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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ly Polarized Long-Cavity Yb:YAG Laser with a 
Variable-Reflectivity Output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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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linearly polarized long-cavity Yb:YAG laser with a variable-reflectivity output coupler and investigate its output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output coupler consists of a polarized beam splitter and a quarter-wave plate. The linearly polarized 
laser has a long cavity length of about 3.7 m. The slope efficiency of the proposed laser is 19%, and the beam quality (M2) 
is abou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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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도 가변형 출력경을 갖는 긴 공진기형 선편광 Yb:YAG 레이저를 제안하고 그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반사도 가변형 

출력경은 편광 광 분할기와 1/4 파장판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레이저 공진기 길이는 약 3.7 m 이다. 제안된 레이저의 기울기 

효율은 19%이고 빔질 (M2)는 약 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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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Yb:YAG는 가시광선영역에 펌프대역이 없고 942 nm 근방

에서 단일 흡수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 대에서 

빛을 방출하는 플랫쉬 램프에 의한 레이저 발진이 어렵다
[1]. 

그러나 940 nm 파장 대로 발진하는 InGaAs 다이오드 레이

저(LD)가 개발된 후 레이저 연구자들이 Yb:YAG에 많은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특히 LD로 종 펌핑하는 디스크형 

Yb:YAG는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

발되고 있다
[2, 3]. 적외선 영역에서 발진하는 Yb:YAG 레이저

는 자외선 영역에서 발진하는 엑시머 레이저보다 가공의 정

밀성은 떨어지지만 Yb:YAG 레이저는 1 kW이상의 고출력 

발진이 가능하고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위독 가스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매질을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그리고 비선형 결정체를 이용한 파장 

변환장치를 이용하면 Yb:YAG 레이저로부터 엑시머 레이저

와 같은 단파장 영역의 레이저 광을 얻을 수 있어서 정밀 가

공이 또한 가능하다
[5]. 단파장을 얻기 위해 비선형 결정을 사

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비선형 결정에 입사하는 레이저 광을 

선형편광 되도록 해야 한다
[1]. 짧은 파장에 의한 정밀가공 외

에도 극초단 펄스에 의해서도 정밀가공이 가능하다
[6]. 따라

서 레이저 출력이 짧은 파장 조건과 극초단 펄스 조건을 만

족하면 보다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정밀 가공을 위한 

극초단 펄스 발생은 주로 모드잠금(mode-locking) 기술에 의

해 이루어지며 특히 피코초 이하의 극초단 펄스는 수동형 모

드 잠금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다
[7]. 안정적인 수동형 모드 잠

금 펄스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Yb:YAG 레이저와 같은 고체

레이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진기 길이를 길게 유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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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of a linearly polarized long-cavity Yb:YAG 
laser with the output coupler composed of a polarized beam 
splitter and a quarter wave plate. 

다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드 잠금을 할 수 있는 긴 공진

기 구조이면서 고조파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선형 편광

된 Yb:YAG 레이저 공진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선편광된 Yb:YAG 레이저 공진기는 

편광 광 분할기(PBS)과 1/4 파장판(QWP)을 공진기 내부에 

삽입해서 출력을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9]. 이 구

조는 QWP을 회전시켜 공진기의 투과율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Yb:YAG 레이저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공진기를 모드 잠금용 공진기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공진기 길이를 수 m의 길이로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안정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광전송용 광학소자들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진기내의 이러

한 추가적인 광학소자들의 미세한 위치 변화는 공진기의 공

진 모드 크기와 레이저 안정도에 영향을 주어 레이저 출력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진기의 정렬이 매우 어렵

다. 레이저 발진을 위한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공진기 내부

에 설치된 광학소자들의 위치를 미세 조절하면 연달아 다른 

광학소자도 필수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공진기 

내부에 설치된 모든 광학소자에 미세 위치 조정하면서 공진

기의 최적조건을 찾기는 어렵다. 반면에 레이저 공진기의 경

계에 위치한 레이저 반사경의 경우는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미세변화를 주어도 다른 광학소자의 재정렬이 필요하지 않

아 공진기 정렬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속발진 조건에서 선편광된 긴 레이저 공진기의 출력과 

QWP의 광축 회전각 및 레이저 반사경의 미세변화에 따른 

공진 모드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긴 공진

기형 선편광된 레이저의 출력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II. 선편광된 긴 공진기 구조의 Yb:YAG 레이저

PBS와 QWP로 구성된 출력경을 이용한 선편광된 긴 공진

기형 Yb:YAG 레이저 구조는 Fig. 1과 같다. 모드 잠금용 공

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긴 공진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진

기 내부에 구면경과 렌즈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긴 공진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진기 내부에 삽입된 구면경(M2)의 곡

률 반경(R)은 300 mm이다. 렌즈 L3의 초점거리(f)는 50 mm
이다. 구면경(M2)는 공진기 내에서 시준기와 같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렌즈 (L3)는 레이저 공진모드 빔이 레이저 거울 

(M4)에 집광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SESAM을 이용한 모드 

잠금인 경우 레이저 거울 (M4)을 SESAM으로 대처하여 모

드 잠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Figure 1의 Yb:YAG의 Yb 도핑율은 5 at%이고 크기는 직

경 5 mm, 두께 3.5 mm이다. 반사경(M1)은 파장 94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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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된 평면경이다. 펌프용 LD는 중심파장 940 nm에서 발

진하고 최대 출력이 30 W이다. LD에 결합된 광섬유의 코아 

크기는 400 μm이며 측정된 LD의 빔질 (M2)은 약 121이다. 
펌프광의 집광용 렌즈는 두 개의 평-볼록 렌즈(L1, L2)를 이

용하였고 각 렌즈의 초점거리는 35 mm, 25.4 mm이다. 렌즈 

(L2)의 마운트와 집광위치(Yb:YAG 위치) 사이의 거리가 짧

아 집광위치에서 CCD를 이용해 집적적인 펌프광의 크기 측

정이 어려워서 LD의 빔질 (M2) 값과 펌프광을 집광하기 위

한 광학 요소들에 대한 파리미터를 이용해 집광 위치에서의 

펌프광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10]. 이 값들로부터 얻은 펌프광

의 반경은 약 328 mm이다. QWP와 PBS를 이용한 출력경은 

출력경의 투과율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출력 광을 

선편광 되도록 한다. QWP의 빠른 축과 PBS의 수직 편광축이 

이루는 각(θ )에 따라 투과율이 결정된다. 투과율은 sin2(2θ )로 

주어진다.
종펌핑 구조의 레이저 출력은 레이저 매질 상에서 레이저 

공진모드의 크기와 레이저 안정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1].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공진 모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ABCD 광선 전달 행렬을 이용하였다. 레이저 공진기에 대한 

ABCD 행렬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fg는 레이저 매질의 열 렌즈효과에 의한 초점 거리이

다. 식 (1)에서는 레이저 매질의 두께, QWP와 렌즈 L3의 두

께는 무시하였다. PBS 두께는 굴절률을 고려해서 두께 d3에 

포함시켰다. 식 (1)과 같이 주어진 공진기에 대한 공진기 안

정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Figure 1과 같은 긴 레이저 공진기의 출력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d1, d2, d4에 영향을 주는 거울들 (M1, M2, M4)의 

미세한 위치 변화에 민감하게 변한다. Figure 3은 식(2)을 이

용해 거리(d1, d2, d4)에 변화에 대한 공진기 안정도 (S = (A +
D) / 2)을 구한 것이다. 종 펌핑된  Yb:YAG의 열 초점 거리 

(fg)는 간단한 실험적 방법으로 정확히 구하기 어렵다. 본 연

구에서는 fg를 구하기 위해 짧은 길이의 공진기를 구성하고 

불안정 공진 조건이 되는 펌프 광 세기를 조사하였다
[10]. 이 

방법을 통해서 26 W 펌핑광 세기는 약 150 mm의 Yb:YAG
의 열 초점 거리 (fg)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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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Stability of the proposed laser as a function of d2 and  
d4 at (a) d1=12 mm and (b) d1=13 mm.

FIG. 3. Calculated mode beam radius at Yb:YAG position as a 
function of d4 when d4=12 mm and d2=143.

펌핑광 세기가 26W 이하의 경우는 fg가 150 mm 보다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 초점 거리 150 mm 이상 중의 

하나인 200 mm의 열 초점 거리에 대한 공진기 안정도를 조

사하였다. 
Figure 2에서 d1의 미세 길이 변화에 의해 d2, d4의 공진기 

안정영역의 위치가 많이 변함을 알 수 있다. d1의 길이 조절

을 가능하게 하는 M1의 위치는 펌프광을 집속하는 광학계와 

레이저 매질 마운트와 가깝게 붙어 있어서 d1의 길이를 조절

하기 어렵다. 그리고 Fig. 2는 d2의 안정영역 범위가 수 mm 
이내의 협소한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2의 길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M2의 위치는 공진기 내부에 있어서 

위치조절을 하기 위해서 공진기 재정렬이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위치조절이 어렵다. d4의 길이도 공진기 안정도에 민감하

게 영향을 주지만 M4의 위치가 공진기의 경계에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위치 조절이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4

의 미세 거리 변화에 대한 레이저 모드 크기를 변화를 분석

하고 레이저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ure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진기 길이 d1은 약 12 mm

로 설정하고 d2는 구면경(M2)의 초점거리(150 mm)보다 적은 

143 mm로 설정하였다. 이 설정 값들에 대해 안정도를 조사

하면 모드 빔이 M2과 L2 사이의 거리(d3)가 수 m 거리가 되

어도 공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거리(d3)을 3.5 m로 설

정하여 긴 공진기가 되도록 했다. Figure 3은 식 (3)을 이용

해 d4의 미세 변화에 대한 레이저 매질에서의 모드 크기(ω L)
를 보여준다. 레이저 매질에서 가우시안 모드의 반경(ω L)은 

식 (3)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해 구했다
[10]. 

(3)

 
d4의 수 mm 크기의 미세 변화에 대해 ω L가 크게 변화함

을 알 수 있다. Figure 3은 열 초점거리(fg)가 짧아질수록 d4

의 안정영역 구간이 넓어짐을 보여준다. 열초점 거리 변화에 

대한 안정도 계산 결과는 초점거리(fg)가 짧아질수록 Fig. 2
의 안정도 영역이 d2 길이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함을 보여

주었다.  안정영역에서 레이저가 동작할 수 있는 d4의 거리 

변화 폭은 레이저 매질의 열 렌즈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약 4~5 mm임을 알 수 있고 d4의 길이는 렌즈 L3의 초점 

거리(50 mm)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ω L가 레이저 매

질에서 펌핑광(ω p)의 크기 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저차 공진

모드 빔이 얻을 수 있지만 이득이 작게 되어 레이저 발진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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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utput power of the laser as a function of a rotation 
angle (θ ) of a quarter wave plate.

FIG. 5. Output power of the laser as a function of d4.

FIG. 6. Beam quality (M2) of the laser as a function of d4.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Figure 1의 QWP의 회전 각(θ )을 변화시켜 PBS의 반사량

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θ를 변화 시켜 Yb:YAG 레이저 

출력을 조절 할 수 있다. QWP 회전 각(θ )에 따른 레이저 출

력은 Fig. 4와 같다. 펌프광 세기(Ppump)를 변화시키면서 θ  변
화에 대한 출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레이저 출력은 QWP의 회전 각(θ )이 약 7도일 때 최대가 

되었다. 7도에 대한 투과율은 약 5.8%이다. Figure 4의 결과

를 구하기 위해 d1는 약 12 mm, d2는 약 143 mm, d4는 약 

48 mm로 하였다. d1, d2, d4의 거리는 렌즈 두께, 광학 소자 

마운트 등을 고려해서 측정해도 ±0.5 mm이하 오차 범위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 거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레이저 출력이 가장 잘 나오는 d1, d2, d4의 거리이

다. 48 mm의 d4거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레이저 출력의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해 거울 M4의 마운트에 마이크로 나사를 

설치하여 d4의 상대적인 미세 변화량(d4)를 정밀하게 측정

하였다. 
Figure 5는 QWP의 회전 각(θ )이 약 7도일 때 미세 변화량

(d4)에 대한 레이저 출력을 측정한 것이다. 
d4=0인 지점을 중심으로 레이저 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d4<0인 영역에서는 Fig. 3에서 d4=48±0.5 mm의 

기준에서 보면 ω L/ω P의 비가 1보다 큰 영역에 있고 불안정 

영역에 가까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발진 효율이 떨어져 출력

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d4>0인 영역에서는 Fig. 
4를 보면 ω L/ω P의 비가 1보다 작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ω L/ω P의 비가 작을수록 공진기에서 고차

모드가 발진할 확률이 높고 고차모드가 발생하면 레이저 빔

질이 떨어지고 레이저 출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출력이 이 영역에서 레이저 출력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d4>0인 영역에서 고차모드의 발진 

여부를 확인을 위해 빔질(M2)을 측정하였다. Figure 6은 Fig. 

5와 같은 조건에서 레이저의 빔질(M2)를 측정한 것이다.  
빔질(M2)은 1.1에서 1.4 이하 값을 가졌다. 특별히 d4>0 

영역에서 M2 값의 급격한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예
상과는 다르게 d4>0 영역에서 작은 양의 고차모드들이 발

생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 펌핑 구조에서는 집속된 

펌프 광의 직경 크기에 의해 큰 직경을 갖는 고차모드들이 

작은 크기의 것들 보다 이득을 얻지 못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Figure 3을 보면 d4=49 mm에서 가우시안 모드 빔 크

기 ω L는 185 µm이고 이 값은 펌프광 크기 328 µm의 1/2보
다 약간 크다. 반면에 최적 지점인 d4=48 mm에서 ω L는 245 µm

이다. 고차모드들이 들어있는 레이저 빔의 크기는  ω L로 

구할 수 있다. d4=48 mm에서 M2=1.1~1.2을 이용하면 레이저 

빔 크기는 258~270 µm 정도이다. 반면에 d4=49 mm에서 

M2=1.3~1.4을 이용하면 레이저 빔 크기는 211~219 µm이다. 
펌프 광 크기 328 µm에 비해 두 값들은 작지만 d4=49 mm에

서 보다 더 작다. 집속된 펌프 광의 직경 크기에 의해 고차

모드의 발진 억제만 있다면 d4=48 mm에서와 같이 d4=4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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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utput power of the laser when LD pump power 
increases.

지점에서도 258~270 µm 크기의 레이저 빔이 발생해야 하지

만 더 작은 크기의 레이저 빔이 발생했다. 만약 같은 레이저 

빔 크기로 발진했다면 d4=49 mm 지점에서 M2
는 1.9~2.1 값

을 가졌을 것이다. 집속된 펌프 광의 직경 크기에 의해 고차

모드의 발진 억제 이외의 또 다른 종류의 손실이 있음을 의

미한다. 많이 연구된 공진기 손실 중 하나는 열 복굴절에 의

한 손실이다. 선편광기가 설치된 공진기에서는 열복굴절에 

의한 편광왜곡 때문에 공진기 손실이 발생한다. 공진기 손실

의 크기는 공진 모드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고차모

드가 많은 다중모드 빔은 같은 크기의 가우시안 빔보다 열복

굴절에 의한 공진기 손실이 크다
[12].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우

시안 빔 크기가 작은 d4=49 mm 지점에서는 d4=48 mm 지점 

보다 고차모드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많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d4>0 영역에서 고차모드가 발

생할 조건은 되었지만 추가적인 열복굴절에 의한 공진기 손

실이 고차모드 발진을 억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인으

로 인해 d4>0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펌프광 크기에 비해 작

은 크기를 갖은 고차 모드들도 발진하기 어려워져서 레이저 

출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은 공진기 최적조건인 QWP의 회전 각(θ )이 약 7

도, d4=0 일 때, 선편광된 레이저 출력이다. 
Figure 7의 출력에 대한 기울기 효율은 19%이다. 일반적으

로 선 편광되지 않는 레이저에서 특정방향의 선광된 출력을 

얻기 위해서 선편광기를 공진기 외부에 설치하면 선 편광된 

출력은 1/2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선편광 레이

저의 출력은 기울기 효율이 38%인 비편광된 레이저의 출력

을 편광기에 투과시켜 얻을 수 있는 효율과 같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드 잠금 펄스 발생과 고조화 발생에 활용

될 수 있는 레이저로 편광기와 1/4 파장판을 이용한 선편광

된 긴 공진기형 Yb:YAG 레이저 구조를 제안하고 최적화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된 공진기 길이는 

3.7 m이었다. 레이저 출력의 최적화를 위해서 렌즈 L3의 초

점위치에 설치된 반사거울 M4의 미세변화에 대한 공진기 안

정도 분석과 출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레이저 발진을 위한 

최소 펌프광 LD 출력은 8 W이고 레이저 출력은 19%의 기

울기 효율을 가졌다. 그리고 최적 조건에서 빔질(M2)은 펌프

광의 세기에 따라 약 1.1~1.3의 값을 가지고 있어 출력 빔의 

강도 분포는 준 가우시안 빔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향후 본 연

구에서 설계한 레이저 공진기의 반사거울 M4 위치에 SESAM
을 설치하고 모드 잠금 실험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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