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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 자외선에서부터 청색 녹색의 가시광선의 파장영역에서,
발진하는 레이저 광원은 광 정보처리 디스플레이 복사 기, ,
술 고분해 분광학 생명공학 레이저 가공 의료 홀로그래픽, , , , ,
기억장치 등의 응용 분야 연구와 빛의 상호작용 세계를 탐구

하는 기초 학문 분야의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특히.
광화학 반응이나 고분해 원자 분광학 분야에서는 레이저 선

폭축소 주파수 안정성 파장가변성 및 빠른 주파수 변조 특, ,
성을 가진 수 백 에서 수 급의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레mW W
이저 광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 분야에서 비교적 장비의.
수명이 짧고 부피가 큰 가스 레이저나 고체 레이저 등을 대

신한 시스템MOPA(Master Oscillator & Power Amplifier) [1-3]

과 준 위상정합(Quasi-Phase Matching; QPM)[4] 주기를 가진

주기분극형 비선형 결정(PPLN,[5-7] PPSLT,[8-10] PPKTP[2,11] 들)
을 이용하여 필요한 광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방법들 특히,
제 고조파 발생 을 실현2 (Second Harmonic Generation; SHG)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 변환 효율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SHG
되었다.[12]

또한 이러한 비선형 광 주파수 변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는 기본 입사파의 세기를 높이거나 비선형 결정

의 통과 경로를 길게 하는 방법 즉 내부 공진기형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13]이나 다중통과법[14]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약 출력의 광원을 사용하여2.45 W
다중통과에 의한 광 주파수 변환 실험 장치를 구성하(SHG)
였다 그러나 광 주파수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은.
제 고조파가 발생하는 동안 결정의 양 끝 단면의 폴리싱 부2
분이나 공기 중의 분산 등에 의해 생기는 두 파들의 상대적

인 위상차이를 정밀히 보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5]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적외선 레이저광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형 외부공진기 다이오드 레이저Littrow (External Cavity
를 주 발진기 로 사용Diode Laser; ECDL) (Master Oscillator)

하였고 이테르븀 이 첨가된 광섬유 증폭기, (Ytterbium; Yb) (Yb
를출력증폭기doped Fiber Amplifier; YDFA) (Power Amplifier)

로사용하여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적외선광원인 DOFA(Diode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Laser Oscillator & Fiber Amplifier) .

한 광 주파수 변환소자로써 준 위상정합 주기를 가진 주기분

극형 비선형 결정(Periodically Poled MgO(5%) doped Lithium
을 사용하여 고효율의 녹색광원파장Niobate; PPLN) ( = 535

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nm) . SHG
서 결정을 통과한 펌핑광을 되 반사시키는 오목거울과 이로

부터 발생된 두 개의 에 대한 위상차이를 위상일치형태SHG

비선형결정과이중통과법을이용한 시스템에서증폭된연속발진형파장가변PPLN DOFA

적외선레이저광의제 고조파발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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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분극 반전된 비선형 결정 중에 하나인 과 수 급의 고출PPLN(Periodically Poled MgO(5%) doped Lithium Niobate) W
력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적외선 레이저 시스템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결정에서DOFA(Diode Laser Oscillator & Fiber Amplifier) ,
펌핑광을 한번 통과시키는 단일통과와 두 번 통과시키는 이중통과에서의 효율적인 제 고조파 발생 조건을 실험적으로 구하였다2 .
단일통과에서는 최적의 위상정합온도 에서 최대 출력 의 적외선파장108.9 2.45 W (℃ = 펌핑광을 사용하여 최대 의1070 nm) 245 mW
녹색광원파장( = 인 제 고조파를 만들었고 이때의 주파수 변환 효율은 였다 또한 제 고조파 발생의 효율을 증가시키535 nm) 2 , 10% . 2
기 위해서 되 반사용 오목거울과 위상보정을 위한 쐐기유리판을 이용하여 이중통과의 제 고조파 발생장치를 구성하였다 이때 최적2 .
의 위상정합온도 에서 최대 출력 의 적외선파장108.5 2.45 W (℃ = 펌핑광을 사용하여 최대 의 녹색광원파장1070 nm) 383 mW ( =

인 제 고조파를 만들었다 이때의 변환 효율은 로써 단일통과에서의 제 고조파 발생 효율보다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535 nm) 2 . 15.6% 2
였다.
주제어 제 고조파 이중통과: PPL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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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정하기 위한 쐐기유리판을 이용하여 이중통과 장치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 경우 단일통과와 이중통과에서의, SHG
변환 효율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II. DOFA 시스템

최근에 파장이 대역인 적외선 광원을 발생시키며 레1 mμ
이저 선폭이 좁고 파장가변성이 우수한 고출력 레이저로써

Ring Cavity Ti:Sapphire/Dye Laser, Fiber Oscillator and Fiber
등을 구성하여 많이 사용하Amplifier, Tapered Diode Laser

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연속적인 주파수 변.
환이 가능한 단일모드 적외선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을 주 발진기로 사용한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고출력ECDL
적외선 레이저인 시스템을 그림DOFA 과 같이 구성하였다1 .
이 시스템에서 주 발진기로는 형 외부공진DOFA Littrow

구조를 하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Toptica Photonics;
을 사용하였고 출력 증폭기로는 이 첨가된 광DL100L) , Yb 섬

유 레이저 증폭기 를 사(Keopsys; KPS-BT2-YFA-1083-50-FA)
용하였다. 이때 다이오드 레이저의 선폭은 약 3 MHz(5 ms)
이내이고 출력은 이상이다 이 레이저를 평균적으, 150 mW .
로 시간 정도 동작시키면 파장의 변화는 약 가12 300 MHz
된다 그리고 온도 당 선폭파장 흐름은 약 이다. 400 MHz/ .℃
레이저 광속의 편광비율 파은 약 정도이다 광섬유(s ) 100 : 1 .
증폭기는 형태의 측면 펌핑 방식V [16,17]으로 다이오드 레이

저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원은 이 첨가된 를 펌핑한Yb YDFA
다 증폭기로서이용이가능한파장영역은 에서. 1060 nm 1090

이다 입력단의 광섬유는 발진기의 출력을 바로 연결하여nm .
입력시키기에 알맞는 직경 의 코어를 갖는 단일모드 광7 mμ
섬유이다 출력단의 광섬유 코어 크기는 이며 편광이. 20 m ,μ
유지되지 않는 단일모드 광섬유이다 다음의 그림 는 증폭. 2
기의 의 전류량에 따른 시스템의 출력 특성 및 세LD DOFA
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삽입 부분은 에탈론을. Fabry-Perot
이용한 시스템의 단일모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DOFA .
이때 펌핑하는 전류량은 최대 이고 정상동작시에 전류5.7 A
량은 로 최대 출력이 인 임의의 편광 상태를 갖5.6 A 5.5 W
는 출력광이 나온다.

III. PPLN에 의한 제 2고조파 발생

보통 와 같은 주파수 변환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에너SHG
지 변환은 매질을 통해 전파하는 동안 발생하는 제 고조파2
와 기본파가 굴절률 분산에 의해 두 파의 위상 속도가 다르

므로 나란히 진행하지 않고 특히 기본파의 진행 방향과 같,
은 방향으로는 효율적인 가 어렵기 때문에 두 파의 위SHG
상정합 조건을 필요로 한다 위상정합의 경(Phase Matching) .
우 지금까지는 복굴절위상정합(Birefringence Phase Matching;

을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 되었으나 이 방법은 비BPM) ,
선형 결정에서 제 고조파가 발생할 때 기본파와 제 고조파2 2
는 각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Walk-off .

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상정합 길이가 제한되므로 입사BPM ,
광의 파장이 제한되고 많은 무기물 결정에서 비선형광학계,
수의 가장 큰 텐서성분인 d33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강유전체 결정으로 대표되는 비선형 결정의 자발.
분극의 방향을 결맞음 길이 마다 도 교(coherence length) 180
대로 구역 반전 시켜주거나 비선형 매질 위(domain inversion)
에 얇은 웨이퍼를 쌓아올려 그 웨이퍼를 도 교대로 구역180
반전 시켜 비선형 계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제 고조파의 진2
폭을 계속 증가시켜주는 이 발전되었고 이러한 방법은QPM ,

그림 형 외부공진기 다이오드 레이저와 가 첨가된 광섬유 레이저 증폭기를 이용한 시스템 장치 구성도1. Littrow Yb DOFA .

그림 광섬유 증폭기의 전류량에 따른 시스템의 적2. LD DOFA
외선 파장( = 출력 특성 및 세기1070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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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반전된 길이를 결맞음 주기에 맞게 조절하여 거의 모든

파장에 대해 비 임계 위상정합이 가능하게하고 제 고조파, 2
가 기본파의 전파경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없어Walk-off

변환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SHG .
는 파장가변소자로써 사 제품을 사용하PPLN(HC Photonics )
였으며 크기는 길이가 두께가 폭이, 50 mm, 0.5 mm, 3 mm
이었다 의 주기는 이었으며 양끝 면은 파장. QPM 6.968 m ,μ

와 에 대한 무반사 코팅처리가 되어있다 또535 nm 1070 nm .
한 다른 주기분극형 비선형 결정들보다 의 차 비선형PPLN 3
계수가 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제 고조파 변환 효율25 pm/V 2
이 상대적으로 크다.[18,19] 첨가물로써 가 가 첨가되면MgO 5%
광전도도가 증가하여 광학손상이 크게 줄어든다.[20,21] SHG
에서 의 위상정합 조건용 최적온도를 찾고 이를 제어PPLN
하기 위해서 단위로 최대 까지 온도를 조절할0.1 200℃ ℃
수 있는 결정 오븐 에 을 넣었다(crystal oven) PPLN .

3.1 단일통과에서의 제 2고조파 발생

그림 은 을 이용한 단일통과의 파장3 PPLN SHG( = 535 nm)
를위한실험장치도이다 시스템에서나오는파장. DOFA 1070

의 입력광이 실험부품들에서 반사하여 다시 시스nm DOFA
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광 차폐기(optical isolator)
를 사용하였고 이때 이 부품들을 지나면서 입력광의 출력이,

에서 로 약 줄어든다 또한 반파장판을 광5.5 W 2.45 W 43% .
차폐기 뒤에 놓아서 에 입사하는 기본파의 편광을 수PPLN
직으로 바꾼다 에 입사하는 적외선 입사광을 초점거리. PPLN

인 초점 렌즈 로 집속시키고 이색성 거200 mm (focusing lens) ,
울 개를사용하여펌핑광인적외선광과(dichroic mirror) 3 SHG

로 발생된 파장 의 신호광을 분리하였다 을 넣535 nm . PPLN
은 오븐의 온도 제어기를 사용하여 의 온도를 일정하PPLN
게 유지함으로써 출력을 최적화하였고 펌핑시키는 적외선광,
의 출력 변화에 따라 온도정합조건을 바꾸어,[6,11,22,23] 고효율

의 제 고조파를 만들었다2 .

3.2 이중통과에서의 제 2고조파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기본 입사파의SHG ,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둘째 결정의 통과 경로를 증가시,
켜서 발생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실험 장치에서.
는 광 차폐기를 지난 후의 기본 입사파펌핑광의 세기가( ) 2.45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W , .

경우 처음 통과 시 발생하는 제 고조파와 두 번째 통과 시2
발생하는 제 고조파 사이의 위상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쐐2
기유리판과 반사용 오목거울을 추가하여 이중통과 배열을 구

성함으로써 제 고조파 발생의 변환 효율을 높였다2 .
그림 는 시스템의 적외선 펌핑광을 에 이중4 DOFA PPLN

통과 방식으로 입사시켜서 파장SHG( = 를 측정하는535 nm)
실험장치도이다 이러한 이중통과 방식을 배치하기 위해서.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의 중심에 펌핑용 기본파와 이로PPLN
부터 발생하는 제 고조파를 다시 반사시켜 의 중심에2 PPLN
초점이 맺히도록 하였다 이때 입사된 적외선광의 출력은. ,

가 되었다 그리고 쐐기각이 도인 쐐기유리판 개2.45 W . 0.5 2
를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배열하여 에 입사되는5(a) PPLN
파와 오목거울에 의해서 반사된 파가 서로 내에서 중PPLN
첩되는 부분의 비율을 최대한 크게 되도록 광 경로 길이를

바꾸었다.

그림 시스템의 적외선 펌핑광을 에 단일통과법으로 입사시키는 파장3. DOFA PPLN SHG( = 발생 실험장치도535 nm) .



232 한국광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19 3 , 2008 6

이 경우 단일통과에서 발생한 파장 의 제 고조파535 nm 2
와 이중통과 후에 발생하는 파장 의 제 고조파 사이535 nm 2
의 위상이 서로 바뀌면서 두 파의 보강간섭과 소멸간섭에 의

하여 제 고조파 세기가 그림 에서처럼 바뀌는 것을 확2 5(b)
인하였다 이때 세모모양의 점은 실제로 측정한 이중통과에.
서의 출력으로 쐐기의 횡 이동의 주기는 이다SHG 2.1 mm .
그리고 그림 의 원모양의 점은 참고문헌 에서 주어5(b) [13]
진 아래와 같은 제 고조파 위상보정식을 이용하여 실험적2
으로 구한 두 파의 상대적인 위상차이 값에 따른 이중통

과에서의 제 고조파 출력을 그린 값이다2 .


 


 

 

 
       (1)

식에서(1) 과 는 각각 기본 입사파의 세기와 제 고조2
파의 세기이고, 과 는 펌핑용 기본 입사파와 에서PPLN
발생한 제 고조파에 대한 각각의 굴절률들이다2 . 는 유효

비선형계수이고 은 매질의 통과경로길이이다 그리고. 

그림 시스템의 적외선 펌핑광을 에 이중통과법으로 입사시키는 파장4. DOFA PPLN SHG( = 발생 실험장치도535 nm) .

(a) (b)

그림 광 경로차를 이용한 입사 펌핑광과 파에 대한 위상보정5. SHG .
두 파장의 위상을 보정하기 위한 쐐기유리판의 구성도(a)
쐐기유리판의 횡 방향이동위상차 변화에 따른 제 고조파 세기 변화(b)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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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 입사파와 제 고조파의 상대적인 위상차로써2  

에서 두 제 고조파의 총합이 최대보강간섭2 ( )가
되며,   에서 두 제 고조파의 총합이 소멸간섭이2 0( )
된다 그림 의 실험결과에서는 매우 작은 폭의. 5(b) PPLN에 레

이저광을 렌즈로 초점을 모으는 정렬이 완벽하지 않고 분산

에 의하여 와 기본파가 불일치하여 실험값들이 완전 소SHG
멸간섭이 되지 못하고 있다.

IV. 결과 및 토의

그림 은 단일통과의 실험에서 이 들어있는 오6 SHG PPLN
븐의 온도 즉 온도에 따른 의 정상굴절률과 비정상굴, PPLN
절률 변화에 따른 제 고조파 출력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2 ,
이용하여 최적화된 오븐 온도를 결정한다 그림 은 그림. 6 7

의 입사파의 출력이 인 저출력의 입력광에 대한0.5 W PPLN
의 온도에 따른 의 출력을 보여주는SHG 것으로 최적의 위,
상정합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온도는 임을 보여준다109.1 .℃
그리고 출력의 온도별 반치폭SHG (full width at half maxi-

은 이다 그림 은 펌핑용 적외선 입사mum; FWHM) 1.09 . 7℃
파의 출력이 에서 까지 커질수록 출력이 커0.1 W 2.5 W SHG
지면서 위상정합용 최적온도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0.1
에서 미만에서는 이고 에서 미W 1.0 W 109.1 , 1.0 W 2.0 W℃

만에서는 이며 부터 사이에서는109.0 , 2.0 W 2.0 W 108.9℃ ℃
가 위상정합용 최적온도임을 보여준다 특히 파장. 1070 nm
의 적외선 입력광의 최대 출력 에서 에 의한 파2.45 W SHG
장 의 제 고조파의 출력이 최대 일 때 위상535 nm 2 245 mW ,
정합에 대한 최적온도 조건은 이며 단일통과법에서108.9 ,℃
의 최대 변환 효율은 이다SHG 10% .
제 고조파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외선 입사파를2

의 중심에 이중통과시켰다 이를 위하여 그림 처럼 쐐PPLN . 5
기유리판을 광축의 횡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거울을 통해 되

반사되는 적외선광의 광경로를 조절해서 처음 을 통과PPLN
하여 발생한 제 고조파와 되 반사하여 매질을 통과하면서2
발생한 제 고조파 사이의 위상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쐐2
기유리판 중에 하나를 광축의 횡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입사.
하는 기본파의 세기에 따라 초점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때

마다 오목 거울과 쐐기유리판의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
고 펌핑용 입력파의 세기가 높아질수록 의 온도가 변PPLN
하기 때문에 온도 위상정합 조건을 찾기 위해 의 오PPLN 븐

온도를 맞추어가며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한다 그림 은 이러. 8
한 과정을 거쳐서 입력파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PPLN의
온도 위상정합조건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의 위쪽 데이. 8
터적색 원형는 그림 의 단일통과법에서 입사파의 세기에( ) 3
따른 온도위상정합조건을 측정한 결과이며 아래쪽 데이터,
흑색 사각형들은 그림 의 이중통과법에서 입사파의 세기( ) 4

그림 그림 의 단일통과 실험장치에서 입력광의 세기가6. 3 0.5
에서 의 오븐 온도 변화에 따른 제 고조파의 세W PPLN 2

기 변화.

그림 그림 의 단일통과 실험장치에서 에 입사하는 적외7. 3 PPLN
선 펌핑광의 세기에 따른 제 고조파의 세기 변화와 위2
상정합용 최적온도 영역.

그림 단일통과법과 이중통과법에서 적외선 입사파 세기에 따8.
른 의 온도정합조건의 변화PP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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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온도위상정합조건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8
보면 에서 까지로 입사파의 세기를 증가시키면0.1 W 2.5 W
이중통과법이 단일통과법보다 입사파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결정내의 온도의 상승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위상정PPLN ,
합이 더 크게 깨진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중통과법에.
서의 온도정합조건을 단일통과법보다는 더 크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그림 의 온도정합조건들에서 단일통과법의9 8 SHG

출력검은색 사각형과 위상을 보정한 이중통과법의 출( ) SHG
력적색의속이빈원형을서로비교한결과이다 그림 의왼( ) . 9
쪽 상단의 결과는 단일통과법과 이중통과법을 이용한 SHG 펌

핑용 입사 적외선광의 출력에 대한 변환 효율로 나타낸 것이

다 단일통과법에서 입사파의 세기가 에서. 2.45 W 245 mW
의 출력을 얻었고 이때 변환 효율은 였다 이때SHG , 10% .

의PPLN 온도를 제어하는 오븐의 온도는 이다 그러108.9 .℃
나 이중통과법에서는 의 입사파 출력에서 의2.45 W 383 mW

출력을 얻었고 이때 변환 효율은 였다 이때의SHG , 15.6% .
의 온도정합조건은 이다 즉 이중통과법에서 처PPLN 108.5 .℃

음 매질을 통과하여 발생한 제 고조파와 오목거울에 되 반2
사하여 매질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제 고조파 사이의 위상2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쐐기유리판을 이용함으로써 단일통

과법에서의 에 비하여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음SHG
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하의 저출력에서는 단일통과에. 0.5 W
서의 출력보다 이중통과에서의 출력이 배 정SHG SHG 2.5
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림 에서 말한 바. 5(b)
와 같이 실험결과가 식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1) ,
그 원인으로는 고출력의 연속발진형 레이저 빔을 의PPLN
한 지점에 집속시켰기 때문에 열적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

여 위상정합이 결정 내에서 공간적으로 일부 깨졌기 때문이

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중통과법에서 되 반사되는. SHG
에 의한 파장 의 두 파의 공간적 중첩을 높일 수 있535 nm

는 기하적 구조를 더욱 보완하고 결정의 양 끝 단면을 좀 더

세밀하게 연마하고 공기 중의 분산적인 요소 등을 제거하면,
보다 완벽하게 위상 차이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

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모드의 선폭이 좁은 파장가변의 연속발

진 적외선파장( = 레이저 시스템을 구성하여1070 nm) PPLN
을 이용하여 단일통과법과 이중통과법에서의 출력을SHG
최대로 내기 위한 최적조건들을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단일모드의 선폭이 좁은 수 급의 높은 출력의 연속발진W

적외선 레이저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이오드 레이저를 주 발

진기로 사용하고 광섬유 증폭기를 출력 증폭기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중심파장 이고 최대DOFA 1070 nm 5 W

인 연속발진형 고출력 파장가변 적외선 레이저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좁은 선폭의 높은 출력을 가진 다.
른 시스템 레이저들보다 장비와 장치의 구성이 간편MOPA
하고 효율이 높으며 빠른 주파수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비선형 매질을 이용한 낮은 효율을 가진 SHG

에 비해서 비선형 광학계수가 매우 높고 주기를 가진QPM
주기분극형 비선형 결정인 을 사용함으로써 의PPLN 2.45 W
출력을 가진 적외선 레이저를 펌핑광파장( = 으로1070 nm)
사용하여 급의 녹색광원파장250 mW ( = 을 만들었535 nm)
다 상대적인 두 제 고조파들의 위상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2
쐐기유리판과 빔을 되 반사시키기 위한 오목거울을 사용하

여 이중통과시킴으로써 단일통과에서의 변환 효율 보다(10%)
더 높은 변환 효율 을 성공적으로 구하였다 이러한(15.6%) .

주기를 가진 주기분극형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QPM SHG
하기 위하여 원하는 광 주파수 변환 대역에 따라 적절한 분

극반전의 주기를 선택하여 주기분극형 비선형 결정을 제작

한다면 보다 높은 효율의 가시광선 전 영역의 단파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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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pass Second Harmonics Generation of Tunable CW Infrared Laser Beam of DOFA System in
Periodically Poled LiNb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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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mum conditions of second harmonic generation (SHG)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experimentally using single pass
and double pass methods of a pumping beam. The beam has a power of several Watts radiated by a DOFA (Diode Laser
Oscillator & Fiber Amplifier) system, which is a high power CW wavelength tunable infrared laser system, in a PPLN (Perio-
dically Poled MgO doped Lithium Niobate) nonlinear crystal. In the case of a single pass method, the parameters are the wave-
length of 535 nm for SHG and the output power of 245 mW generated from the pumping input beam with wavelength of 1070
nm and the power of 2.45 W at phase matching temperature of 108.9 .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SHG was 10%. In order℃
to enhance the output of SHG, the double pass method of the SHG system of a PPLN using a concave mirror for the retro-
reflection and a pair of wedged flat windows for phase compensation was also presented. In this double pass system, we obtained
the SHG output beam with the wavelength of 535 nm and the maximum power of 383 mW at optimum phase matching tem-
perature of 108.5 by using an incident pumping beam with wavelength of 1070 nm and the power of 2.45 W. The maximum℃
conversion efficiency is 15.6%, which is more than that of the single pass method.

OCIS codes: (190.4400) Nonlinear optics, materials; (190.2620) Frequency conversion; (160.4330) Nonlinear opt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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