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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of CW Mode Locking on Resonator Mode Size in a Yb:YAG Laser

Mode-Locked by a Semiconductor Saturable Absorber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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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aser-resonator mode size on the output of a Yb:YAG laser that is  mode-locked by a semiconductor 

saturable absorber mirror (SESAM). We demonstrate that the smaller the product of the mode sizes at a SESAM and at a 

Yb:YAG crystal, the more stable the mode-locked output is. Also, we found numerically that there is a resonator length at which 

the mode-locked output occurs, regardless of the thermal lens effect of a Yb: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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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공진기 모드 크기가 반도체 포화 흡수체 거울(SESAM)을 이용하여 모드 잠금된 Yb:YAG 레이저의 출력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ESAM과 Yb:YAG 매질 위치에서 공진 모드들 크기를 곱한 값이 작을수록 모드 잠금이 안정적으로 발생함을 실험

적으로 보였다. 수치적으로 레이저 매질의 열 렌즈 효과와 무관하게 모드 잠금이 이루어지는 공진기 길이 조건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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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GaAs 발광 다이오드 이용한 Yb:YAG 레이저의 광 펌프는 

1971년 최초로 저온에서 이루어졌고, 1991년 상온에서 레이

저 다이오드(LD) 로 펌핑된 연속발진 Yb:YAG 레이저가 개

발 되었다.
[1] 

그 후 레이저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3]

. Yb:YAG는 준 3준위 레이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매질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발진 문턱에너지

가 높아지고 발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펌프 광에 의한 레이저 매질의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

해 Yb:YAG 레이저를 보통 종 펌프 구조로 설계한다. LD로 

종 펌프하는 디스크형 Yb:YAG는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1-3]

. 또한 Yb:YAG 레이저는 발진 파장이 

1020∼1060 nm 까지 넓어 파장 가변이 가능하고 넓은 발진 

선폭으로 인해 극초단 펄스를 발생할 수 있다.
[4]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높은 순간 출력과 열 전달 시간보다 짧은 펄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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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mode-locked Yb:YAG laser coupled 

with a SESAM.

을 이용하여 최근에 정밀가공에 많이 이용한다. 극초단 펄스 

발생은 주로 경제적이고 소형 제작이 가능한 수동형 모드 잠

금(mode-locking) 기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4]

.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수동형 모드 잠금 소자는 반도체 포화 흡수체 

거울(SESAM)이다. 이 소자는 반도체를 이용한 양자 우물 

구조를 만들어 포화 흡수가 일어나게 하고 동시에 거울 코팅

을 해서 반사 작용을 한다. 모드 잠금 소자 SESAM을 이용해 

Yb:YAG 레이저와 같은 고체 레이저에서 안정적인 모드 잠

금 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레이저 공진기 길이, 레이저 매

질에서 레이저 모드의 크기, 모드 잠금 소자에서 모드 크기 

및 모드 잠금 소자의 물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 그러나 레이저 구

성하기 위해 사용된 레이저 매질, SESAM, 레이저 거울의 물

성은 레이저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지 않아 

모드 잠금 조건을 찾기 위해 많은 변화는 주기는 어렵다. 반

면에 공진기 길이, 레이저 매질에서 레이저 모드의 크기, 모

드 잠금 소자에서 모드 크기 등은 레이저 설계자가 레이저 

정렬을 통해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드 잠금 

조건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SAM을 이용한 모드 잠금된 Yb:YAG 

레이저를 구성하고 공진기 길이, 레이저 매질에서 레이저 모

드의 크기, 모드 잠금 소자에서 모드 크기가 레이저의 모드 

잠금 출력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레이저 공진기는 

고조화파 발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레이저 출력 광이 편광된 

공진기 구조를 설계하였다
[6]

. 

 

II. 모드 잠금된 선편광 펄스 발생을 위한 

Yb:YAG 레이저 구조

모드 잠금용 공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긴 공진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진기 내부에 구면경과 렌즈를 삽입하고 

출력경의 투과율이 조절이 가능하고 출력 광이 선 편광이 될 

수 있도록 Fig. 1과 같이 PBS와 QWP을 이용한 출력경을 

구성하여 Yb:YAG 레이저 공진기에 삽입했다
[7]

. 긴 공진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진기 내부에 삽입된 구면경 M2의 

곡률 반경 R은 300 mm이다. 구면경 M2는 공진기 내에서 

시준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렌즈 L3는 레이저 공진모드 

빔이 SESAM에 집광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 1의 공진기를 모드 잠금용 공진기로 활용하기 위해

서 공진기 안정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문

헌 [7]에 발표를 하였다. Figure 1의 광학소자는 참고문헌 [7]

과 같은 소자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은 참고문헌 

[7]과 같다. 즉, Yb:YAG의 Yb 도핑율은 5 at%이고 크기는 

직경 5 mm, 두께 3.5 mm이고 반사경(M1)은 파장 940 nm에

서 투과(>90%)하고 파장 1030 nm에서는 고반사(>99%) 하

도록 설계된 평면경이다. 그리고 펌프용 LD는 중심파장 940 

nm에서 발진하고 최대 출력이 30 W이고 LD에 결합된 광섬

유의 코아 크기는 400 μm이며 측정된 LD의 빔질 M
2
은 약 

1.21이다. 펌프 광의 집광용 렌즈는 두 개의 평-볼록 렌즈 L1, 

L2를 이용하였고 각 렌즈의 초점거리는 35 mm, 25.4 mm이

다. Yb:YAG 위치에서 펌프 광의 빔 반경은 약 328 μm이었

다. 모드잠금를 위해 사용된 SESAM은 BATOP 사로부터 구

매해서 사용하였고 ΔR = 0.6%이고 반응시간 τ  = 500 fs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SESAM에의한 모드 잠금 조건은 SESAM의 조건과 레이

저 공진기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모드 잠금 펄스를 발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

.

∆ (1)

식 (1)에서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는 SESAM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L은 공

진기 길이, T는 출력경 투과도, P는 레이저 출력파워, Fa는 

SESAM의 포화 광선속, ΔR는 SESAM의 변조 깊이이다. Fg

는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펄스 광 선속이다. 식 (1)에 의하

면 모드 잠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진기의 길이 L, 

레이저 출력파워 P를 키우고, T는 감소시키면서 SESAM에

서의 레이저 빔 반경 과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의 곱의 크기가 작도록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의 Fa, Fg, ΔR는 레이저 매질과 SESAM이 결정

이 되면 변화를 줄 수 없는 값이다. 또한 레이저 출력파워 P

는 LD의 파워와 출력경 투과도 T의 함수이기도 해서 T를 무

한정 작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7]과 같이 레이저 출력이 최적인 QWP의 회전각을 7도(투과

도 T = 0.0585)로 고정하고 실험하였다. 다음으로 식 (1)의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레이저 빔 반경 

과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의 곱이다. 식 (1)에 

나타나 있는 SESAM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과 이득매질

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는 레이저 구성 성분과 기하학적 

거리 등 설계 변수들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특히, 가장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렌즈 L3의 초점거리 f이다. 본 연

구에서는 L3의 초점거리 변화에 대한 모드 잠금을 조사하고 

식 (1)을 이용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본 실험에서는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50 mm, 75 mm, 125 

mm인 경우에 대한 모드 잠금 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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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Mode-locked pulse train and (b) a pulse shape at f = 

50 mm.

(a) (b) (c)

FIG. 3. Spectrum of a mode-locked pulse as increasing pump power at f = 50 mm. (a) Ppump=12.2 W, (b) Ppump=14.6 W, (c) Ppump=17.0 W.

M1부터 렌즈 L3까지의 공진기 길이는 3.84 m로 했다. 이 길

이는 공진기 안정도 분석을 통해 공진기 길이 d1은 12 mm로 

설정하고 d2는 구면경 M2의 초점거리(150 mm)보다 적은 

143 mm로 설정하고 거리 d3을 3.69 m로 설정하였다. 이 공

진기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에 대해서도 공진기의 안정 조건

은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렌즈 L3의 초점거리 f = 50 mm, 

75 mm, 125 mm인 경우에 대한 실험에서 모드 잠금 펄스를 

얻을 수 없었고 Q 스위칭된 모드 잠금 펄스만을 얻을 수 있

었다. 식 (1)에 의하면 공진기 길이가 길수록 모드 잠금 조건

을 쉽게 만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진기 길이

가 너무 길면 레이저의 기계적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가

능한 작게 만드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짧은 공진기 길이는 d2= 143 mm, d3는 약 3.69 m이었

고 이 공진기 길이에서 렌즈 L3의 초점거리 f = 50 mm, 75 

mm, 125 mm에 대한 모드 잠금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ure 2는 펌프 광 세기 13.8 W이고 렌즈 L3의 초점거리

가 50 mm 일 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모드 잠금된 펄스 

열을 보여준다. 

렌즈 L3 의 초점거리가 50 mm일 때 펄스열의 세기가 일정

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2의 안정적인 결

과를 얻기 위해 렌즈 L3의 초점 근방에서 마이크로 미터를 

이용해 d4를 미세 조정하였다. 절대적인 d4 위치는 렌즈와 

SESAM 마운트의 구조상 ±1 mm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하

지는 못하고 렌즈의 초점 근방에서 모드 잠금이 안정되는 위

치에 SESAM를 정렬하였다. 오실로스코프와 포토다이오드

로 측정된 모드 잠금된 최소 펄스 폭은 약 525 ps이하, 반복

률은 약 38.4 MHz임을 보여 주고 있다. 펌프 광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펄스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펌프 광의 세

기가 12.2 W에서 약 525 ps의 펄스폭 까지 감소하고 그 이

상 펌프 광 세기에서는 펄스폭 변화는 얻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오실로스코프(1 GHz 밴드 폭)와 포토다이오드의 분

해능(<500 ps)의 제한으로 인해 500 ps 이하의 펄스 폭은 측

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OSA(Optical 

Spectrum Analyzer)를 이용하여 모드 잠금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50 mm 일 때, 펌프 광 세기에 

따른 모드 잠금 스펙트럼은 Fig. 3과 같다.

렌즈 L3 의 초점거리가 50 mm일 때 펌프 광 세기가 증가 

할수록 선폭도 증가하였다. 모드 잠금 된 펄스 폭 τ과 발진 

파장 선폭 Δλ 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2]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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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Spectrum of a mode-locked pulse when increasing pump power at f = 75 mm. (a) Ppump=12.2 W, (b) Ppump=14.6 W, (c) Ppump=17.0 W.

(a)

(b)

FIG. 4. (a) Mode-locked pulse train and (b) a pulse shape at f = 

75 mm.

위의 식 (2)에 의하면 선폭과 펄스 폭은 반비례 관계를 가

지고 있다. 렌즈 L3 의 초점거리가 50 mm 일 때, 펌프 광 세

기 12.2 W 에서 선폭 Δλ 은 0.38 nm이고 펌프 광 세기가 

17.0 W에서 선폭 Δλ은 0.76 nm 로 약 2배 정도의 선폭 Δλ
이 증가하였다. 즉 펌프 광 세기가 17.0 W에서 펄스 폭은 펌

프 광 세기 12.2 W 에서 펄스 폭 보다 약 2배 정도 줄어든

다. 이 결과로부터 펌프 광 세기가 17.0 W에서 렌즈 L3의 초

점거리가 50 mm에서는 펄스 폭이 525 ps의 절반인 262 ps

이하로 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는 펌프 광 세기 13.8 W이고 렌즈 L3의 초점거리

가 75 mm 일 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모드 잠금된 펄스 

열을 보여준다. 

그리고 L3의 초점거리가 75 mm일 때, 약간의 펄스열의 세

기 변화가 보였으며 모드 잠금된 펄스 폭은 약 618 ps, 반복

률은 약 37.7 MHz이었다.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75 mm 일 때, 펌프 광 세기에 따른 

모드 잠금 스펙트럼은 Fig. 5와 같다.

그러나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75 mm일 때는 펌프 광 세기

가 증가해도 선폭 Δλ 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 (2)에 

의해 펄스 폭 변화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추가적

으로 L3의 초점거리가 125 mm일 때는 전혀 모드 잠금 펄스

를 관측할 수 없었다. 

Figure 1의 공진기 조건에서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바뀌면 

레이저 출력과 레이저 빔 반경()과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의 곱의 크기(⋅)를 제외한 식 (1)의 변수들

이 크게 변화는 것은 없다. SESAM을 대신한 완전반사거울

을 사용한 공진기의 연속발진 레이저 출력도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9]

. 따라서 제안된 공진기 구조에서 식 (1)에 영향

을 크게 줄 수 있는 변수는 식 (1)의 우변 항에 있는 ⋅

이다. 식 (1)이 모드 잠금 조건이라면 ⋅크기가 작을수

록 모드 잠금 조건을 잘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작게 해

주는 렌즈 L3의 초점거리에서 레이저 모드 잠금 펄스가 안정

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ABCD 광선 전달행렬을 이용해 계산

한 ⋅은 Fig. 6과 같다
[8]

. 

Figure 6은 각 렌즈의 초점 근방에서 ⋅의 크기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수평 점선 중 아래 수평 점선은 

수치계산 한계 범위 내에서의 안정영역 경계에서의 ⋅

의 크기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Yb:YAG의 열 초점거리 fg의 

변화에 대한 ⋅의 크기 변화도 조사하였다
[2, 9]

. 그리고 

Yb:YAG의 열 초점거리 fg는 직접 측정이 어려워 간접적으

로 그 크기의 범위를 예측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10]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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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Calculated values of ⋅  as the function of distance d4 and the Yb:YAG disk thermal focal length fg when the focal lengths of 

lenses (L3)are (a)50 mm, (b)75 mm, and (c) 125 mm, respectively.

FIG. 7. Output power of a mode-locked Yb:YAG laser with f = 

50 mm and f = 75 mm, respectively.

의 부등식의 우변을 가장 작은 값으로 유지할 수 있는 렌즈

의 L3의 초점거리는 50 mm 이었다.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식 (1)의 모

드 잠금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Figure 2와 Figure 4의 

실험 결과에서도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50 mm와 75 mm일 

때 모드 잠금 펄스를 얻을 수 있었고 초점거리가 50 mm일 

경우에 가장 안정적인 모드 잠금 펄스 열을 얻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큰 ⋅을 가진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125 

mm일 때는 모드 잠금 펄스를 얻지 못하였다. 렌즈 L3의 초

점거리가 50 mm이하 일 경우에는 SESAM이 광학적 파손

(Optical damage)을 입게 되어 실험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

리는 수치적으로 Yb:YAG의 열 초점거리 fg와 무관하게 ⋅

의 크기가 일정하게 할 수 있는 d4 거리가 있음을 알았다. 즉, 

Figure 6의 윗 점선과 곡선의 교차점 근방에서는 fg의 무관하

게 안정적으로 모드 잠금을 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렌즈 L3의 초점거리 50 mm와 75 mm에 대한 펌프 광 세기

에 따른 모드 잠금된 레이저 출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는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모드 잠금된 Yb:YAG 레이저 출력은 Fig. 7과 같이 펌프 

광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Yb:YAG 레이저 출력이 선형적으

로 증가하였다.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50 mm일 때 Yb:YAG 

레이저의 모드 잠금된 출력의 세기가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75 mm일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때 두 레이저 빔의 

빔질 (M
2
)는 연속발진 레이저와 같이 약 1.2 정도이었다

[9]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펌핑된 Yb:YAG 레이저에 SESAM을 적

용하여 선편광된 모드 잠금 펄스 발생실험을 수행하였다. 모

드 잠금 펄스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해 SESAM에 레이저 광

을 집속하는 렌즈 L3의 초점거리를 조정하여 모드 잠금 조건

을 구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레이저의 모드 잠금 조건은 

레이저 공진기 길이와 SESAM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과 

이득매질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의 곱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치 분석은 ⋅의 

크기 변화에 대한 조건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과 수치분

석을 통해 렌즈 L3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드 잠금이 잘 됨을 확인

하였다. 단, 레이저 광 집속에 의해 SESAM에 광학적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치분석을 통해 Yb:YAG의 열 

초점거리 fg와 무관하게 ⋅의 크기가 일정하게 할 수 있

는 공진기 길이에 대한 조건이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에서 

모드 잠금이 잘 이루어진 공진기의 광로정(Optical Pass Length)

은 약 3.9 m이었고 이때 SESAM에 레이저 광 집속용으로 

사용된 렌즈 L3의 초점거리는 50 mm이었다. 이 공진기에서 

LD 펌프 광의 세기가 17.8 W일 때, 측정된 모드 잠금된 펄

스 폭은 약 262 ps이하, 반복률은 약 38.4 MHz이고 레이저 

출력은 약 0.68 W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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