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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펨토초 레이저는 펄스폭이 펨토초 영역에 

이르는 매우 짧은 광펄스를 발생 시키며, 

그것의 고강도성, 초고속성, 초광대역 특성에 

의해 미세 가공, 대용량 광통신, 정밀 계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섬유를 이득 매질로 사용하는 광섬유 기반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 사용에 있어서의 

용이성, 작은 부피, 긴 안정화 지속 시간, 낮은 

제작 단가 및 유지 비용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그 연구가 활발하다[1]. 

구조가 탄소층 한 겹으로 이루어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NT)는 광학적 비선형성이 타 재료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펨토초 펄스를 생성시키기 

위한 포화흡수제(saturabler absorber, SA)로 응용 

할 수 있는데, 광섬유 기반 펨토초 레이저에 

적용될 때는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 되어 

광섬유 공진기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타 다른 방식과 달리 

공진기 내부에 삽입되어 사용될 경우 광 

펄스가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직접적으로 투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공진기 내부를 진행 

하는 광 펄스 에너지가 높을 경우 광 펄스 

에너지에 의해 탄소나노튜브가 열적 손상을 

입게 된다[2, 3]. 이는 레이저의 출력을 제한 

하는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필름 형태로 제작된 탄소 

나노튜브-폴리머 기반의 포화흡수제가 공진기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입게 되는 

열손상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흡광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2. SWNT SA 흡광도 측정 시스템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제는 열적 손상을 

받을 경우 모드 잠금 성능 및 레이저 작동 

안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포화 

흡수제가 열적 손상을 받지 않는 공진기 내부 

최대 광 파워를 임계치로 하여 임계치 미만의 

광 파워에서 레이저를 작동시켜야 하며, 그 

임계치가 초과될 경우 포화흡수제의 흡광 

특성이 영구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3]. Fig. 1 과 같은 흡광 특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제의 투과광 파워 대비 

흡광 특성 변화를 측정하면, 제작된 포화 

흡수제의 열적 손상 임계 파워를 알아낼 수 

있다. 

펨토초 펄스가 진행하고 있는 공진기 

내부와 같은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를 포화흡수제에 입력하는 

광원으로 사용하며, 여기서 생성된 펄스는 

가변 광감쇠기와 9:1 광 커플러를 지나  

 

Fig. 1 Scheme of power dependent absorbanc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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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제를 투과한다. 가변 광 

감쇠기를 조절함으로써 포화흡수제로 들어가는 

광출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광출력은 파워 

미터 2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파워 

미터 1 을 사용하여 포화흡수제를 투과한 이후 

의 광량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두 측정값으 

로부터 포화흡수제의 흡광도를 구할 수 있다.  

 

3. SWNT SA 흡광도 변성 양상 
 

Fig. 1 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광량을 달리하며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제를 

2 분동안 광펄스에 노출 시켰을 때 발생하는 

흡광도 변화 양상을 측정하였다. 투과하는 

광량의 크기에 따라 흡광 특성 변화는 Fig. 

2와 같이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험결과(Fig.2)를 보면 탄소나노튜브에 입 

사되는 광량에 따라 정규화된 흡광도의 시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 입사되는 광량이 작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 

레이저가 조사된다 하더라도 포화흡수제의 

흡광 특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일정 광량을 넘어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광 에너지에 의해 흑연화 현상(graphitization)이 

발생하여 탄소나노튜브의 dangling 결합이나 

구조적 결함(defect)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생성된 비정질 탄소로 인해 광산란 등의 

손실이 흡광도를 증가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d); 매우 높은 광량이 입사될 때에는 급격히 

흡광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optical burning 에 의해 

소실되어 표백되는 현상으로 보이며, 입사 

광량이 (b)와 (d) 사이의 특정 광량일 경우 

흑연화 현상과 optical burning 에 의한 흡광 

특성 변화가 균형을 이뤄 그 변화가 적어지는 

(c)와 같은 양상을 띈다.  

 

4. 결론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제는 열적 손상에 

의해 흡광 특성이 변화하며, 입사되는 광량에 

따라 열적 손상의 단계가 나뉘어진다. 비교적 

작은 입사 광량에 흡광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흑연화 현상이 먼저 발생하며,  

 

Fig. 2 Changes in the normalized absorption of a 

SWNT-SA according to time (2min) at 

different incident pulse power levels: (a) 

0.92mW, (b) 6.44mW, (c) 9.20mW, and (d) 

11.96mW (blue: raw data, red: fitted data) 
 

광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흡광도가 

감소하는 optical burning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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