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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대역 광원은 기존의 단색광 레이저나 

파장가변레이저의 제한된 파장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바이오 이미징, 반도체 웨이퍼 

및 광전자 소자의 검사, 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초광대역 

광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초단펄스광을 

분산값 제로 근처에서 고비선형광섬유에 

집광시키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광대역 광원 발생을 위해서는  

고비선형값을 가지며 분산값 제어가 용이한 

광섬유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광섬유가 바로 포토닉크리스탈광섬유 이다. 

 포토닉크리스탈광섬유는 작은 공기 홀 

또는 다른 물질로 채워진 홀의 주기적인 

배열을 클래딩 구조로 갖고 있다. 이때 클래딩 

구멍의 패턴 배열을 바꾸거나 상대적인 구멍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분산 특성을 쉽게 

변화시킬수 있으며, 또한 코어를 작게 하여 

작은 면적에 빛을 가두면 매우 높은 

파워밀도를 갖게 되어 비선형 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섬유 레이저는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며, 광원전달이 쉽고, 빔질 및 

가간섭성등의 광원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이 있으며, 특히 펌핑광과 발진광을 긴 길이의 

광섬유 도파로내에 가둘 수 있어 기존 

고체레이저에서 문제가 되는 열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수십 kW 이상의 고출력 

광섬유레이저가 가능하다. 고출력광섬유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펌프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특수 

광섬유의 설계 및 제작기술, 여기광의 광섬유 

입사기술, 레이저 공진기 구성기술 등이 

필요하며, 특히 광의세기가 커질 때 나타나는 

비선형현상에 의한 광세기 저하와 열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광섬유 설계 및 제작기술로써 상기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광대역광원 발생을 위한 

포토닉크리스탈광섬유의 설계 및 제작. 분산값 

제어, 그리고 이를 이용한 초광대역 광원 

발생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첨가 더블클래드 

광섬유의 제작 기술 및 특성, 이를 이용한 

레이저제작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광대역광원 발생 
 

그림 1 은 초광대역광원 발생을 위하여 

1040 nm 근처에서 분산값이 제로가 되도록 

설계하여 제작한 광자결정광섬유의 단면이다. 

광섬유 코어 및 클래드 직경은 각각 5 m, 125 

m 이며 클래드안에 공기구멍의 직경은 1.5 

m, 간격은 약 3.8 m 이다.  

 

 
Fig. 1 Image of lab-made photonic crystal fiber for 

supercontinuum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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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6 ps 펄스폭을 갖는 모드 잠금 

광섬유레이저의 출력을 실험실에서 제작한 

포토닉크리스탈광섬유에 입사시켜 얻은 

초광대역광원의 스펙트럼이다. 펌핑광원의 

세기는 70 mW 에서 2 W 까지 변화시켰으며 

이때 스펙트럼의 폭은 최대 500 nm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 Spectrum of supercontinuum generated from 

the 40m home-made PCF with different 

average pulse powers. 

 

3. 고출력광섬유레이저용 이터븀첨가 
이중클래드 광섬유 제작 

 

변형 화학 기상 증착법(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MCVD)과 액상첨가법 

(Solution Doping)을 이용하여 코어에 

이터븀이 첨가된 광섬유(YDF) 모재를 제작한 

후 이로부터 이중 클래딩 구조의 광섬유를 

인장하였다. 제작된 광섬유는 흡수 스펙트럼 

(absorption spectrum)과 자연 증폭 방출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특성을 

측정해 광섬유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광섬유로 레이저시스템을 구성하여 1 

m 대역의 발진의 출력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3 Output power of the fiber laser as a function of 

launched pump power.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초광대역광원발생을 위한 

분산값 조절된 포토닉크리스탈광섬유의 제작과 

이를 이용한 초광대역광원 발생, 그리고 

고출력 광섬유레이저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첨가 더블클래드 광섬유의 제작 기술 및 특성, 

이를 이용한 광섬유레이저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분야의 응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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