술하게 될 파면 왜곡 및 격자의 손상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절 격자의 동작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널빔의 크기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수

식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의 개수 및 채널 별 출력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채널빔의 입

사각의 경우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빔 품질의 저하를 줄일 수 

있으나, Fig.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사각이 지나치

제 작아질 경우, 정면 반사를 유발하거나 빔 결합 시스템의 

공간적 밀집도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 또한 시스템의 안정

성 및 구성의 편리를 위해 조정과 절충 과정을 거쳐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널빔의 각분산과 더불어 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면 왜곡(Wavefront Distortion) 현상 또한 빔 품질의 저하

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고출력의 레이저 광에 의해 회절 

격자가 열탄성적 변형(Thermoelastic Deformation)되어 야기

되는 현상으로, 회절 격자의 광학적 특성이 불균일해져 결과

적으로 결합 빔의 파면이 왜곡된다. 회절 격자의 열탄성적 

변형은 회절 격자를 구성하는 물질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온도 변화 대비 광 굴절률 변화 수치에 큰 영향을 받는

다
[68]

. 기존에 보고된 파면 왜곡의 사례에 따르면, 1 kW/cm
2

의 회절 한계 입사광에 대해 실리콘(Silicon) 격자의 경우 약 

0.15 파(wave)
[68]

, 다층 유전체(Multi-layer Dielectric) 소재의 

격자에서 0.2 파의 왜곡을 야기한다
[53]

. 이는 수 kW의 결합 

빔을 고려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왜곡량이지

만, 수십 kW 수준의 결합 빔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밀한 고려 및 그 특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채널빔

의 직경을 크게 할 경우, 파면 왜곡 측면에서는 이점을 가지

게 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회절 격자 자체의 파장 분산 

특성에 의한 빔 지수 저하는 채널빔의 직경에 비례하여 커지

게 되므로, 이 또한, 조정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값으

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통해 회절 격자의 온도 변화를 조절하여, 회절 격자의 광 굴

절률 변화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덧붙여서, 다수의 고출력 채널빔에 의한 회절 격자의 손상 

가능성도 시스템 설계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일반적인 회

절 격자의 손상 임계값이 입력 신호광의 시간폭의 제곱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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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69]

, 본 논문에서 다루

고 있는 연속광 동작 영역에서는 회절 격자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고된 ns 펄스의 빔 

결합 사례와 더불어
[70,71]

, 더욱 짧은 펄스의 빔 결합이 시도

되는 현 연구 흐름을 고려할 때, 회절 격자의 손상 가능성이 

SBC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단, 증폭단, 결합단의 최적화된 설계

를 통해 SBC 레이저 시스템은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현저히 상회하는 고출력의 빔을 발진할 수 있다. 최근 보고

된 30 kW의 고출력 레이저 발진 사례와 더불어
[62]

, 많은 연

구 기관 및 산업체의 노력을 통해 향후 더욱 높은 출력의 레

이저가 속속히 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기술 개괄 및 그 

발전 현황을 논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득매질인 Yb 

이온 혼입 광섬유의 우수성과 더불어 이중 클래딩 구조 광섬

유 및 종렬 펌핑 기술 등에 의해 최근 20여 년간 광섬유 레

이저의 가용 최대 출력은 kW급을 넘어 20 kW급에 이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는 비선형 현상 및 광섬유의 손상 가

능성과 같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제한 요소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달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 전반부에서는 상기 출력 제한 요소들에 대한 이론

적 설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은 광섬유의 출력에 비례해 더

욱 심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 수준을 뛰어 넘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와 그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높은 연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광섬유 레이저 물질의 특성 고도화 및 

신물질 개발과 또한, 신개념의 레이저 시스템 기술, 비선형 

현상 억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특성화되고 체계적

인 개발 노력을 말한다. 본 논문 후반부에서 개괄적으로 논

의된 다중 빔 결합 기술 역시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제

한을 극복하기 위한 또다른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BC 기술과 SBC 기술이 현재 다중 빔 결합 기술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구현이 

간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은 SBC 기술을 중심으로 다

중 빔 결합 레이저 시스템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기술적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이미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수준을 상회하는 수십 

kW의 결합 빔을 성공적으로 발진시킨 최근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2]

, 다중 빔 결합 기술의 적용을 통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은 이미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SBS 및 비선형 현상 억제와 모드 

불안정 현상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 다중 빔 결합 광

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 연구 등을 통해, 향후 고

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기술은 더욱 안정적이고 더 높은 

출력의 빔을 발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많은 관련 과학, 기술 및 산업적 응용 분야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단을 비롯한 국내외의 광

섬유 레이저 분야 관련 연구자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

해, 광섬유 레이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본 논의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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