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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레이저는 광정보 재료 가공 군산업 및 의료용은 물론 과, ,
학 연구 전반에 걸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분야에서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체레.
이저는 고출력 펄스 동작에 적합하여 미세 가공을 필두로 하

는 각종 산업 응용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고출력 고체,
레이저의 시장성이 커짐에 따라 저가이면서도 다양한 크기

에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레이저 매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1-3]

현재 고출력 고체레이저 개발에서는 단결정이 주Nd:YAG
로 이용되고 있다 쵸크라스키 방법으로 제작된. (Czochralski)

단결정은 제작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은Nd:YAG ,
매질 크기와 활성 이온의 첨가율이 낮다는 것이 향상된 고출

력 레이저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단결정 매질의 단점.
을 보완하면서 물리 광학적으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레이저 매질로서의 성능도 향상된 다결정 인(polycrystalline)
세라믹 가 연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Nd:YAG .[4-6]

세라믹 는 년 초에 고온 압축법으로 개발되었Nd:YAG 1995
으나 매질 내부에서의 산란이 심해 마이크로칩 레이저용으로,
국한되어 사용하였다.[7] 년 들어 나노입자 상태의1998 Al2O3,
Y2O3 및 Nd2O3 분말 원료를 고온 고압의 진공 상태에서 소,
결시켜 매질을 제작하는 진공 소결법이 개발되어

[8]
다결정

레이저 매질의 제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진공 소결.
법으로 제작한 세라믹 는 매질 내부에 세공 및 기포Nd:YAG
가 감소하여 투명도와 산란 손실이 크게 개선되고 단결정,
못지않은 우수한 품질을 갖게 되었다.[9] 세라믹 의Nd:YAG

열적 특성인 열전도도와 열팽창률은 와 유사하고Nd:YAG ,
열충격 파라미터는 로 배 굽힘(thermal shock) 1,290 W/m 1.5 ,
강도 는 로 배 빅커스경도(flexural strength) 360 Gpa 1.3 , (Vickers

는 로 배 그리고 파괴 인성hardness) 15.0~16.1 Gpa 1.1 , (frac-
은ture toughness) 5.2~8.8 MPam1/2로 최대 배 크다5 .[10,11] 또

한 활성이온을 최대 까지도 첨가시킬 수 있어8 at.% [12]
여기

에너지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Nd3+의
첨가율이 인 세라믹 의 경우 형광 수명은2 at.% Nd:YAG 174
이고 흡수 계수는s , 20.8 cmμ -1

로 결정에 비해 배Nd:YAG 4
이상 높으며 Nd:YVO4와 비교해도 에 해당하는 큰 값을2/3
갖는다.[13]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는Nd:YAG
고출력 레이저 매질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Nd3+의 첨가율이 이상2 at.%
으로 높아짐에 따라 흡수 계수가 커지게 되고 매질에서 열,
렌즈 효과를 초래하여 레이저 출력 및 빔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세라믹 는 반도체레이저 여기Nd:YAG
고체레이저 매질로도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 각,
국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년 초에는 년 말2000 465 mW, 2000
에는 년초에는 의출력이발표되었으며31 W, 2001 88 W , 2001
년 중순에는 일본 전기통신대학의 교수팀에Kenichi Ueda
의해 의 고출력 세라믹 레이저가 개발되기1.46 kW Nd:YAG
도 하였다.[4,9,15]

세라믹 는 고효율의 고출력 레이저용 매질로 활용Nd:YAG
가능성이 높아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연,
구 발표는 연속 발진에 관한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고.
강도의 레이저 펄스를 얻기 위한 스위칭 출력 특성에 대한Q-
연구로는 년에 포화흡수체를 이용한 세라믹2002 Nd:YAG 레

이저가 개발되어 의 반복 동작률에서 의 펄스, 12 kHz 20 ns
폭과 의 첨두 출력이 보고되었다190 W .[16] 년에는 음향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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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소자를 이용하여 의 반복 동작률에서 의160 kHz 100 ns
펄스폭과 의 평균 출력이 발표되었고10 W ,[17] 년에 전2007
기광학소자를 이용하여 반복 동작률 에서 펄스폭10 Hz 10 ns
을 갖으며 출력 에너지가 인 레이저가 개발되었다50 mJ .[18]

그러나 아직도 고출력을 향한 능동형 스위칭 세라믹Q- Nd:
레이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YAG .

본 논문에서는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를 여기원으로 하

는 단면여기 세라믹 레이저의 능동형 스위칭 출Nd:YAG Q-
력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II. 실험장치

그림 은 세라믹 레이저의 스위칭 실험장치도1 Nd:YAG Q-
이다 여기원으로는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Apollo Ins.;

를 사용하였다 여기원의 출력부는 표준형F25-808-4P) . SMA-
광섬유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섬유의 코어 직경905 ,

은 이고 수치구경은 이다 반도체레이저의 온도400 m , 0.22 .μ
는 모듈 내부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써미스터(thermistor)
와 열전소자가 연결된 온도조절기 로 조절하였(Newport; 350)
으며 열전소자에서 방출되는 열은 수냉식 방열판을 부착하,
여 냉각시켰다 반도체레이저 열전소자 및 수냉식 방열판. ,
사이에 열전도 그리스 를 얇고 고르게 발라 열전도가(grease)
잘 되도록 하였다 반도체레이저의 온도 에서 의. 27.5 45 A℃
동작 전류를 인가시켰을 때 반도체레이저의 발광 스펙트럼은

중심 파장 에서 의 반치폭을 나타내었으며 이때809 nm 3 nm ,
의 출력은 이다 여기원은 구동 전류원27.5 W . (HP; 6011A)에
펄스 발생기 를 연결하여 펄스로 발(Avtech; AVO-8B-C-M-P)
진시켰으며 인가 전류는 대전류용 탐침기, (Tektronix; A622)
를 오실로스코프 에 연결하여 확인하였다 반도(HP; 54542A) .
체레이저와 구동 장치로 구성된 회로에서 일어나는 과도 현

상을 억제하며 역전류로부터 반도체레이저를 보호하기 위하,
여 구동 장치와 반도체레이저 사이에 안전저항과 쇼트키다

이오드로 구성된 안전회로를 설치하였다.

세라믹 레이저의 여기 방법은 광섬유 연결 반도Nd:YAG
체레이저를 사용하여 단면 여기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집속시키기 위해 초점심도를 길게 설계 제작

한 렌즈 매로 구성된 집속광학계는 유효초점거리, 6 , 10.9 mm
에서 의 빔직경에 투과율은 를 나타내었다380 m 91.6% .μ [14]

공진기는 모드 정렬의 어려움이 거의 없는 안정된 반구면 공

진기로 에서 무반사 에서 전반사의 이색성808 nm , 1,064 nm
코팅을한 10×20×2t 크기의평면거울과곡률반경이mm 120

인 출력 거울로 구성하였다 세라믹mm . Nd:YAG(Baikowski)
는 Nd3+의 첨가율이 이며 직경 길이 크2 at.% , 5 mm, 10 mm
기로 평면 거울에 밀착시켰다 레이저 매질 홀더는 세라믹.

에서 발생된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Nd:YAG
열전도도가 좋은 구리를 이용하여 수냉식 냉각판과 일체형

으로 제작하였다 레이저 매질은 열전도가 좋은 인듐 포일로.
둘러싸서 홀더 중심에 장착하여 매질에서 발생된 열을 잘 방

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스위칭은 직경이 인 포켈스 소자Q- 10 mm (Clevland Crystals;

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발진 파장인 에 대QX1020) . 1,064 nm
한 포켈스 소자의 투과율은 로 측정되었다 여기원과91.4% .
포켈스 소자의 인가 전압이 가 되는 지연시간은 반도체레0 V
이저 구동원에 지연 펄스 발생기(Standford Research System;

를 연결하여 조절하였으며 고전압 펄스 발생기DG535) , (Laser-
는 지연 펄스 발생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포켈metrics; GP4)

스 소자에 의 고전압 펄스를 인가시켜준다 본 실험에3.1 kV .
서는 반도체레이저 여기에 의해 발진된 광을 수평 편광으로

만들기 위해 35×20×2t 크기의 편광자를 광축에 대해mm 57°
가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파장에 대해 의 투, 1,064 nm 94.3%
과율을 나타내었다 스위칭 펄스 파형은 편광자에서 반사. Q-
된 레이저 광을 상승시간이 인 광전관60 ps biplanar (Hama-

을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여 측정하였고matsu; R1328U-01) ,
출력 에너지는 에너지 미터 를 이(Melles Griot; 01PEM001)
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세라믹 레이저의 스위칭 실험장치도1. Nd:YAG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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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및 해석

그림 는 여기 에너지에 따른 정상발진 출력 에너지이다2 .
실험에서 여기원의 펄스폭은 정상발진 출력이 가장 높게 나

타난 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레이저1,000 s . Nd:YAGμ
의 경우 여기원의 펄스폭이 근처에서 최대값을 보이300 sμ
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세라믹 는 여기원의 에너지Nd:YAG
를 배 이상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매질인3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대 출력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반사율이 서로 다른 출력 거울을 이용하고 여기원을,
동작 전류까지 올리면서 측정하였다 세라믹 레이. Nd:YAG
저의 출력 에너지는 그림 에서와 같이 여기 에너지에 따2(a)
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림 는 그림 의 영역을. 2(b) 2(a) A
확대한 것으로 반사율이 인 출력 거울을 사용하였을 때77%
입력 에너지 에서 출력 에너지는 로 나타났다17.9 mJ 7.9 mJ .
이때 최대 출력 효율과 기울기 효율은 각각 와44.2% 48.6%
로 나타났다 여기 에너지에 따른 출력 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연속 발진과 다르게 펄스 발진에서는

여기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 열렌즈 효과에 의한 출력 에너지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출력.
거울의 반사율에 따라 발진 문턱값과 레이저 출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세라믹 레이저에서는 큰 차이를Nd:YAG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라믹 의 형광 수명과 유도방. Nd:YAG
출 단면적의 곱이 크기 때문에 발진 문턱값은 작아지고 그,
만큼 출력 거울의 반사율에 대한 발진 문턱값의 변화도 작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출력 거울의 반사율에 따른.
레이저 출력의 변화가 작은 것은 레이저 매질의 내부 손실이

에 비해 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공진기 내부 손실Nd:YAG 2/3
에너지의 변화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4] 이는 기존

의 결정에 비해 세라믹 를 이용 시 출력Nd:YAG Nd:YAG
거울의 반사율 선택에 대한 허용 관용도가 높아 레이저 제작

에 좀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라믹 레이저의 스위칭 최적화를 위해 여기원Nd:YAG Q-
의 트리거 신호와 포켈스 소자의 지연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스위칭된 상태의 레이저 출력 파형과 출력 에너지를 측정Q-
하였다 그림 은 여기원의 전류 파형과 지연시간 이후의 레. 3
이저 출력 파형이다 그림에서 은 대전류용 탐침기로 측정. c1
된 여기원의 입력 전류 펄스폭이고 와 는 레이저 펄스, c2 c3
를 각각 광전관과 포토다이오드biplanar (Newport; 818-BB-

로 동시에 측정한 파형이다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된20) .
포토다이오드의 상승시간은 이다 실험에서는 레이저0.2 ns .
펄스 파형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전관과 포biplanar
토다이오드의 연결저항을 각각 과 으로 설정하였50 1 MΩ Ω
다 여기서 연결저항을 으로 설정하면 빠른 레이저 펄. 1 MΩ
스 파형을 측정할 수 없더라도 과 다르게 작은 신호를50 Ω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였다 그림 는 지연시. 3(a)
간 에서 측정된 값이다 에서 여기원의 펄스폭이100 s . c1μ

인 것을 볼 수 있다 의 경우 지연시간 지점에서1,000 s . c2μ
스위Q- 칭된 레이저 펄스 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c3

지연시간 이전 동안에는 레이저 펄스 파형이 측정되지 않았

지만 지연시간 이후에서는 정상발진 파형이 측정되었다 그, .
림 3(b)와 그림 는 각각 지연시간 와 에서3(c) 500 s 985 sμ μ
측정한 결과이다 의 경우 스위칭된 레이저 펄스폭은 지. c2 Q-
연시간 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에서는 지연시간985 s . c3μ
이후 정상발진 파형의 크기는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

하였다 이는 스위칭 발진이 일어난 후에 입력되는 여기. Q-
에너지가 정상발진 상태로 출력되어 출력 에너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화된 스위칭 조건을 찾기 위해서. Q-
는 출력 에너지 중에서 정상발진된 출력 에너지를 제외시킨

스위칭된 출력 에너지만 얻어야 한다 스위칭된 출력Q- . Q-
에너지는 펄스 면적과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시간과 여

기원의 펄스폭을 같게 설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지연시간에

따른 출력 에너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연시간이, 985
일 때 최대 출력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펄스폭 펄s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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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파형 및 출력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스위Q-
칭 최적화는 지연시간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985 sμ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라믹 레이저의 스위칭 출, Nd:YAG Q-
력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는 레이저 공진기와 스위칭 최적화 조건인 출력4 Q-

거울의 반사율 여기원의 펄스폭 및 지연시간77%, 1,000 sμ
에서 여기 에너지에 따른 스위칭된 출력 에너지와985 s Q-μ

펄스폭이다 레이저 펄스폭은 광전관에 연결된 프로. biplanar
브의 연결저항을 으로 설정한 후 측정하였다 그림에서50 .Ω
는 출력 에너지 는 펄스폭으로 우측 좌표축을 사용하고,■ ●

실선은 이론값이다 출력 에너지는 여기 에너지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하여 에서 의17.9 mJ 0.35 mJ 출력 에너지가 측

정되어 의 출력 효율을 얻었으며 첨두 출력은1.9% , 87.5 kW
를 나타내었다 스위칭된 레이저의 펄스폭은 여기 에너지. Q-
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실험 오차도

줄어들어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여기 에너지5 17.9
에서 약 으로 측정되었다 펄스폭의 실험 오차는 문턱mJ 4 ns .

값 부근인 여기 에너지 에서 를 나타내었고 여6.1 mJ 14.2% ,
기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문턱값 부근에서 오차.
가 크게 발생한 것은 여기 에너지가 작아 스위칭 펄스가Q-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여 일그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세라믹 의 스위칭 출력 특성은 다음 식을 이. Nd:YAG Q-
용하여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여기 에너지에 따른 출력 에.
너지는 식 과 같다(1) .[19]

 


∞

  (1)

 
   (2)

 





 

  (3)

여기서 는 시간 에 따른 출력 파워, 는 출력 거울의 반

지연시간(a) 100 sμ

지연시간(b) 500 sμ

지연시간(c) 985 sμ
그림 여기원의 전류 파형과 지연시간 이후의 레이저 출력 파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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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위칭된 세라믹 레이저의 펄스 파형5. Q- Nd:Y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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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율을 고려한 로그 손실값, 는 매질의 굴절률이 고려된

공진기 유효 길이, 는 광속, 는 플랑크 상수, 는 레이저

발진 주파수, 는 광자수, 는 매질 내에서의 모드 부피

이며, 와 는 반전분포와 문턱값으로 이는 각각 스위Q-
칭 발진 실험에서 얻은 여기 에너지 와 문턱값 로 나

타낼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파라미터와 실험에서 사용된.
소자들의 제특성을 표 에 정리하였다 스위칭된 출력 에1 . Q-
너지의 계산값은 측정값과 유사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스위칭된 세라믹 레이저의. Q- Nd:YAG
펄스폭은 광자수와 반전분포수의 시간변화율을 나타내는 식

와 식 에 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4) (5) Runge-Kutta .[20,21]



 


  (4)



 

 (5)

여기서 는 공진기의 광자 수명을 규격화한 시간이다 펄스.
폭 계산값은 시간에 대한 광자수 결과로부터 반치폭을 계산

하여 얻었다 그 결과 실험값과 이론값이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면서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펄스.
폭은 여기 에너지를 이상 더 증가시키더라도 약20 mJ 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ns .
그림 는 스위칭 세라믹 레이저의 펄스 파형이5 Q- Nd:YAG

다 최대 여기 에너지 에서 펄스폭이 로 파형이. 17.9 mJ 4 ns
매우 깨끗하게 나타났다 상용화된 스위칭 레이. Q- Nd:YAG
저가 보통 의 펄스폭을 갖는8 ns 것을 생각한다면 세라믹

레이저의 펄스폭은 절반 정도이다 세라믹Nd:YAG . Nd:YAG
레이저의 펄스폭이 레이저보다 좁은 것은 세라믹Nd:YAG

레이저의 스펙트럼 선폭이 로 의 스Nd:YAG 2.2 nm Nd:YAG
펙트럼 선폭인 에 비해 배 정도 넓기 때문에 상대0.45 nm 5
적으로 펄스폭이 좁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라믹 레이저가 레이저보다 첨두 출력을Nd:YAG Nd:YAG
배 이상 높일 수 있어 레이저의 응용성이 넓어질 것으로 기2
대되게 한다.
세라믹 레이저의 스위칭 펄스 파형을 이론적으Nd:YAG Q-

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여기 에너지에 대해 시간에 따른

광자 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계산은, 6 .

식 와 식 를 이용하였다 여기 에너지(4) (5) . 10.9 mJ, 13.3 mJ,
및 에서의 펄스폭은 각각15.6 mJ 17.9 mJ 6.4 ns, 4.9 ns, 4.1

및 로 계산되었다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인 그림ns 3.6 ns . 5
를 비교해보면 서로 매우 유사하다 여기 에너지 에. 17.9 mJ
서의 측정값은 로 계산값과 비교하여 의 오차를4 ns 0.4 ns
나타내었다 이는 레이저 매질에서 발생된 열 미세진동 및. ,
산란 등에 의해 펄스폭이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은 스위칭된 세라믹 레이저의 출력 안정7 Q- Nd:YAG

도이다 실험에서 여기원의 반복 동작률은 펄스당 여. 10 Hz,
기 에너지는 로 설정한 상태에서 약 시간 동안 동작17.9 mJ 1
시키며 레이저의 펄스열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출력.
안정도는 반도체레이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인 ±0.5%
보다 큰 로 나타났다 이는 세라믹 가 매질 내±1.4% . Nd:YAG
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세라믹 레이저는Nd:YAG

표 스위칭 발진특성 계산에 사용된 파라미터1. Q-

Property Symbol Value Unit

출력 거울의 로그손실  0.26 -

공진기 유효길이  128.2 mm

레이저 발진 주파수  2.82×1014 Hz

매질 내 모드 체적  2.11×10-9 m3

반전분포     17.9 mJ

반전분포 문턱값     5.2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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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위칭된 레이저의 출력 안정도7.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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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에 비하여 여기원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Nd:YAG
사용할 수 있으며 배 이상 높은 첨두 출력을 얻을 수 있어, 2
고강도 펄스 레이저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레이저의Nd:YAG
스위칭 출력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정상발진 시 여기Q- .

원의 펄스폭이 출력 거울의 반사율이 일 때 입1,000 s, 77%μ
력 에너지 에서 출력 에너지 을 나타내었다17.9 mJ 7.9 mJ .
이때 최대 출력 효율과 기울기 효율은 각각 와44.2% 48.6%
로 나타났다 펄스 발진에서는 연속 발진에 비해 레이저 매.
질에 입력되는 여기 에너지의 밀도가 열렌즈 효과를 발생시

킬 만큼 높지 않아 레이저 출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레이저 공진기와 스위칭은 출력 거울의 반사율 여기Q- 77%,
원의 펄스폭 및 지연시간 에서 최적화되었1,000 s 985 sμ μ
다 의 여기 에너지에서 의 스위칭된 출력. 17.9 mJ 0.35 mJ Q-
에너지와 약 의 펄스폭이 측정되어 의 출력 효율과4 ns 1.9%

의 첨두 출력을 나타내었다 세라믹 레이87.5 kW . Nd:YAG
저는 레이저에 비하여 여기원의 에너지를 배 정도Nd:YAG 3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위칭 세라믹, Q- Nd:YAG
레이저는 보다 배 이상의 첨두 출력을 나타난 것으Nd:YAG 2
로 보아 우수한 고강도 펄스 레이저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속 발진 시 세라믹 레이저는 매질에서. Nd:YAG
의 열영향으로 인해 당초 기대되었던 고출력 레이저로써의

응용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펄스 발진에서도 수.
백 급의 고출력 영역에 이르면 매질에서의 열영향이 레이mJ
저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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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Q-switched Operation at a Laser-Diode Pumped Nd:YAG Ceramic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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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a laser-diode pumped electrooptic Q-switched Nd:YAG ceramic laser were investigated. The output
energy of a Q-switched Nd:YAG ceramic laser was optimized under an output coupler reflectivity of 77%, a laser-diode pulse
width of 1,000 s, and a delay time of 985 s. The output energy of the Q-switched pulse was measured to be 0.35 mJ withμ μ
a pulse width of 4 ns under a pump energy of 17.9 mJ. The output efficiency and the peak power were 1.9% and 87.5 kW,
respectively.

OCIS codes: (140.3460) Lasers; (140.3480) Lasers, diode-pumped; (140.3530) Lasers, neodymium; (140.3540) Lasers, Q-switched;
(140.3580) Lasers, solid-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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