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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주 공진기 파워 증폭기(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 타입의 수 kW 급 광섬유 

레이저들이 보고되고 있다[1-3].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구성 

시 모든 부품이 광섬유로 이루어진 광섬유 레이저는 높은 빔 

품질 특성 및 우수한 출력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하여 광섬유 레이저는 기초과학, 재료 가공 및 국

방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응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더 높은 레이저 출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4-6]. 

이에 수십 kW 급 이상의 고출력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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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일 레이저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레이저 

채널을 결합하여 고출력을 달성하는 빔 결합 기술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한 대표적 빔 결합 기술로 회절격자 기반의 파장

제어 빔 결합 방식(spectral beam combining, SBC)과 각 레이

저 채널의 위상을 제어하는 위상제어 빔 결합 방식(coherent 

beam combining, CBC)이 제안되었다[7-10]. 파장제어 빔 결합 

방식은 좁은 선폭, 높은 빔 품질과 선편광도를 가지는 발진 

파장이 다른 다수의 레이저 채널들을 결합하는 기술이다. 또

한, 빔 결합장치 조립을 위해 적절한 길이의 전송 광섬유가 

필요하다. 파장제어 빔 결합의 우수한 출력 안정도 및 높은 

빔 결합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레이저 채널의 출력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협대역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가를 제한하는 주 

요인으로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과 모드 불안정성(mode instability, MI)이 있다[11,12]. SBS 

효과는 광원의 세기 및 선폭, 광섬유 구조 및 길이와 관계되

어 있다. 광원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SBS 

신호는 광섬유 레이저의 소손과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어 

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제작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저감

시켜야 한다. SBS 효과를 저감하기 위해 위상변조기를 이용

한 시드 광원의 선폭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유사이진난수(pseudo-random bit sequence, PRBS)를 이용한 

선폭 변조 방식이 SBS 효과 완화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

며 PRBS 신호에 저역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이용할 경

우 SBS 효과를 더욱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3]. 광섬유 레이저 출력 제한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모드 불

안정성이 있다[12]. 광섬유 증폭기에서 MI 발생 시 출력의 불

안정성이 높아지며 레이저의 출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 MI 효과 문턱 값은 입력 신호 및 펌프 광원의 파장, 코

어 크기,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 신호광 진행 방향 

대비 펌핑 광원의 진행 방향 및 광섬유 이득매질의 코일링 

직경과 관계되어 있다[14,15]. MI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광섬

유 이득매질 코일링에 의한 고차모드 손실을 이용한 방법, 

역방향 또는 양방향 펌핑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15]. 안

정적으로 동작하는 파장제어 빔 결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두 비선형 현상을 효과

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편광 협대역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한 파

장제어 빔 결합을 구현하였다. 파장제어 빔 결합을 위해 중

심 파장이 다른 5채널의 광섬유 증폭기를 제작하였다. 각 레

이저의 출력은 466 W 이상이며 빔 품질은 1.15 이하이다. 

또한 편광소광율(polarization extinction ratio, PER)은 16.6 

dB 이상이며 각 채널의 출력 안정도는 0.5% 이하이다. 협대

역 광섬유 레이저의 비선형 특성을 저감하기 위해 대역폭 필

터가 적용된 PRBS 위상변조 시드 광원 및 코어 크기가 30 

µm인 대면적 편광 유지 전송광섬유가 적용되었으며 광섬유 

레이저는 안정적으로 동작하였다. 제작된 협대역 광섬유 레

이저 5채널을 파장제어 빔 결합하여 얻은 결합 빔의 최대 출

력은 2.3 kW이며 결합 빔의 빔 품질은 1.74이다.

II. 고출력 협대역 광섬유 증폭기

그림 1은 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시드 광원으로 1 µm 대역에서 동작하는 DFB-L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를 사용하였으며 선폭 변조

를 위해 위상 변조기 및 PRBS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였다. 

SBS 효과를 추가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PRBS 신호 인가 시 

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였다. 각 시드 광원의 선폭은 5 GHz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드 광원의 중심 파장의 조절 가능

한 범위는 1062-1066 nm이다. 전치 증폭단은 코어/클래드 직

경 10/125 µm YDF를 사용하여 단일모드 증폭이 가능한 2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펌프 광원으로 976 nm 파장의 9 W 

펌프 LD 1개를 1단에서, 27 W 펌프 LD 2개를 2단에서 사

용하였다. 파워 증폭단에서는 코어/클래드 직경 25/400 µm 

YDF, (6 + 1) × 1 펌프-신호광 결합기와 976 nm의 중심 파장

을 가지는 100 W 펌프 LD 6개를 이용하였다. 코일링에 의

한 고차모드 손실을 이용하여 MI 현상 억제 및 고품질의 단

일모드를 얻기 위해 광기구 형태 및 직경을 최적화하였다. 

코일링 광기구는 나선형 그루브(groove)가 있는 평판으로서 

그루브의 외경은 110 mm이고, 내경은 90 mm이며 코일링 

기구부는 수냉식 냉각방식이 적용되었다. 잔존 펌프 광과 광

섬유 클래드에 존재하는 광을 제거하기 위해 클래드 광 제거

기(cladding light stripper, CLS)를 적용하였다. 코어 크기 증

가에 따른 비선형 현상 저감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코어/클

래드 직경이 30/400 µm인 전송광섬유를 적용하였으며 4.5 m 

길이에 대해서도 비선형 효과는 충분히 억제되었다.

그림 2는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 5채널의 출력 및 역반사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 채널의 최대 출력은 각각 

499 W, 489 W, 473 W, 491 W, 466 W이며 기울기 효율은 

79-85%이다. 레이저 채널 별로 최대 출력 및 기울기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 레이저에 사용되는 광 부품의 손

실 차이와 광섬유 융착 손실에 따른 것이다. 역반사의 출력

은 40 mW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이 값을 레이저 출력 값과 

비교하였을 때는 0.007%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은 

각 광섬유 증폭기에서 발생된 역반사 출력의 스펙트럼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S 출력은 

레일리 산란 대비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SBS 현상

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레

이저 채널에서 인가된 펌프 광 출력 증가에 따라 레이저 출

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MI 현상에 의한 레이저 출력 

Fig. 1. Configuration of narrow-linewidth ytterbium-doped polari-

zation-maintaining fiber ampl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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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울기 효율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16]. 이는 파워 

증폭단 YDF 코일링에 의해 고차모드가 제거되어 MI 현상이 

억제되었음을 나타낸다. 레이저 최대 출력은 펌프 출력 한계

로 인하여 제한되었지만 높은 출력의 펌프 광원을 이용할 경

우 현재 레이저 구조에서도 kW 수준의 레이저 발진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레이저에서 PER은 16.6 dB 이상의 높은 선 편광 특성

을 보이고 있으며 한 예를 나타낸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빔 품질은 모두 1.15 이하로서 회절한계 빔을 나타

내고 있고 MI 효과에 의한 빔패턴 왜곡 현상도 관측되지 않

아 단일모드 빔이 안정적으로 발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고출력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

Ⅱ장에서 설명한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파장

제어 빔 결합을 구현하였다. 그림 5는 파장제어 빔 결합 레

이저 구성도이다.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는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 5채널, 광섬유 어레이, 전송거울, 단일 회절격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의 구조는 기존 보고

된 일반적인 구조로 구현되었다[17,18]. 광섬유 어레이는 전송

광섬유와 동일한 코어/클래드 직경 30 µm/400 µm 광섬유를 

등간격으로 배치한 구조이다. 전송거울은 중심 파장 및 공간

적 위치가 다른 5개의 빔을 각각 다른 입사각으로 회절격자

의 한 점에 입사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때 전송거울에서 수차

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합 빔의 빔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

인 중 하나이다.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 채널의 전송광섬유와 

광섬유 어레이의 전송광섬유를 연결 시에는 대구경 편광 유

지 광섬유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광섬유 뒤틀림 현상을 회피

할 수 있도록 전송광섬유의 적절한 길이와 융착 조건을 확보

해야 한다[19]. 광섬유 뒤틀림 현상이 발생될 경우 광섬유에 

Fig. 2. Measured output power and backward output power of the five fiber amplifiers for SBC with center wavelength of (a) 1062 nm, (b) 

1063 nm, (c) 1064 nm, (d) 1065 nm, and (e) 1066 nm.

Fig. 3. Measured optical spectra of the backward propagating 

beams for five channels at the maximum output power.

Fig. 4. Measured beam quality (M2) of the second channel at the 

center wavelength of 106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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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되는 공간모드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빔 결합 시 

빔 결합 효율 저하 및 구성품 손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5채널 결합된 빔의 최대 출력은 2.3 kW이며 결합 빔의 스펙

트럼은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채널 레이저빔 파장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파장제어 빔 결합장치를 통과한 각 광섬유 증폭

기 채널(그림 7(a)-7(e)) 및 결합 빔의 공간분포(그림 7(f))를 

보여주고 있다. 각 빔의 공간모드 형상이 원형이 아닌 타원

형의 형태를 갖는 이유는 각 빔을 Littrow 조건으로 회절격

자에 입사시키기 때문에 회절격자 입사빔과 회절빔을 분리

하기 위해 회절격자를 약간 기울이는 광학적 구조 때문이다. 

파장제어 빔 결합에 의해 추가적인 형상 왜곡 없이 안정적으

로 빔 결합이 구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절 격자 이후 

각 광섬유 레이저 채널 빔 품질은 1.72 이하이며 2.3 kW의 

출력을 갖는 결합 빔의 빔 품질은 1.74 (Mx
2 = 1.80, My

2 = 

1.69)이다.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의 빔 품질은 입사빔의 

선폭 및 빔 직경, 회절격자 밀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회절격

자 특성에 의해 Mx
2와 My

2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회절 축 

방향의 Mx
2는 회절에 의해 입사빔의 Mx

2 대비 저하되며 회

절되지 않는 My
2는 입사빔의 My

2와 동일하게 유지된다[20]. 

실제 결합 빔의 품질은 회절뿐만 아니라 빔 결합 장치 광 부

품의 제작 공차, 광 정렬 오차, 전송거울의 수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작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

사빔의 선폭이 감소되면 회절에 의한 빔 발산이 저감되어 빔 

품질은 개선되나 SBS 효과로 레이저 채널의 출력이 제한되

는 단점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회절 한계 빔 품질 특

성을 갖는 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반의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파장제어 빔 결합을 구현하기 위

해 중심 파장이 1062 nm, 1063 nm, 1064 nm, 1065 nm, 

1066 nm인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5개 채널을 구성하고 비선

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레이저 채널에서 PRBS 신호 

위상변조에 의해 선폭이 확대된 시드 광원 및 코어 크기가 

30 µm인 대구경 편광 유지 전송광섬유를 이용하였다. 제작

된 광원의 빔 품질 특성은 1.15 이하로 회절 한계의 빔 품질 

특성을 갖고 있으며 PER은 16 dB 이상이다. 제작된 광섬유 

증폭기 채널을 이용하여 파장제어 빔 결합을 구현하였으며 

결합 빔의 최대 출력은 2.3 kW, 빔 품질은 1.74로서 파장제

어 빔 결합에 의해 빔 품질이 우수한 고출력 레이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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