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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수한 빔 품질, 열 방출능력, 안정성, 유지 보수의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갖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재료 가공, 비선

형 파장 변환, 빔 결합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1-3]. 일반적으로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는 멀티모드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와 대구경 더블 클래딩 광

섬유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광섬유 레이저 고유의 장점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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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fiber fuse in single-mode 2-kW-class high-power fiber amplifiers, depending 

on the cooling method at the splicing point. We measured the temperature of the splicing point between the pump-signal combiner 

and gain fiber as a function of laser output power. The temperature of the splicing point increased from 20 to 32°C with a slope 

of 0.01°C/W, up to 1.2 kW of laser output power. At higher powers the temperature of the splicing point increased dramatically, 

with a slope of 0.08°C/W. After that, the fiber amplifier was destroyed during operation at 1.96 kW of output power by fiber 

fuse. The bullet shape, a common feature of fiber fuse, was observed in the damaged passive fiber core of the pump-signal 

combiner. Later, we adopted an improved water-cooled cold plate to increase the cooling efficiency at the splicing point, and 

investigated the laser output power. The temperature at the splicing point was 35.8°C with a temperature-rise slope of 0.007°C/W 

at the maximum output power of 2.05 kW. The beam quality M2 was measured to be less than 1.3, and the output beam’s profile 

was a stable Gaussian shape. Finally, neither fiber fuse nor mode instability was observed in the fiber amplifier at the maximum 

output power of 2.0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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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일 모드 2 kW급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에서 발생한 광섬유 용융 현상을 융착점 냉각 특성에 따라 실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레이저 출력에 따른 펌프 광 결합기와 주증폭기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점 온도를 레이저 출력에 따라 

측정하였다. 융착점 온도는 레이저 출력 1.2 kW까지는 20°C에서 32°C까지 온도 상승 기울기 0.01°C/W로 증가율이 작았으나 

1.2 kW 이후부터 온도 상승 기울기 0.08°C/W로 융착점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6 kW 출력에서 동작 중 광섬유 용융 

현상에 의해 광섬유 증폭기가 손상되었다. 손상된 펌프 광 결합기의 전송 광섬유 코어에는 광섬유 용융의 전형적인 탄환모양손상 

형상이 나타났다. 이후 수냉식 냉각판을 적용하여 융착점 부위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킨 후 레이저 출력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최대 출력 2.05 kW에서 광섬유 융착점 온도는 35.8°C였고 레이저 출력에 따른 온도 상승 기울기는 0.007°C/W로서 급격한 증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광섬유 증폭기에서 광섬유 용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대 출력 2.05 kW에서 모드 불안정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 출력 2.05 kW까지 빔 프로파일은 안정적인 가우시안 형태였으며 빔 품질 1.3 이하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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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향상을 위해서 광섬유 융착 기반 전-광섬유 구성이 선

호된다.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구현을 위해서는 유도 브릴루

앙 산란, 유도 라만 산란, 모드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비선형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4-6]. 또한 비선형 현상뿐만 

아니라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냉각하

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고출력 펌프 광이 이득 광섬유로 입

사되는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점은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냉각 및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융착점 냉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실험 및 이론적

으로 수행되었다[7,8].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광섬유 용융 현상은 1988년

에 처음으로 보고되었고[9] 이후 다양한 종류의 광섬유 및 출

력 파워에서 광섬유 용융 현상이 보고되었다[10-12]. 이중클래

딩 이득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한 광섬유 

용융 현상은 2012년 400 W급 출력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kW급 출력에 대해 여러 보고가 있었다[13-15]. 광섬유 용융 현

상의 원인으로는 광섬유 끝단의 먼지, 실리카 광섬유의 온도 

상승에 따른 광섬유 손실 증가 등 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0,16].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아직까지 kW

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서 융착점 냉각 성능이 광섬유 용

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클래딩 Yb첨가 광섬유를 이용한 단일

모드 2 kW급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에서 발생한 광섬유 용융 

현상을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융착점의 냉각 특성에 

따른 온도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냉각성

능 개선 전 레이저 출력에 따라 융착점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융착점 온도 상승 기울기는 레이저 출력 1.2 kW까지

는 0.01°C/W이었으며 이후 레이저 출력 증가에 대해서는 온

도 상승 기울기 0.08°C/W로 융착점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였고 1.96 kW 출력에서 동작 중 광섬유 용융 현상에 의해 

광섬유 증폭기가 손상되었다. 손상된 펌프 광 결합기의 전송 

광섬유 코어에는 전형적인 광섬유 용융 현상에서 나타나는 

탄환모양손상이 관측되었다. 이에 수냉식 냉각판을 적용하여 

융착점 부위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킨 후 레이저 출력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의 융착점 

온도 상승 기울기는 0.007°C/W로 유지되어 융착점 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없었으며 2.05 kW 출력에서 측정된 융착점 

온도는 35.8°C이었다. 최대 출력 2.05 kW에서 빔 품질은 

1.28이었고 광섬유 용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비선

형 현상인 모드 불안정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가우시안 빔 프로파일을 유지하였다.

II.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실험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실험 셋업은 그

림 1에 나타나 있다. 광섬유 증폭기는 3단계의 주공진기 파워 

증폭기(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로 구성되었

다. 시드 빔으로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에 의해 파장 안정화된 레이저 다이오드(LD-1064-FBG-400, 

Innolume)를 이용하였다. 1단, 2단 전치 증폭기는 코어/클래딩 

직경 10/125 µm의 Yb첨가 광섬유(LMA-YDF-10/125-9Gen, 

Nufern)로 구성되었으며 펌핑 광원으로는 파장 안정화된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시드 빔은 2단 전

치 증폭기 통과 후 30 W 수준으로 증폭되었다. 각 증폭기 

사이에는 고출력 광 고립기를 위치시켜 역방향 신호로부터 

전치 증폭기 손상을 보호하였으며 역방향 신호를 모니터링

하였다. 전치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빔은 (24 + 1) × 1 펌프 광 

결합기를 통해 주증폭기로 입사되었다. 펌프 광 결합기의 신

호 입력 포트의 코어/클래딩 직경은 10/125 µm이며 신호 출력 

포트의 코어/클래딩 직경은 20/400 µm이었다. 파장 안정화된 

976 nm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24개가 주증폭기 펌핑 광으로 

이용되었고 주증폭기의 이득 광섬유로는 코어 클래딩 직경 

20/400 µm인 비편광유지 이중클래딩 Yb첨가 광섬유(LMA- 

YDF-20/400-M+, Nufern)를 사용하였다.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의 융착 이미지는 그림 2(a)

에 나타나 있으며 광섬유 융착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광섬유 

절단 각도는 0.2도 이하 조건을 유지하였다. 광섬유 융착점은 

냉각을 위해 수냉식 냉각판 위에 고정되었으며 그림 2(b)와 

같은 형태였다. 광섬유 융착점과 수냉식 냉각판 사이의 간극

을 메우기 위해 열 전도도가 5 W/m ‧ K인 물질을 그림 2(b)

와 같이 광섬유에 도포하였다. 레이저 출력에 따른 광섬유 

융착점의 온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열화

상 카메라(T650SC, FLIR)를 이용하여 광섬유 융착점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에서 발생

하는 모드 불안정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득 광

섬유는 직경 100 mm의 수냉식 원통에 코일링되었다[17].

먼저 펌프 파워 증가에 따른 레이저 출력 파워와 융착점 

Fig. 1. Experimental setup of the high-power fiber amplifier.



《연구논문》단일 모드 2 kW급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내의 광섬유 용융 현상에 관한 연구 ― 이준수ㆍ이광현 외 9

온도를 측정했다. 그림 3(a)에 나타나 있듯이 레이저 출력은 

펌프 파워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울기 효율은 

83.4%이었다. 레이저 출력은 수냉식 10 kW급 파워미터

(10K-W-BB-45, Ophir)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모드 불안정성

의 징조로 나타나는 출력 롤오버(roll over)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18]. 레이저 출력에 따라 측정된 융착점 온도는 그림 

3(b)에 나타나 있으며 수냉식 냉각판에 입력되는 냉각수 온

도는 20°C이었다. 레이저 출력 1.2 kW까지 융착점 온도는 

20°C에서 33°C까지 온도 상승 기울기 0.01°C/W로 증가했으

며 레이저 출력 1.2 kW부터 1.5 kW까지는 33°C에서 62°C까

지 온도 상승 기울기 0.08°C/W로 증가하였다. 온도 상승 기

울기가 증가한 이유는 그림 2(b)의 구조에서는 광섬유와 냉

각 플레이트의 접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광섬유 융착점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된다. 광섬유가 접촉된 지점에서 최대 방출시킬 수 있는 발

열량 이상으로 열이 발생할 경우 온도 상승 기울기가 증가할 

Fig. 2. (a) Image of the splicing point between the pump-signal combiner and the gain fiber. (b) Schematic of contact between the gain fiber 

and the water-cooled cold plate.

Fig. 3. (a) Measured output power as a function of pump power. (b) Measured temperature of the splicing point between the pump-signal 

combiner and the gain fiber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Fig. 4. (a) Observed bullet shape in the passive fiber core. (b) Beam profile after propagating the damaged passive fiber. (c) Beam profile 

after propagating the normal passiv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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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7].

이후 레이저 출력은 1.96 kW까지 증폭되었으며 동작 중 

광섬유 용융 현상에 의해 광섬유 증폭기는 손상되었다.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점부터 펌프 광 결합기 

사이의 광섬유 코어가 손상됐으며 광섬유 용융의 전형적인 

탄환모양손상 형상이 그림 4(a)처럼 광섬유 코어에 나타났다
[13-15]. 그림 4(b)는 광섬유 용융 현상에 의해 손상된 광섬유 

통과 후 측정한 빔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광섬유 코어 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프로파

일이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정상적인 광섬

유 통과 후 빔 프로파일러(SP501, Ophir)에 의해 측정된 빔 

프로파일을 그림 4(c)에 나타냈으며 가우시안 모양의 빔 프

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광섬유 용융의 원인은 먼지, 온도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도 상승에 

의한 실리카 광섬유의 흡수 증가가 광섬유 용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10,16]. 융착 포인트의 온도 상승 기울기가 0.01°C/W

에서 0.08°C/W로 변하면서 실리카 광섬유의 흡수가 급격하

게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쿼츠 헤드 

블록(quartz head block) 타입의 수냉식 앤드캡과 상용 시준

기(2-9670X01, Optoskand)를 사용했기 때문에 광섬유 끝 단 

반사나 먼지는 광섬유 용융의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광

섬유 앤드캡은 광섬유 용융 현상 이후에 손상되지 않았고 광

섬유 용융 현상이 일어난 시작점은 광섬유 끝단이 아니라 온

도가 가장 높은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

점이었기 때문이다.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는 새로 교체했으며 절단 각

도 0.2도 이하로 이득 광섬유를 융착하였다. 광섬유 융착 결

과는 그림 5(a)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2(a)와 유사한 수준이

었다. 기존의 한 면만 냉각 플레이트 접촉되어 냉각되는 것 

보다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림 5(b)와 같이 넓이 

및 깊이 1 mm인 홈에 광섬유 융착점을 위치시켰다. 또한 광

섬유 접촉 형태에 따른 냉각 성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2(b)와 5(b) 구조를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COMSOL 

Multiphysics)를 활용하여 이득 광섬유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

였다. 그림 6(a)와 6(b)는 냉각 플레이트에 위치한 광섬유와 

메시 구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광섬유 코어 20 µm에서 

Fig. 5. (a) Image of the splicing point between the pump-signal combiner and the gain fiber. (b) Schematic of contact between the gain fiber 

and the water-cooled cold plate.

Fig. 6. (a, b) Schematic and mesh-configuration of the contact between the gain fiber and the water-cooled cold plate. (c, d)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f the contact between the gain fiber and the water-cooled col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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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으며 열전도 물질은 5 W/m ‧ K로 실

제 실험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6(c)와 6(d)는 광섬유 

접촉 형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냉각판에 광섬유가 한 점만 접촉됐을 때보다 1 mm인 홈에 

광섬유를 위치시킨 후 열전도 물질로 도포한 결과가 2배 이

상의 냉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열전도도

가 높은 냉각 플레이트와 이득 광섬유의 접촉 포인트가 하나

에서 셋으로 증가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

냉각 성능 향상 및 이에 따른 레이저 출력 증가를 확인하

기 위해서 펌프 파워에 따라 레이저 출력과 융착점 온도를 

측정했다. 그림 7(a)는 펌프 파워 증가에 따른 레이저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레이저 출력은 최대 2.05 kW까지 선형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기울기 효율은 81.8%이었다. 그림 7(b)는 

레이저 출력에 따른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점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온도 상승 기울기는 0.007 

°C/W의 낮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최대 출력 2.05 kW

Fig. 7. (a) Measured output power as a function of pump power. (b) Measured temperature of the splicing point between the pump-signal 

combiner and the gain fiber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Fig. 8. (a) Measured output beam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a) 0.63 kW. (b) 1.74 kW. (c) 2.05 kW.

Fig. 9. Measured output spectrum at the maximum output power. (a) Narrow span. (b) Wid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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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35.8°C에 불과하여 그림 3(b)와 같이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출력에서 광

섬유 용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으로 동작하였

다. 레이저 출력에 따라 빔 품질과 빔 프로파일을 측정했으

며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빔 품질은 모든 출력 범위에서 1.3 

이하로 회절 한계에 가깝고 안정적인 가우시안 형태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최대 출력 2.05 kW에서 측정한 순방향 광 스펙

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a)에 나타나 있듯이 광-신호 

잡음비는 27 dB 이상이었으며 3-dB 파장 대역폭은 0.24 nm

이었고 중심 파장은 1064 nm이었다. 그림 9(b)는 1030~1140 

nm의 넓은 영역에서 측정한 광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1120 nm 대역에서 유도 라만 산란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 kW급 광섬유 증폭기에서 발생한 광섬유 

용융 현상을 융착점 냉각 특성에 따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

다. 펌프 광 결합기와 이득 광섬유 사이의 융착점 온도를 레

이저 출력에 따라 측정했으며 냉각 특성에 따른 온도 상승 

기울기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출력 1.2 kW까지는 온도 상승 

기울기 0.01°C/W로 융착점 온도는 20°C에서 33°C까지 상승

하였으며 레이저 출력 1.2 kW 이후부터는 온도 상승 기울기 

0.08°C/W로 융착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광섬유 증폭

기는 1.96 kW에서 광섬유 용융 현상에 의해 손상되었으며 

광섬유 용융의 전형적인 탄환모양손상 형상이 광섬유 코어

에 나타났다. 광섬유 융착점 냉각 성능 개선 후 출력 2.05 

kW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온도 상승 기울기는 0.007°C/W로 

급격한 상승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레이저 출력 2.05 

kW에서 광섬유 융착점 온도는 35.8°C였으며 광섬유 용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 출력에서 빔 품질은 1.28로 

회절 한계에 가까웠으며 모드 불안정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구현을 위해서는 광섬

유 융착점 냉각 성능과 온도 상승 기울기 분석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2 kW급 이상의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및 증폭기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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