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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포화성 흡수체는 펄스 레이저를 형성하기 위한 수동 모드 잠금

방식과 Q-스위칭 방식에 핵심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탄소 나노튜

브의 광학적 특성은 포화성 흡수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제작한 포

화성 흡수체는 기존에 상용되는 포화성 흡수체에 비해서 제작과정

이 간단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기질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식인 스프레이 방식과 스핀

코팅 방식과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사용한 프린팅 방식은 양과 밀

도를 조절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이는 탄소 나노튜브 박막 균질

성을 높여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포화성 흡수체 등 상용화된 장

치를 개발할 때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프린팅

방식은 그래핀 등 다른 물질에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패턴 형성이 가능한 프린팅 방식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도파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초로 측면 연마 광섬유에 탄소 나노튜

브를 프린팅 하여 제작한 포화성 흡수체를 제작하고, 특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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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모드 잠금 레이저를 구성하여 포화성 흡수

체로 상용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했을 때와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 나노튜브는 분자 비대칭성의 차이를 통해 금

속의 성질과 반도체의 성질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금속

성 샘플과 반도체성 샘플, 두 가지 샘플을 두께의 차이를 주고 프

린팅 하면서 흡수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 차이는 탄소 나노튜브의

흡수 파장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특성

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후에 모드 잠금 레이저를 형성할 때 제작

하고자 하는 레이저의 파장대역에 맞는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

수체를 선택,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측면 연마 광섬유, 분자 비대

칭성, 광섬유 레이저, 펄스 레이저

학 번: 2013 - 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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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펄스 레이저 (Pulse Laser)는 연속파 레이저 (Continuous Wave

Laser)에 비해 높은 피크 파워 등의 장점을 통해 재료 가공 분야에서 많

은 응용이 됐고 [1], 의료용 영상장비의 광원, 거리 등 계측장비의 광원

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펄스 레이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드 잠금 (Mode Locking) 방식과 Q-스위칭 (Q-Switching) 방

식이 있다. 모드 잠금 방식에서 능동 모드 잠금 방식은 광 스위치

(Optical Switch), 전기광학 변조기 (Electro-Optic Modulator) 등을 통해

서 구현할 수 있는 반면, 수동 모드 잠금 방식과 Q-스위칭 방식은 포화

성 흡수체 (Saturable Absorber, SA)가 핵심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대

표적인 포화성 흡수체로는 반도체 포화성 흡수체 (Semiconductor

Saturable Absorber) [2], 반도체 거울형 포화성 흡수체 (Semiconductor

Saturable Absorber Mirror, SESAM), 비선형 광 고리 거울 (Nonlinear

Optical Loop Mirror, NOLM) 등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탄소 나노튜브의 기존 특성 이외에 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Single-W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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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anotubes, SWCNT)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포화성 흡수체

를 제작하는 방식이 보고된 바 있고, 이를 이용해서 수동 모드 잠금 레

이저 개발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제작한 포화성 흡수체는 기존의 상용 포화성 흡수체에 비해서 제

작과정이 간단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

탄소 나노튜브를 기초 물질 (Substrate)에 박막으로 형성시키는 방식

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프레이 방식, 스핀 코팅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프

린팅 방식이 소개되었다. 기존의 방식에 비해 프린팅 방식은 인쇄를 하

는 횟수를 통해서 두께와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박막 패턴을 세밀하게

형성할 수도 있으며, 밀도 또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이러한

장점은 광학적으로 균질성 (Homogeneity)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에 탄소 나노튜브를 기질에 박막으로 형성시켜 제작하는 응용 장치에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 프린팅 방식을 응용하여 탄소 나

노튜브 포화성 흡수체가 제작된 보고가 없는 바, 이 연구를 통해 탄소

나노튜브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한 제품 상용화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측면 연마 광섬유에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포화성

흡수체를 제작하고 그 포화성 흡수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탄

소 나노튜브의 분자 비대칭성 (Chirality)과 두께를 다르게 하여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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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 포화성 흡수체의 광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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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탄소 나노튜브의 포화성 흡수체 성질은

기존 상용 포화성 흡수체보다 제작과정이 간단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

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될 정도의 연구는 부

족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연구들을 시행하였다.

첫째로, 기존의 포화성 흡수체보다 간단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측면 연마 광섬유에 프린팅 기법을 통해

직접 제작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포화성 흡수체

를 사용한 모드 잠금 레이저를 제작하고 특성을 먼저 확인한 후 제작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로 교체 후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둘째로, 탄소 나노튜브의 분자 비대칭성의 차이는 금속성, 반도체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차이는 파장대역 대비 흡수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분류되지 않은 탄소 나노튜브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는 다르게 금속성, 반도체성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한 연구는 부족

하였다. 따라서 분자 비대칭성의 차이가 포화성 흡수체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프린팅 기법의 장점을 살려 프

린팅 두께의 차이가 포화성 흡수체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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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먼저 제2장에서는 레이저와 모드 잠금 레이저, 그리고 광섬유와 측면

연마 광섬유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론과 탄소 나노튜브가 포화성 흡수

체의 특성을 가지는 원리와 분자 비대칭성에 대한 배경이론을 다루었다.

또, 본 논문에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제작하기 위한 핵심 기

술인 잉크젯 프린팅 방식에 대한 배경이론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자세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의 제작 방

법과 만들어진 포화성 흡수체가 기존의 반도체 포화성 흡수체와 어떤 차

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또,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의 분자 비대

칭성과 두께가 광학적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

루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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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이론

제 1 절 레이저

1. 레이저

레이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Laser)는 복사선의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말한다. 에너지 레벨

상에서 전자는 특정 파장의 빛, 즉 광자 (Photon)와 3가지 형태의 반응

을 하게 된다. 첫째는 광자의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준위에 있는 전자를

높은 준위로 천이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흡수 (Absorption)라고 한다 (그

림 2.1.1.(a)). 둘째는 높은 에너지준위에 잠시 머물렀던 전자가 자발적으

로 광자를 방출하며 낮은 준위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자발방출

(Spontaneous Emission)이라고 한다 (그림 2.1.1.(b)). 마지막으로 1971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제시된 개념인 유도방출 (Stimulated Emission)은 높

은 에너지준위에 있는 전자가 외부의 광자가 입사할 때 낮은 에너지준위

로 천이하면서 입사한 광자와 같은 위상, 파장, 편광상태, 진행방향, 에너

지를 가진 광자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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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에너지 레벨 상에서 (a) 흡수, (b) 자발방출, (c) 유도방출

레이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도방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다. 처음 입사한 광자는 높은 에너지준위에 있는 전자를 유도방출을 통

해 같은 위상과 파장을 지닌 광자를 방출하게 하고, 펌프에너지를 통해

높은 에너지준위에 있는 전자를 많이 유지시킨다면, 이 유도방출이 연쇄

적으로 일어나 같은 위상과 파장을 지닌 많은 양의 광자를 동시에 방출

시킬 수 있다. 이를 레이저라고 하고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하고, 단일 파

장을 가지며, 서로 위상이 같이 때문에 가간섭성이 있다. 직진성과 가간

섭성은 좁은 영역에서 빛의 세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 빛보다

강한 빛을 낼 수 있다는 레이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유도방출에 의한 레이저 생성을 가능케 하려면 펌프에너지를 통해 높

은 에너지준위에 있는 전자를 일정 비율보다 많이 유지시켜야 하고 이를

밀도반전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한다. 이 밀도반전 조건을 만족시

키기 위해선 높은 에너지레벨과 낮은 에너지레벨 사이의 관계와 각 에너

지레벨의 밀도 (Population Densit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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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Rate Equ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식 2.1.1.)







 (식 2.1.2.)

식 2.1.1.과 식 2.1.2.는 축퇴 (Degeneracy)를 고려하지 않은 두개의 에

너지 레벨에서의 비율 방정식이다. 은 낮은 에너지레벨의 원자 밀도를

의미하고 는 높은 에너지레벨의 원자 밀도를 의미한다. 은 외부에서

가해진 펌프에 의한 여기율을 의미한다. 는 높은 에너지레벨에서 낮은

에너지레벨로 자발방출이 일어나는 시간, 즉 높은 에너지레벨에서 유지

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라이프타임 (Lifetime)이라고 한다. 비율방

정식에서는 역수인 


를 에 곱해서 사용하는데 이를 디케이율

(Decay Rate)이라고 부른다. 역수 값이 클수록 자발방출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에너지 레벨 간 천이의 확률 밀도 함수로

서 [ ]의 단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원자들이 천이하려는 경향이 강

함을 의미한다. 이 를 두 에너지레벨간의 밀도 차이  ()에

곱해서 사용하고, 이 밀도 차이 이 양수가 될 때 밀도반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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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레이저는 앞에서 살펴본 2 준위계 (2개의 에너지레벨)을 사용하

지 않고, 3 준위계, 4 준위계의 에너지레벨을 고려한다 (그림 2.1.2).

그림 2.1.2. (a) 3 준위계와 (b) 4 준위계의 에너지레벨 구성도

3 준위계와 4 준위계는 각 원소들이 갖는 에너지레벨들의 특성에 따

라 어느 체계가 도입되는지 결정된다. 두 체계의 큰 차이점은 밀도반전

의 조건이다. 3 준위계는 첫 번째 여기상태와 바닥상태 사이에서 유도방

출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원자가 바닥상태에 위치하기 때문에 밀도반

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높은 펌프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면 4 준위계의

경우 두 번째 여기상태에서 첫 번째 여기상태로 유도 방출이 일어나므

로, 레이저 광 방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 그렇기 때문에 4 준위계 레이저

가 3 준위계 레이저보다 펌프에너지에 의해 밀도반전을 일으키기 용이하

고,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레이저의 종류로는 공진기의 구조나 이득물질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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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 레이저나 Excimer 레이저 등의 기체 레이저 (Gas Laser),

Nd-YAG 레이저로 대표되는 고체 레이저 (Solid-State Laser), 양자 우

물, 양자점 (Quantum Well, Quantum Dot)을 이용해서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Semiconductor Laser), 고효율과 경량화에 강점이 있고, 열관리

가 유용해서 많이 이용되는 광섬유 레이저 (Fiber Laser)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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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 잠금 레이저

매우 짧은 (수 피코초 이하) 광 펄스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모드 잠

금 레이저 방식 (Mode Locking)을 이용한다. 공진기 내에서 발진 조건

을 만족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는 가로 모드 (Longitudinal Mode)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들 가로 모드들에게 같은 위상을 갖게 한다면 시간 영역

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진 펄스열을 만들 수 있다. 그 방식을 모드 잠금

이라고 한다 [6].

일정한 주파수 간격을 가진 가로 모드들 주파수 차이를 정의하면 식

2.1.3.과 같다.

  


  (식 2.1.3.)

이 때, 모드의 합으로 주어지는 파동함수의 합 형태는 다음 식 2.1.4.

와 같다.




exp 




(식 2.1.4.)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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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3.과 식 2.1.4.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p 


 (식 2.1.5.)




exp


 (식 2.1.6.)

정리해보면, 

∆
 개의 인접한 발진 가로 모드들이 잠금이 되었

을 때 시간 영역에서 펄스간의 간격이  , 펄스폭을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 2.1.7.)

 


∆


(식 2.1.8.)

모드 잠금 레이저 공진기는 그림 2.1.3.과 같이 구성되며, 공진기에서

왕복하는 펄스는 이득물질과 손실물질을 지나게 된다. 고정된 포화된 이

득 (Saturated Gain) 값에 손실 값이 변하면서 모드 잠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림 2.1.4.), 손실 값의 변화의 방법을 통해서 모드 잠금 방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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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모드 잠금 레이저 공진기 개념도

그림 2.1.4. 수동 모드 잠금 레이저 이득, 손실, 펄스

모드 잠금 방식에는 능동 모드 잠금 (Active Mode Locking)과 수동

모드 잠금 (Passive Mode Locking)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능동 모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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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방식에서는 공진기 내부에 광 스위치 (Optical Switch), 전기광학 변

조기 (Electro-Optic Modulator) 등 외부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 스위치

를 삽입하여 구현할 수 있고, 능동 모드 잠금 방식으로 생성된 펄스폭은

다소 작지만 펄스간의 잡음 (Noise)이 작은 장점이 있다. 반면, 수동 모

드 잠금 방식은 포화성 흡수체 (Saturable Absorber, SA)가 핵심 장치로

서 역할을 한다. 수동 모드 잠금 방식은 높은 반복률을 얻을 수 없고 펄

스간의 잡음이 크지만 레이저의 구성이 단순하고 펄스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동 모드 잠금 방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포화성 흡수체

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2장 3절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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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섬유

1. 광섬유 레이저

광섬유 (Optical Fiber)는 굴절률의 차이가 있는 코어 (Core)와 클래

딩 (Cladding)으로 구성되어있다. 원기둥 형태의 코어의 밖을 클래딩이

감싼 형태로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조금 높은 구조로 되

어있다. 클래딩은 코어부분에 비하여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코어에서 진

행하는 빛은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에서 전반사를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다 (그림 2.2.1). 이 때 전반사 조건은 다음과 같

다.

  sin 


 (식 2.2.1.)

그림 2.2.1. (a) 광섬유의 구조와 (b) 단면구조 및 빛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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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 내부에 이득물질로 희토류 원소를 첨가하고,

그 능동 광섬유를 중심으로 한 공진기를 구성하여 발진시키는 레이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의 길이를 자유공간 (Free

Space)에 비해 조절하기 유용하고, 희토류 첨가 부분의 길이 조절도 유

용하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고출력

레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발열문제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이득물질의 부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얇고 긴 광섬

유는 넓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열관리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광섬유에 펌프에너지를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코어 펌핑 방식과 클래

딩 펌핑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코어 펌핑 방식은 이득물질이 첨가된

코어 영역에 직접 펌프에너지를 인가하여 레이저를 동작시키는 것으로

코어영역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높은 출력의 펌프레이저를 인가하기 어

렵고, 비선형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반면 클래딩 펌핑 방식은 펌프를 상

대적으로 넓은 클래딩 영역에 펌프에너지를 인가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

의 펌프에너지를 인가할 수 있고, 레이저는 이득물질이 첨가된 코어 영

역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출력단에서 펌프와 레이저 신호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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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면 연마 광섬유

측면 연마 광섬유의 제작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고, 다양한 제작 방법

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7,8]. 이후 본 논문의 3장 1절에서 새로운

측면 연마 광섬유의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2.2.2. (a) 측면 연마 광섬유의 3차원 개형과 (b) 정면 2차원 개형

말 그대로 측면 연마 광섬유는 광섬유를 구성하는 코어 (Core)와 클

래딩 (Cladding)에서 클래딩의 측면을 연마한 것을 말한다. 그림 2.2.2.에

서 볼 수 있듯이 광섬유 원의 중심에서 연마면까지의 거리 는

≦ 를 만족한다.

측면 연마 광섬유의 빛의 손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화 된

주파수 (Normalized Frequency)  계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일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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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를  모드가 진행할 때 정규화 된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식 2.2.2.)

는 코어의 직경, 는 코어의 굴절률 (Refractive Index), 은 클래

딩의 굴절률이다. 는 자유 공간에서의 파수 (Wave Number)이다. 마찬

가지로, 측면 연마 광섬유도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 된 주파수를 정의한

다.

  
 for  ≧ (식 2.2.3.)

는  , 즉 측면이 연마 되었을 때 그 밖에 존재하는 물질의 굴

절률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 나노튜브의 굴절률을 의미한다. 이

 값을 기초로 측면 연마 광섬유의 빛의 손실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방식으로 LZ 공식 [9], Vassallo의 공식 [10,11], SKM 공식 [12]이 대표

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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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측면 연마 광섬유에 광 입사 시

에너지 분포

측면 연마된 광섬유와 프린팅 된 탄소 나노튜브의 경계에서 표면장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형태는 그림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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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포화성 흡수체

포화성 흡수체 (Saturable Absorber, SA)는 입사광의 세기에 따라서

매질의 흡수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1. (a) 빛의 세기에 따른 포화성 흡수체의 흡수 변화와

(b) 포화성 흡수체를 지나는 펄스의 변화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더 많이 흡수되고, 빛의 세기가 강할

수록 흡수가 줄어든다 (그림 2.3.1.(a)). 3차 비선형 감수율

(Susceptibility)에 의하여 포화흡수 특성이 나타나며, 포화흡수 식은 식

2.3.1.과 같다 [6,13].







 (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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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1.에서 는 포화성 흡수체에 입사된 광의 크기 에 대한 함

수인 흡수 계수를 뜻한다. 는 선형 흡수 계수, 는 비포화 흡수 계

수, 마지막으로 는 포화성 흡수체에 광이 포화될 때 입사된 광의 크

기 값을 뜻한다.

빛의 세기가 약한 빛이 포화성 흡수체로 입사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가전자대 (Valence Band)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 (Conduction Band)로

보내지는 데에만 이용된다. 반대로 강한 빛이 포화성 흡수체로 입사하면

이미 전도대는 모두 차 있기 때문에 포화성 흡수체로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 차이가 포화성 흡수체의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

포화성 흡수체는 약한 빛은 흡수를 많이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잡

음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동 모드 잠금 방식을 이용한 레

이저 발진에서 포화성 흡수체의 특성은 펄스폭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그림 2.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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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는 육각형 고리로 연결된 탄소 (그래핀, Graphene)들이

긴 원통 모양을 이루는 반경 수  크기를 가지는 분자이다. 높은 인장

력과 전기 전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소 나노튜브는 제작된 형태에 따라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와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Multi-Walled Carbon Nanotubes)로 나뉜다. 전기적, 광학적 특성의 응

용에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가 주로 사용된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말려있느냐에 따라서 금속성 특성과 반도체성

특성을 나타낸다 [14].

탄소 나노튜브의 분자 비대칭성 (Chirality)를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

를 설정하는데 이를 키랄 벡터 (Chiral Vector, )라고 한다. 육각형 고

리에서 두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과 를 지정하면, 그래핀 박판은 2

차원 면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키랄 벡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4.1.).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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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그래핀 박판에서 키랄 벡터 의미, 예) (5,2)

 ≡ (식 2.4.1.)

두 정수로 이루어진 순서쌍 으로 키랄 벡터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두 값의 관계로 탄소 나노튜브가 반도체성을 가지는지, 금속

성을 가지는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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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c CNTs: 
(식 2.4.2.)

Semiconducting CNTs: ≠

가 정수일 때 우리는 키랄 벡터를 통해서 쉽게 분자 비대칭성을 확

인할 수 있다.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와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는 서로 다른 상태

밀도를 가진다 [15].

그림 2.4.2. (a)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의 상태 밀도,

(b)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의 상태 밀도 [15]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는 처음으로 가전자대 (Valence Band)에서 전

도대 (Conduction Band) 대칭 형태가 나타나기 전, 에너지 0 근처에서도

약간의 상태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후 처음으로 대칭 형태가 나타나는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의 천이를 이라고 한다 (그림 2.4.2.(a)). 반면,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는 첫 가전자대와 전도대 대칭 형태가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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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상태 밀도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대칭 형태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천이가 일어나고, 반도체성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첫 대칭 형태에

서 천이를 , 두 번째 대칭 형태에서의 천이를 라고 한다 (그림

2.4.2.(b)). 일반적으로 반도체성에서 ,  천이보다 금속성에서의 

천이의 에너지 크기가 더 크다. 과 , 의 에너지 차이는 키랄 벡

터의 값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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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잉크젯 프린팅 방식

기존 그래핀 또는 탄소 나노튜브를 기질에 박막으로 형성시키는 방식

은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화학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16], 광학 증착 (Optically Driven Deposition) [17], 증발 증착 (Vertical

Evaporation) [18], 도장 인쇄 (Stamp Printing) [19] 등이 있고, 대표적

으로 스프레이 방식 (Spray) [20], 스핀 코팅 방식 (Spin-Coating)

[21,22] 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2.5.1. (a) 스프레이 방식, (b) 스핀 코팅 방식

스프레이 방식은 기질에 박막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물질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무작위로 분사하기 때문에 균질성 (Uniformity)을 가질 수 있



- 27 -

는 장점이 있지만, 증착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물질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

모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전기 방사 스프레이 방식을 도입해 기존

의 에어로졸 스프레이 방식보다 개선을 했지만, 전체적인 장단점은 유사

하다. 스핀 코팅 방식은 원판 위에 있는 기질에 박막으로 형성하고자 하

는 물질을 위치시킨 후, 원판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해 막이 형성되

는 기술이다. 막의 두께는 물질의 점도와 회전판의 각속도로 결정이 된

다. 재현성이 우수하고 대면적의 공정에 장점을 가지지만, 박막 형성 기

구의 크기가 대형이고, 두께만 조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점

도와 각속도에 따라서 회전 방향 또는 원심력 방향으로 물질의 쏠림 현

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균질성이 중요한 광학적 특성에서 큰 단점으

로 작용한다.

이제 반해 잉크젯 프린팅 방식 (Inkjet Printing)은 기존에 자주 사용

되는 스프레이 방식과 스핀 코팅 방식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 우수한 특

성을 가진다 [23,24].

그림 2.5.2. 잉크젯 프린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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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 프린팅 방식은 어느 기질에도 인쇄를 할 수 있고, 박막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물질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박

막 패턴을 형성하기 쉽고, 인쇄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를 인쇄 전에 조

절한다면 농도 조절에도 장점을 가진다. 또한, 1회 인쇄 두께가 으

로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두께 조절까지 할 수 있다. 이 많은 장점을 가

지면서도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장치를

구성할 때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또한, 기존의 방식들은 박막을 형성시

킨 후 열을 가해 고정시키는 등 후처리 과정이 복잡했지만, 잉크젯 프린

팅 방식은 인쇄 후 물로 씻어내는 간단한 후처리 과정 뿐만으로도 쉽게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를 제작하기 위해서 잉크젯 프린팅 방식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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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과정 및 결과

제 1 절 측면 연마 광섬유 제작

우선 탄소 나노튜브를 프린팅 할 대상으로 측면 연마 광섬유를 제작

했다. 기존에 측면 연마 광섬유 제작법은 미세 공정을 통해 제작한 V자

형 홈 틀을 준비해야 하는 등 과정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본 제작법

을 통해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방법으로 측면

연마 광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3.1.1. (a) 측면 연마 광섬유 제작 방법, (b) 측면도 및 (c) 연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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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a)에서 볼 수 있듯이 규격이 일정한 슬라이드 글라스

(Slide Glass, ××)를 이용해서 측면 연마를 위한 틀

을 제작한다. 슬라이드 글라스 측면에 를 남겨놓고, 모서리 부분을

갈아내어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이후에 필요한 위치에  이상

 이하의 길이로 자켓 (Jacket)을 벗겨낸 싱글 모드 광섬유를 준

비한다. (위와 같이 모서리 부분을 갈아낸 슬라이드 글라스를 준비하는

이유는 자켓보다 물리적으로 약한 코어 (Core), 클래딩 (Cladding)이 광

섬유 측면 연마 틀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연마 과정에서 광섬유가 끊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틀 내에 고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모서리 부분을 연마한 두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에 자켓을 벗겨낸 광

섬유를 위치시킨다. 그 이후에 바닥에 최대한 밀착시킨 광섬유를 두 슬

라이드 글라스로 압착해서 고정한다. 그림 3.1.1.(b)에서 볼 수 있듯이 측

면에서 바라본다면 두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에 광섬유가 가장 밑에 있는

상태가 되고, 그대로 틀을 뒤집으면 광섬유의 경계가 밖을 바라보게 된

다 (그림 3.1.1.(c)).

이와 같이 준비된 광섬유 측면 연마 틀의 상부를 다듬 연마기

(Polishing Machine)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의 표면과 광섬유 측면

을 동시에 연마해 낸다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방법으로 손쉽게 측면 연마 광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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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제작된 측면 연마 광섬유 샘플

탄소 나노튜브를 프린팅하기 위해 제작된 측면 연마 광섬유는 

의 길이로 측면이 연마된 상태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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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앞서 본 논문 3장 1절에서 제작한 측면 연마 광섬유에 탄소 나노튜브

를 인쇄해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제작했다. 제작에 사용된

탄소 나노튜브는 한화캐미칼 1)사의 ASP-100F (66% 반도체성, 33% 금

속성 탄소 나노튜브 혼재)이다. 3회의 인쇄를 통해 의 두께로 인

쇄를 했다.

그림 3.2.1. 탄소 나노튜브 ASP-100F  확대 사진

본 논문의 2장 5절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프린팅 후 물을 통해서

탄소 나노튜브 이외의 화학 약품을 걷어내는 간단한 후처리 과정만 있었

고, 그 이후에 제작된 샘플이 즉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한화캐미칼, 1 장교동, 중구, 서울, +82-2-729-2992, hcc.hanw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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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특성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파장 대비 흡수 특성을 측정하였다. 

근처와  이상의 파장대역에서 두 개의 큰 흡수 특성을 보이는데,

 파장대역에서의 흡수 특성은  전이에 해당되고,  이상

의 파장대역에서의 흡수 특성은 에 해당된다 (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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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파장 대비 흡수 특성

 영역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입사 에너지 대비 투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파장대역을 가지고, 펄스폭이 , 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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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률을 가지는 펄스 레이저를 사용했다. 제작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지나지 않은 에너지와 포화성 흡수체를 지난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하여 투과 특성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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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입사 에너지 대비

투과 특성

그 결과 15% 비포화 손실 (Non-Saturable Loss)과 4%의 변조 깊이

(Modulation Depth)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포화 파워 (Saturation

Power)는 로 측정되었다 (그림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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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 잠금 레이저에서 포화성 흡수체 비교

기존의 상용 포화성 흡수체를 이용한 모드 잠금 레이저를 제작, 특성

을 분석하고, 상용 포화성 흡수체 대신 제작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

수체를 사용했을 때 차이를 비교했다. 모드 잠금 레이저의 시스템 구성

은 그림 3.2.4.와 같다.

그림 3.2.4. 이터븀 광섬유 모드 잠금 레이저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 물질로 사용하여 링 구조의 모드 잠금 광

섬유 레이저를 제작하였다. 의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를 펌프로

사용하여 TFB를 통하여 링 구조의 공진기에 에너지를 인가시킨다. 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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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레이저 다이오드의 에너지는 의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여기 시킨

다. 포화성 흡수체를 이용하여 수동 모드 잠금 방식을 구현하였고, 50:50

단일 모드 커플러를 이용하여  포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링 구

조 공진기에서의 단방향 진행을 위해 아이솔레이터가 장착되었다. 사용

된 상용 포화성 흡수체는 BATOP사 2)의 SA-1064-25-x-500fs이다. 이

포화성 흡수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Property SA-1064-25-x-500fs

Laser Wavelength  ~ 

Absorptance  

Modulation Depth ∆

Non-Saturable Loss  

Saturation fluence  

Relaxation time constant  ~ 

표 3.2.1. BATOP사 의 SA-1064-25-x-500fs 특성 정리

BATOP사의 상용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했을 시 해당 레이저는 구동

전류 로 자가 발진하며,  파장대역을 중심으로 대역폭

을 가진다. 공진기 반복률은 이고, 펄스폭은 

으로 측정되었다. 파워는  (=)이었다.

2) BATOP GmbH Wildenbruchstae 15 D-07745 Jena Germany,

+49-3641-634009~0, info@batop.de, www.batop.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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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상용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출력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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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상용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공진기의 반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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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포화성 흡수체 대신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제작한 포화성 흡

수체로 교체한 후 다시 모드 잠금 레이저를 구성했다. 실험 설계는 동일

하다 (그림 3.2.4., 그림 3.2.7.).

그림 3.2.7.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사용한 모드 잠금 레이저 (사진)

제작한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했을 시 레이저는 구동

전류 로 자가 발진하며,  파장대역을 중심으로 대역폭

를 가진다. 공진기 반복률은 이다. 펄스폭은 앞선 실험

보다 길어졌다. 파워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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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출력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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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공진기의 반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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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공진기의 반복률 그래프 (그림

3.2.9.)에서 볼 수 있듯이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가 작은 파워 부

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용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한 모드 잠금 레이저 (그림 3.2.6.)와 다르게 펄

스 출력 파워의 시작이 0 보다 큰 위치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의 변조 깊이가  정도로 상용 포화성 흡

수체의 변조 깊이 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의 연마 길이와 프린팅 영역을 더 길게 해서 더 많은 빛이

탄소 나노튜브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의 파장 대비 흡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

이  영역, 즉  파장대역 근처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고, 그 영

역에서 포화성 흡수체로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터븀을 이득 물질로 하는 레이저 시스템에 잘 적용 되는 파장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사용 시 출력 스펙트럼은

기존의 상용 포화성 흡수체를 사용했을 시와 유사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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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탄소 나노튜브 분자 비대칭성

탄소 나노튜브 분자 비대칭성과 두께에 대한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NanoIntegris사 3)의 탄소 나노튜브인 IsoNanotubes-M (Metallic,

금속성 샘플)과 IsoNanotubes-S (Semiconducting, 반도체성 샘플) 두 종

류의 제품을 유리 기질에 인쇄했다. 두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Property IsoNanotubes-M IsoNanotubes-S

Diameter Range

(Mean)

1.2 – 1.7 nm

(1.4 nm)

1.2 – 1.7 nm

(1.4 nm)

Length Range

(Mean)

100 nm – 4 

(500 nm)

100 nm – 4 

(1 )

Impurity ~ 1 % ~ 1 %

Nanotube

Concentration
0.01 mg/mL 0.01 mg/mL

CNT Content
Metallic CNT

95 %

Semiconducting CNT

95 %

표 3.3.1. NanoIntegris사 의 탄소 나노튜브 특성 정리

프린팅 기법은 한 번의 인쇄에 의 두께를 가지게 된다. 1회의

3) NanoIntegris, 8025 Lamon Avenue, Suite 43, Skokie, IL 60077,

+1-216-314-0106, sales@nanointegris.com, www.nanointeg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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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부터 5회의 인쇄까지 부터 까지 5가지의 두께 차이를 두

어 샘플을 준비 총 10개의 샘플로 분자 비대칭성과 두께의 차이를 두고

실험을 했다 (그림 3.3.2.).

그림 3.3.1. (a) 유리 기질에 인쇄된 탄소 나노튜브 샘플 구조와 (b) 그 사진

그림 3.3.2. 유리 기질에 인쇄된 탄소 나노튜브 샘플들

(S : 반도체성, M : 금속성, 1~5 : 인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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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나노튜브의 샘플에서 흡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3.3.3.과 같은 실험을 준비했다.

그림 3.3.3. 흡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셋업

백색광원 (White Light Source)에서 광 스펙트럼 분석기 (Optical

Spectrum Analyzer, OSA)로 직접 측정한 스펙트럼과 실험 시스템을 지

난 스펙트럼은  파장에서  차이를 가졌고, 자유 공간 (Free

Space)에서 빛이 아무것도 인쇄하지 않은 유리 기질을 통과한 후에 측

정한 스펙트럼을 참조 (Reference)로 하였다. 샘플을 지난 스펙트럼과 참

조의 스펙트럼 차이를 통해 탄소 나노튜브의 각 파장대의 흡수 특성을

계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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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샘플 흡수 특성 측정을 위한 시스템 손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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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자 비대칭성

탄소 나노튜브는 분자 비대칭성 (Chirality)의 차이를 주고 흡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  두께와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  두께를 비교했다. 그 실험 결과는 그림 3.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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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반도체성과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 흡수 특성 비교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는  파장대역 근처에서 가장 많은 흡

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는 

파장대역 근처에서 흡수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본 논문 2장 4절 탄소 나노튜브의 배경이론은 다룬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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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자 비대칭성에 따른 상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가 가지는

 파장대역에서의 최대 흡수 특성은  천이에 대응하고,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가 가지는  파장대역에서의 최대 흡수 특성은 

천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은  천

이는  파장대역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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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께

반도체성과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 각각에서 , , ,

,  다섯 가지 두께 차이를 둔 샘플의 흡수 특성을 측정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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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 두께에 따른 흡수 특성

그림 3.3.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는 앞서 1.

분자 비대칭성에 살펴본 것처럼 1060nm 파장대역 근처에서 탄소 나노튜

브가 가장 많은 흡수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서 흡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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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 두께에 따른 흡수 특성

그림 3.3.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도  파

장대역 근처에서 탄소 나노튜브가 가장 많은 흡수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흡수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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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탄소 나노튜브가 포화성 흡수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 간단한 제작과정과 프린팅 방식을 통해 탄소 나노튜브 포화

성 흡수체를 제작하였다. 모드 잠금 레이저를 구성해 제작한 탄소 나노

튜브 포화성 흡수체와 기존 상용 포화성 흡수체와 비교를 하고, 분자 비

대칭성을 구분한 반도체성과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의 파장에 대한 흡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터븀 첨가 광섬유에서는  파장대역 근처에서 레이저가 발진

되고, 그 파장대역은 탄소 나노튜브의 파장 대비 흡수 특성에서  전

이에 알맞은 파장대역이다.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와 기존 상용

포화성 흡수체를 이용한 모드 잠금 레이저는 유사한 파장대역에서 모드

잠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흡수

가 적게 일어나서 완벽한 모드 잠금이 가능하진 않았지만, 반복률, 파워,

파장대역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경향성은 두 포화

성 흡수체가 유사한 결과를 냈다.

또한,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와 금속성 탄소 나노튜브를 구분해서

흡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파장대역 근처에서는 반도체성 탄

소 나노튜브의 흡수 가 우세하고,  파장대역 근처에서는 금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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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나노튜브의 흡수 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분

자 비대칭성을 가진 두 탄소 나노튜브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였을 때,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의 최고 흡수가 우세했고, 이는 앞 실험에서 사

용한 혼재된 탄소 나노튜브의 흡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프린팅 방식으로 측면 연마 광섬유에 직접 박막을 형성,

간단하고 빠른 방식을 통해서 제작한 포화성 흡수체로서 처음으로 모드

잠금 레이저까지 제작, 활용함에 의미가 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의 분

자 비대칭성과 포화성 흡수체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후에 탄소 나노

튜브 포화성 흡수체가 상용화 되었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레이저의 파장

대역에 맞는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를 선택하고 빠르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발전한다면, 모드 잠금 레이저 시스템

을 설계하는데 자유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패턴 형성이 가능

한 프린팅 방식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도파로를 제작하는 데에도 응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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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Carbon-Nanotubes-Based

Saturable Absorber by the

Inkjet-Printing Method and

Characterization of their

Chirality

Dongyoung Lee

Electric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aturable absorber is an important optical component where its role

is to generate short pulses in applications such as passive mode

locking and Q-switching of lasers. Carbon nanotubes with an optical

characteristic similar to saturable absorber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by taking an advantage of simple and low cost in fabricat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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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ble absorber with carbon nanotubes.

Unlike the conventional methods like spray and spin-coating to

simply form a film on a substrate, a printing method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facilitate to control the thickness and density of thin

film consisting of carbon nanotubes. This enables to increase

uniformity of carbon nanotubes, and it will significantly enhance the

quality consistency in developing of commercialized devices using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 Moreover, a printing method can

be applied on multiple substances: graphene, and so on. Further

application on waveguide based on pattern-forming printing method is

another merit.

Therefore, a saturable absorber based on carbon nanotubes printed

on the side-polished optical fiber was firstly developed and analyzed.

After configuration of passively mode-locked fiber laser for both

saturable absorber alone and with carbon nanotubes, We could

confirm that there wa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output

characteristics.

Carbon nanotubes can alter its characteristic between metallic and

semiconducting by selecting molecule chirality. As a final ste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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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differing the thicknesses of metallic and semiconducting

samples to observe the change in saturable adsorption, and the

results from this experiment impacted on the adsorption wavelength

of carbon nanotub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improve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 in the appropriate range of pulse laser

wavelength for producing passive mode locking laser.

Keywords: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

Side-Polished Fiber, Chirality, Fiber Laser, Pulse Laser

Student Number: 2013 - 2084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배경이론
	제 1 절 레이저
	1. 레이저
	2. 모드 잠금 레이저

	제 2 절 광섬유
	1. 광섬유 레이저
	2. 측면 연마 광섬유

	제 3 절 포화성 흡수체
	제 4 절 탄소 나노튜브
	제 5 절 잉크젯 프린팅 방식

	제 3 장 실험과정 및 결과
	제 1 절 측면 연마 광섬유 제작
	제 2 절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1. 탄소 나노튜브 포화성 흡수체 특성
	2. 모드 잠금 레이저에서 포화성 흡수체 비교

	제 3 절 탄소 나노튜브 분자 비대칭성
	1. 분자 비대칭성
	2. 두께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