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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4년, R. H. Dicke는 입자단에 대하여 집단적 자발 방출이

일어남을 제안하였고, 이 현상은 초방사라 명명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초방사 시스템을 일차원에 대하여 해석적 그리고 수치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응용으로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및 레이

저 가동을 위한 펌프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반복적 예측-수

정자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초방사 시스템의

커플링 조건 및 펌프의 조건을 구하였다. 이때 두 개의 초방사 시

스템은 향후 다수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모델링하고 수치해석하였다.

주요어 : 초방사, 집단적 자발 방출, 펄스, 레이저, 유한차분 시간영역

법, 모델링

학 번 : 2014 - 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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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광섬유 레이저는 지난 수십 년간 높은 파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

펙트럼과 펄스 길이를 운용할 만큼 지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2004년 1

kW를 넘은 것을 필두로 현재는 Spectral beam combining 기술을 통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파장 대역의

광섬유 레이저 및 극초단 펄스 역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1-4]. 그러

나 자발 방출로 인한 노이즈의 생성은 신호 증폭 시, 신호 잡음비를 감

소시키고, 증폭률을 감소시켜 연구의 한계가 되고 있다. 그러한 자발방출

로 인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방사(Super-radiance) 현상이 연구

되어 왔다. 초방사는 1954년 R. H. Dicke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이론적,

실험적으로 증명된 여기된 원자들의 집단적 자발 방출 현상이다[5]. 초방

사 현상은 들뜬 상태 원자들의 위상이 중첩되면서 강한 자발방출을 일으

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방사 현상을 이용하여 반도체 초방

사 레이저나, 리드버그 원자 가스 초방사 레이저, 그리고 광학 격자 공진

기 초방사 레이저와 같은 형태는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6,7,8], 변조와 제

어가 용이한 전광 시스템(All-optical system) 형태의 초방사 레이저는

연구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All-optical super-radiance pulse laser)를 제안하여 모델링하고 이에 대

하여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모델 내 초방사 시스템의 특성 및 커플링 조건에 대

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일차원 단일 초방사 시스템에 대하여 해석적

으로 풀이하고,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용하여 단일 초방사 현상을 모

사하여, 노이즈 및 입자 개수 밀도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다. 그리고 커플

된 두 개의 초방사 시스템에 대하여 거리 차이 및 입자 개수 밀도 차이

에 따른 커플링 효율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여, 다중 초방사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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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 조건을 도출한다. 둘째,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의 밀도 반전 방

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단열적 반전 펄스 펌핑(Adiabatic

inversion pulse pumping)을 제안하며, 단열적 반전 펄스 펌핑을 하기

위한 펄스의 조건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한

다. 이때 블로흐 구(Bloch sphere)에서 단열적 반전 펄스의 토크와 자연

적 초방사 방출 토크를 비교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에서는 연구의 개요 및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구성에 대하여 이

야기 한다. 제 1장 서론 제 2절 배경이론에서는 초방사 현상을 수치해석

적으로 구현하고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유

한차분 시간영역법, 맥스웰-블로흐 시스템, 초방사, 그리고 단열적 반전

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설명한다. 제 2장 본론 제 1절에서는 단일 초방

사 시스템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풀이하고, 노이즈 조건과 입자 밀도에

따른 초방사 현상을 분석한다. 제 2장 본론 제 2절에서는 커플된 두 개

의 초방사 시스템에 대하여, 거리 및 밀도 차이에 따라 커플링 효율을

살펴봄으로써 초방사 시스템 설계 조건을 도출한다. 제 2장 본론 제 3절

에서는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및 펌프 펄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 3장 결론에서는 전광 초방사 펄

스 레이저 설계 조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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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경이론

1. 유한차분 시간영역법 (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유한차분 시간영역법(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이하

FDTD)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이다. FDTD는 시간과 공간

을 정의한 뒤에 그 시공간 속 물리계를 모델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컴

퓨터의 계산 양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리 방정식의 제한이 없

으며 시공간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FDTD는 1966년 Kane

Yee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9]. 이때 FDTD는 Maxwell 방정식과 같은

미분방정식 문제를 수치해석학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Yee algorithm이라

하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1. 일차원 FDTD 시간-공간 격자

1. 시공간을 격자로 분리한다. 그리고 Ampere의 법칙과 Faraday의

법칙을 유한차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을 설정한다.

2. 시간 T에서의 자기장 값과 T+1/2에서의 전기장 값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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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1일 때의 자기장의 값을 얻는다.

3. 시간 T+1/2에서의 전기장 값과 시간 T+1에서의 자기장 값을 이

용하여 시간 T+3/2에서의 전기장 값을 얻는다.

4. 2번과 3번 과정을 반복한다.

1차원 시스템에서는 (그림 1.2.1.)과 같은 격자를 정의한 이후, ★ 지

점과 ◆ 지점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유한차분으로 변환하여 전자기파를

모델링할 수 있다.

소스가 없을 때, Maxwell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는 전기장이며, 

는 자기장, 은 공간의 유전율(Permitivity), 는 공간의 투자율

(Permeability)이다.

  


 (식 1.2.1.)

  


 (식 1.2.2.)

이를 유한 차분으로 바꾼 뒤에, (식 1.2.4.)와 (식 1.2.6.)을 번갈아 반

복 계산하면 1차원 시스템에서의 전자기파를 모델링할 수 있다.



  
 




 


 


  


 




(식 1.2.3.)

   


 


 


  


 


 (식 1.2.4.)



 


 


  


 




 




  
(식 1.2.5.)

 


 


   


 


 


   (식 1.2.6.)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을  으로 정의하면 고정단 반사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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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공진기(Laser resonator)를 구성하는 것보다

단일 방향 형태의 초방사 현상과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모델링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경계에서는 반사 없이 흡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이

를 PML(Perfect matched layer)라 한다. 이 방법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

는 완전 흡수 매질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PML을 수치해석적 형태로 표

현하면 아래와 같다. 1차원 맥스웰 방정식을 손실 매질(Lossy material)

에서 쓰면 (식 1.2.8.), (식 1.2.10.)과 같이 쓸 수 있다. 는 전기장의 전

도율(Conductivity)이고 은 자기장의 전도율(Conductivity)이다.

 
 ∇× (식 1.2.7.)

     (식 1.2.8.)

 
 

 ∇× (식 1.2.9.)

    (식 1.2.10.)

이때 각 부분의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2.11.)

매질이 달라질 때, 파의 반사율(Reflection coefficient)은 다음과 같다.

   

  
(식 1.2.12.)

반사가 없기 위해선 모든 위치에서 특성 임피던스가 같으면 된다. 즉

(식 1.2.13.)과 (식 1.2.14.)를 동시에 성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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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13.) 그리고 


 


(식 1.2.14.)

손실 매질에서의 1차원 맥스웰 방정식을 유한차분으로 (식 1.2.15.) 및

(식 1.2.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각각 (식 1.2.16.)

및 (식 1.2.18.)과 같다.

 


 


  


 






 


 


  


 






  

(식 1.2.15.)

 


 


 


 


 










  

(식 1.2.16.)

   



  


 


 


  


 




(식 1.2.17.)

  










  


 


  


 




(식 1.2.18.)

결론적으로 (식 1.2.13.)과 (식 1.2.14.)이 정의된 공간 상에서 (식

1.2.16.) 및 (식 1.2.18.)을 반복 계산하면 PML이 정의된 공간에서의 전자

기파를 모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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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스웰-블로흐 시스템 (Maxwell-Bloch system)

맥스웰 블로흐 시스템은 맥스웰 방정식(Maxwell equation)과 광학적

블로흐 방정식(Optical Bloch equation)이 커플링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10,11]. 광학적 블로흐 방정식은 준고전적 시스템(Semiclassical system)

에서의 이준위 원자(Two-level atom)와 빛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정

식이다. 바닥 상태(Ground state)를 a-state, 들뜬 상태(Excited state)를

b-state라 가정하면 광학적 블로흐 방정식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12,13,14]. 시간관련 슈뢰딩거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식 1.2.19.)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으로, 는 비섭동 해밀토

니안이며, 는 전기장, 는 위치벡터, 는 입자 전하의 크기이다. 즉 이

시스템은  in t  ∙ , 이중극자와 전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가

증감한다. 시간관련 슈뢰딩거 방정식은 density of states operator 로

기술하기 위해 Liouville 방정식으로 치환할 수 있다.

   (식 1.2.20.)

  인 commutator 오퍼레이터이다.

       
 




 

    

 
이고,     

 
임을 이용하면,

  에 대해서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를 얻을 수 있다.

 
















 


(식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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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토니안을 Liouville 방정식(식 1.2.20.)에 대입하면, (식 1.2.22.)를

얻는다.

  

 
           

          
(식 1.2.22.)

위 식에서     ,      ,     로 놓으면,

  


에 대해서 블로흐 방정식(Bloch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은 라비 주파수(Rabi frequency)라 한다.





























  

   

   

















(식 1.2.23.)

여기서 수명 감쇠(Lifetime decay)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추가

된다.





























  

   

   
































 

 




  

















  

(식 1.2.24.)

은 들뜬 상태의 수명(Lifetime)이고, 은 영위상화 시간(Dephasing

time)이며, 는 시스템에서 초기 밀도 반전(Population inversion) 값이

다. 펌핑이 없는 상태를 고려하면 밀도 반전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

로 가려하기 때문에, 밀도 반전 는 항상   로 향한다. , , 축

에 대하여 블로흐 벡터  를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블로흐 방정식

을 보면 블로흐 벡터  는   축에 대해 각속도 로 회전하며,

전기장이 걸리면  축에 대해 각속도 로 회전한다. 블로흐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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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에 대하여 회전시키는 펄스를  펄스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 시키는 펄스를 


펄스라 한다[15,16].

맥스웰-블로흐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블로흐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

이 거시 편극(Macroscopic polarization)으로 커플링 되어 있다. 맥스웰-

블로흐 시스템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은 (식 1.2.25.), (식 1.2.26.)과 같이

표현되며, 이때 거시 편극은 (식 1.2.27.)과 같이 표현된다. 은 단위

부피당 입자 개수 밀도(Number density)이다.


 

 ∇× (식 1.2.25.)


 

 ∇× 



 (식 1.2.26.)

     (식 1.2.27.)

맥스웰 블로흐 시스템은 3개의 블로흐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의 전

기장에 커플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 1장 제 2절 1항 FDTD에서 설명

한 알고리즘에 비하여 발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반복적

예측-수정자 방법(Iterative predictor-corrector method)을 이용한 FDTD

이다[17].

          (식 1.2.28.)

(식 1.2.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을 유한차분만으로는 구할 수

없을 때,   와 같은 임의의 값을 예측하여 유한차분 식을 풀이한

뒤에 나온 결과     를 다시 예측값에 넣어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때, 예측값과 결과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반복을

중지하고 그 값을 해로 규정한다.

유한 차분을 이용하여 맥스웰-블로흐 시스템을 IPC-FDTD (Iterative

predictor-corrector FDTD)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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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2.29.)

 


 


   


 


 


  




 


 


  


 







 


 


  


 




(식 1.2.30.)

 


 


   


 







 


 


  


 




(식 1.2.31.)

 


 


   


 






  


 


   


 




∙ 

 


 


  


 






(식 1.2.32.)

 


 


   


 






  


 


   


 




∙ 

 


 


  


 






(식 1.2.33.)

 


 


 (식 1.2.34.)

 


 


 (식 1.2.35.)

  





 


 (식 1.2.36.)

  


 


 


 (식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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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식 1.2.38.)

(식 1.2.29. ~ 식 1.2.38.)로 물리계를 정의한 뒤, IPC-FDTD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맥스웰-블로흐 시스템을 수치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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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방사 (Super-radiance)

초방사(Super-radiance)는 1954년 R. H. Dicke가 처음 제안한 현상으

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이준위 시스템이 방출 파장 이내 거리에서 자발

방출이 결맞아 방출되는 것이다[5]. 초방사 현상은 많은 개수의 전기적

이중극자 모멘트(Electric dipole moment)의 위상 결맞음이 거시적 전기

장 방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커플링된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

록 초방사의 세기(Intensity)는 입자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방출된다.

이는 입자의 위상이 결맞으면서 방출 전기장이 입자 개수에 비례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방사가 발생할 때, 밀도 반전의 수명시간

(Lifetime)과 시간적 펄스 너비는 입자 개수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를 R.

H. Dicke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수많은 입자들의 축퇴 상태

(Degenerate state)로 설명하였으며, Burnham과 Chiao는 준고전적 관점

에서 거시적 이중극자 모멘트로 해석하였다[5, 12, 18]. 본 항에서는 포톤

에코(Photon echo)현상을 통해 초방사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9, 20].

그림 1.2.2. 블로흐 벡터를 이용한 포톤 에코 및 펄스 타이밍 모식도

이준위 물질로 이루어져있는 블로흐 벡터에 


펄스를 인가하면 밀도

반전은 0이 된다. 이때 물질의 불균질성(Inhomogeneity)으로 인해, 블로

흐 벡터의 공명 주파수는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 즉 회전 각속도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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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각각 블로흐 벡터는 중심 벡터에 대하여 발산하게 된다.  시간

뒤,  펄스를 인가하면 모든 벡터들은  축에 대하여 180만큼 회전

하게 된다. 또 다시  시간 이후에는 블로흐 벡터들이 모이게 되면서

거시 편극을 형성하며, 이때 포톤에코가 발생한다. 블로흐 벡터가 한 점

으로 모이게 되면, 모든 입자의 쌍극자 위상이 동일해지는 상태가 되는

데(Phase-locking), 이를 초방사 상태(Super-radiant state)라 한다. 따라

서 포톤 에코 역시 입자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발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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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열적 반전 펄스 (Adiabatic inversion pulse)

단열적 반전은 블로흐 시스템을 완전 반전(Fully inversion)시키는 방

법 중 하나이다[21].

그림 1.2.3. 단열적 반전 모식도

블로흐 공간에서의 회전 프레임(Rotation frame)을   축에 대하여

 로 회전시킨 새로운 블로흐 벡터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cos  sin 

sin cos 
  

















(식 1.2.39.)



- 15 -

블로흐 벡터 ′를 (식 1.2.23.)를 대입하면 (식 1.2.40.)으로 간략화할

수 있다. 이때     , 이조(Detuning)를 의미한다.








′
′
′
















   sin 

  cos

sin  cos 











′
′
′

(식 1.2.40.)

 cossin  에 대해서 
′ ′×임이 성립하며,

이는 ′가 회전 벡터 를 중심으로 회전함을 의미한다. 이때  역시

캐리어 주파수는 이므로, 를 시간 평균하면

  


    이다.

이때 이조(Detuning)를 에서  , 그리고 펌프의 세기를 에서

까지 변화시킨 다음 다시 으로 만들면, 회전 벡터 는 (그림 1.2.3.)

에서의 굵은 파란색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즉,   축에서 

축으로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축까지 이동하게 된다. 블로흐 벡터

′는 에 대해서 회전하며 를 따라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블

로흐 벡터를 –1에서 +1까지 올리는 방법이 단열적 반전이다. 펌프 펄스

의 시간 너비를 이라 하면,  ≫


일 때, ′ 벡터는 안정적으

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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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일차원 단일 초방사 시스템

본 절에서는 일차원에서 초방사 시스템이 하나일 때, 모델링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다. 해석적 풀이를 통해, 일차원 초방사 시스템의 방출 전

기장 특성을 예측하고 제 3절에서 단열적 반전 펄스 해석의 기반을 마련

한다. 그리고 일차원 초방사 시스템에서의 노이즈 및 입자 개수 밀도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초방사 시스템의 동작 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다.

수치해석에서는 커플링 상수  ×  를 사용한다[17]. 그리

고 입자 개수 밀도에 대하여서는     근방을 사용한다. 본 수

치해석에서 의미하는 입자 개수 밀도는 커플링된 입자의 개수 밀도를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일 때 입자 개수 밀도는  ∼

   범위이다[22]. 그러나 입자들이 방출 파장 이내 거리에서 결맞으

면, 커플링된 입자 개수 밀도는 실제 입자 개수 밀도보다 더 큰 값을 가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자들이 결맞지 않는다면, 커플링된 입

자 개수 밀도는 실제 입자 개수 밀도보다 더 작은 값은 갖는다. 초방사

현상은 , 시간이 충분히 길 때 발생함을 수치해석적으로 증명되었다

[18, 23]. 그렇기에 앞으로의 논의에서 ,  시간은 매우 길다고 가정

한다. 초기 조건을  ,  ,  이고 화이트 노이즈를 인가하였

을 때, IPC-FDTD를 이용하여 맥스웰-블로흐 시스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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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a) 초방사 방출시 전기장 (b) 초방사 방출시 블로흐 벡터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이즈만 인가했을 뿐이지만, 자기 시

동(Self-starting)이 되어 펄스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출시

블로흐 벡터는 회전하면서   에서  로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

은 초방사 방출 트리거의 근거가 된다.

1. 단일 초방사 시스템의 해석적 풀이

단일 초방사 시스템의 경우에는, 맥스웰 블로흐 시스템을 간단한 근

사를 이용하여 해석적 풀이가 가능하다. (그림 2.1.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블로흐 벡터는  축을 중심으로 의 각속도로 회전하며 감소한

다. 이때 방출 전기장은 거시 편극에 따라 형성되므로 (식 1.2.27.)에 따

라, 의 움직임 역시 블로흐 벡터를 따라간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1.1.), (식 2.1.2.), 그리고 (식 2.1.3.)과 같다. 이때   
 이

고, 는 전기장의 엔벨로프, 그리고 과 는 각각의 위상이다.

 cos  (식 2.1.1.)

 sin  (식 2.1.2.)

 cos  (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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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시간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맥스웰

-블로흐 방정식을 (식 1.2.23.)과 같이 쓸 수 있다.





























  

   

   

















(식 1.2.23.)

두 번째 식   에 (식 2.1.1.), (식 2.1.2.), (식 2.1.3.)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sin        


  


cos    (식 2.1.4.)

(식 2.1.4.)이 시간에 따라 항상 성립하려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의 위상이 같아야한다. 그러므로 (식 2.1.5.)이 성립한다.

    


(식 2.1.5.)

(식 2.1.5.)은 단일 초방사 시스템의 초방사 방출시 편극과 전자기파

사이 위상이 항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식을 이용하면

 ,  ,  , 를 시간에 따라 해석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1D FDTD 시

스템에서 발진원에서 전기장은 대칭적으로 발산한다. 이를 (식 2.1.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식 2.1.6.)

(식 2.1.6.)을 이용하여   에서 z에 대하여 두 번 편미분한 값을 유

한차분 방식으로 (식 2.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유한차분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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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이다.


 




cos cos cos (식 2.1.7.)

가 매우 작다는 가정을 하면,   에서의 
를 간략화할 수 있

다.


   

sin    
(식 2.1.8.)

  에서 시간에 대하여 전기장을 두 번 편미분한 값은 전기장의 엔

벨로프(Envelop)가 느리게 변한다는 가정(Slowly varying envelope

approximation, 이하 SVEA)을 통해 구할 수 있다.


  

 cos    (식 2.1.9.)

  에서 시간에 대하여 편극을 두 번 편미분한 값은 (식 1.2.27.)을

이용하여 SVEA를 통해 (식 2.1.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식 2.1.10.)

(식 2.1.8.), (식 2.1.9.), 그리고 (식 2.1.10.)을 종합하여 맥스웰 방정식

(식 2.1.11.)에 대입하면, (식 2.1.12.)를 얻을 수 있다.


  

  



 (식 2.1.11.)




cos  


sin





cos
 (식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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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이용하여 좌변을 무시하면,  에 대하여 (식

2.1.12.)을 정리할 수 있다.

  





  


  (식 2.1.13.)

(식 2.1.13.)과 세 번째 블로흐 방정식(식 2.1.14.)을 이용하면 를 시

간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식 2.1.14.)

이때   


  


sin    이므로, 를 (식 2.1.15.)과 같

이 정의하면, (식 2.1.14.)을 (식 2.1.16.)로 만들 수 있다.

 ≡


(식 2.1.15.)

  
sin     (식 2.1.16.)

(식 2.1.16.)에 따라 는 항상 음수이므로, 초방사 방출시 밀도 반전

은 항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

였으므로, 블로흐 벡터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식

2.1.16.)을 일차미분방정식 (식 2.1.17.)로 변환할 수 있다.







 sin

     (식 2.1.17.)

(식 2.1.17.)을 풀면,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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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n 

 
 


sin     sin        

 (식 2.1.18.)

   
 임을 이용하면 나머지  ,  , 를 구할 수 있다.

해석적 풀이를 이용하여  값에 따라 펄스 너비와 초방사 펄스가

발진되는 시간의 경향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식 2.1.18.)에서

사인항은 긴 시간에 대하여 주요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일 때가 펄스 피크이므로 (식 2.1.19), (식 2.1.20)을 얻을 수 있다.

ln 

 
   (식 2.1.19)

≈







(식 2.1.20)

  ln

 
이다. 펄스 발진 시간은 커플링된 입자 개수 밀도에 반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펄스 너비는 시간 대 광학 세기의

반값전폭(Full width at half-maximum, 이하 FWHM)으로 보면,


   

∝
   이므로,  


즉,  ±


가 되는 사이 시간이

다. 즉 펄스 시간 너비는 (식 2.1.21.)과 같이 주어진다.

  


  

  
 


 




(식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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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일 때, 초방사 현상의 수치해석(파랑, 실선)과 해석적

풀이(빨강, 점선) (a) 시간에 따른 초방사 전기장 (b) 시간에 따른 밀도반전

(그림 2.1.2.)은     일 때, 수치해석 결과와 위 계산결과를

이용한 해석적 풀이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초기조건이 미지수이기 때문

에, 이를 매칭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1.2.)를

보면 해석적 해와 수치해석적 해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해석적 해와

수치해석적 해 사이 펄스 너비의 오차는 SVEA에 의한 근사로 인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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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이즈 특성에 따른 발진 시간

인가하는 노이즈의 크기에 따라 발진 시간이 달라진다. 수치해석 결

과는 (그림 2.1.3)과 같다.    ,  , 그리고 초방사

시스템의 초기 조건은  으로 한다. 인가하는 노이즈의 크기를

  ~로 10배씩 증가시켜가며 수치해석하였다.

그림 2.1.3. 노이즈 크기에 따른 초방사 펄스 방출 시간

노이즈의 크기가 클수록 발진시간이 빨라진다. 이때 노이즈의 크기에

대하여 로그 스케일로 커질수록 발진시간은 반비례하여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부피 에 국한된 전기장 공진 모드에 대하여, 에

너지의 진공 변동(Vacuum fluctuation)은 이다. 이를 통해 대략 전

기장 노이즈를 ∼ ∼  로 유추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

음과     ∼  로 정의된다[18].

1) (그림 2.1.3.)의 선형 추세선은 다음과 같다. ,   일 때,

   log 이다. 이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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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 개수 밀도에 따른 특성

제 1장 제 2절 초방사에 대한 배경이론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입자

개수 밀도가 높아질수록, 펄스 전기장의 세기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스펙트럼의 FWHM 역시 입자 개수 밀도에 비례한다. 이를

  ∼   까지 변화시켜가며 펄스 전기장의 피크 세기와 스펙

트럼의 FWHM을 수치해석하였다. 초방사 시스템의 공명 진동수를

  로 고정하고, 초기 조건을  으로 하였다.

그림 2.1.4. (a) 입자 개수 밀도에 따른 피크 전기장, (b) 입자 개수 밀도에

따른 펄스 스펙트럼의 FWHM

입자 개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와 펄스 스펙트럼의

FWHM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

결과와도 큰 오차를 보이지 않는다. 이론 결과는    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입자 개수 밀도에 방출 전기장의 세기가 비례한다

는 사실은 위 시스템이 초방사 현상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각

그림의 삽도는 log의 값에 대하여 피크 전기장과 FWHM을 구한 그

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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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

본 절에서는 초방사 시스템이 두 개 있을 때, 다양한 조건에 따른 두

개 사이의 커플링 효율을 보고, 그에 따라 초방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한 공학적 조건을 탐구한다. 시스템이 두 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은 서로

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반전 밀도와 위상에 영향을 준다. 동일한 두 초

방사 시스템에 대하여 거리 차이를 변화시켜가면서, 거리에 따른 커플링

효율을 탐구한다. 그리고 거리는 일정하나, 입자 개수 밀도 차이를 변화

시켜가면서, 입자 개수 밀도 차이에 따른 커플링 효율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초방사 시스템 사이 거리 및 입자 개수 밀도 차이가 커플링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1.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의 해석적 풀이

그림 2.2.1.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 모식도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에서는 맥스웰-블로흐 시스템의 정상해

(Steady solution)를 구하여 대략적인 해석적 풀이가 가능하다.   인

경우, 가운데 부분에서 는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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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에서의 시스템은 아래첨자 L,  에서의 시스템은 아래

첨자 R로 표기한다. 맥스웰-블로흐 시스템에서의 전기장은 (그림 2.2.1.)

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식 2.2.1-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2.1.)

은   에서의 전기장이며, 는 그 전기장의 엔벨로프와 는 그 전

기장의 위상을 의미한다.   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기장이 중첩되므로, 전기장은 정상상태가 된다. 즉 이 부분에서의 전기

장은 (식 2.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그 전기장의 엔벨로프이

며, 는 위치의 위상, 는 시간의 위상을 의미한다. (식 2.2.3.)은

 에서의 전기장이며, 는 그 전기장의 엔벨로프와 는 그 전기

장의 위상을 의미한다.

cos (식 2.2.1.)

coscos (식 2.2.2.)

cos  (식 2.2.3.)

이때   에서와  에서 전기장이 같다는 경계조건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at    (식 2.2.4.)

 cos at    (식 2.2.5.)

  at   (식 2.2.6.)

cos at   (식 2.2.7.)

    (식 2.2.8.)

우선   에서, 제 2장 1절의 단일 초방사 시스템의 해석적 풀이와

같이 (식 2.2.4-8.)을 이용하여 (식 2.2.9-12)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 (식 2.1.11.)에 대입하면 (식 2.2.13.)과 (식 2.2.14.)를 얻을 수 있다.


  

cos    (식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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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cos        cos    (식 2.2.10.)


 


sincos sin  (식 2.2.11.)


 


cos


 (식 2.2.12.)

 


(식 2.2.13.)

 


 (식 2.2.14.)

 에서도 위와 같이 계산하여 (식 2.2.15-20.)을 얻을 수 있다.


  

cos    (식 2.2.15.)


 




cos  cos     cos      cos    (식 2.2.16.)


 


sincos sin  (식 2.2.17.)


 


cos


 (식 2.2.18.)

  


(식 2.2.19.)

 


 (식 2.2.20.)

(식 2.2.20.)은 (식 2.1.13.)의 두 배의 크기를 가진다. (식 2.2.14.)와

(식 2.2.20.)이 같음을 이용하면   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초방

사 시스템의 편극 및 전기장의 엔벨로프는 동일하다. 미지수 를 알아

내기 위해선, 초기조건 문제를 풀어야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정수 m에 대하여   임을 이용하여 해석해 볼 것이다. 이는 수

치해석적으로 얻어낸 경향이다. 임의의 정수 m에 대하여   이

라면,       이므로,  


이고  



이다. 이를 (식 2.2.5.)와 (식 2.2.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식 2.2.21)과 (식 2.2.22.)는 m이 짝수일 때 와 이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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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과 (식 2.2.24.)는 m이 홀수일 때 와 이다.

 cos  cos


 (식 2.2.21.)

 cos  cos


 (식 2.2.22.)

 cos  sin


 (식 2.2.23.)

 cos  sin


 (식 2.2.24.)

이는   이면, 방사되는 전기장이 로 (식 2.1.13.)과 비교해 볼

때 시스템이 하나일 때에 비하여 2배 커진다.

그림 2.2.2.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의 거리에 따른 커플링 효율의

해석적 풀이와 수치해석의 비교

두 초방사 시스템 사이의 거리가   일 때,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의 거리에 따른 커플링 효율은 (그림 2.2.2.)와 같이 나타난다. 파

장 절반의 정수배일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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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 차이에 따른 특성

본 수치해석에서는    ,  로 유지하고, 두 초방

사 시스템 사이 거리를 씩 증가시켜가며 진행하였다. 두 초방사 시

스템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플링 효율이 감소하는데, 이를 수치해석

적으로 증명하고, 공학적 응용시 공정 시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커플링

효율은 발진 펄스의 대역폭으로 알 수 있다. 두 시스템 사이 커플링이

이루어졌을 경우, 단일 초방사 시스템일 때보다 입자 개수 밀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수명시간(Lifetime)이 감소하

게 된다. 그에 따라 펄스 대역폭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 2.1.4.(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커플링된 입자의 개수에 따른 펄스 대역폭의 선형 증가

성은 초방사 시스템의 커플링 척도가 된다. 커플링 효율값은 제 2장 1절

3항에서 수치해석으로 계산한 ×   일 때 방출 전기장의

FWHM 결과를 이용하여,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에서의 방출 초방사

펄스 스펙트럼의 FWHM에 나누어준 값을 커플링 효율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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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의 거리에 따른 커플링 효율

(그림 2.2.3.)은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에서 노이즈를 인가하여 자

가 시동을 시켰을 때, 방출 초방사 펄스 스펙트럼의 FWHM을 측정하였

다. 커플링 효율은 ×   일 때 FWHM 값인 150THz를 기준

으로 계산하였다. 위 수치해석은 노이즈의 임의성을 고려하여 5회 반복

수행한 평균값이다. 거리가 초방사 시스템의 공명 파장  이상 떨어지

면, 거리가 파장 이내에 있을 때에 비해 대략 절반 정도의 커플링 효율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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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거리에 따른 커플링 효율, 두 시스템의 초기 위상 차이를 주었다.

(a) 초기 위상 차이:  (b) 초기 위상 차이:  (c) 초기 위상 차이:  (d)

초기 위상 차이: 

(그림 2.2.4.)는 노이즈로 자가 시동(Self-starting)을 하지 않고, 위상

차이를 가진 채 작은 초기 값으로 시동되었다고 가정한 뒤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위 결과를 보면, 거리가  이하일 때가  이상일 때보다 커

플링 효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거리에서라도 위상

차이에 따라 커플링 효율이 다르다. 즉 노이즈로 자가 시동된 (그림

2.2.3.)과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위상 차이가 정해져 (그림 2.2.4.)의 평

균값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떨어진 거리가 대략  일 때는 거

리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커플링 효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특이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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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 개수 밀도 차이에 따른 특성

본 수치해석에서는 커플된 두 초방사 시스템을  ,

 


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쪽은     , 나머지 한쪽은

 ~   까지 변화시켜가며 커플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커

플링 효율은 제 2장 2절 2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

다.

그림 2.2.5. 입자 개수 밀도 차이에 따른 커플링 효율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자 개수 밀도의 차이는 커플링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차이에 상관없이 커플링 효율은 거의 1에 가깝다.

      부근에서 커플링 효율이 0.7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자 개수 밀도가 비슷하면 두 초방사 시스템 사이 상

호작용으로 인해 커플링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33 -

제 3 절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본 절에서는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모델 및 초방사 시스템의 밀도

반전을 위한 펌프를 새로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일차원 IPC-FDT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한다. 기존 초방사 펄스 레이저는 공진기 이조(Cavity

tuning)을 이용하거나[7,8], 레이저 다이오드에 강한 전기장을 걸어 양자

점(Quantum dot)을 펌핑시킴으써 초방사 펄스를 발진한다[24]. 본 논문

에서의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는 안정적인 밀도 반전을 위하여 단열적

반전 펌핑(Adiabatic inversion pumping)을 이용한다[25]. 이때 초방사

시스템의 밀도 반전을 위한 펌프 조건은 블로흐 구에서의 단열적 반전

펄스 펌프에 의한 토크와 자연적 초방사 방출에 의한 토크를 비교하는

새로운 해석적 방법을 사용한다.

1. 시스템 구성 및 펌프 디자인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All-optical super-radiance pulse laser) 모

델은 다음과 같다. 초방사 시스템으로 도핑된 광섬유에 단열적 반전 펄

스(Adiabatic inversion pulse)를 이용하여 밀도 반전을 한다. 그 뒤에 노

이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초방사 펄스가 발진된다. 단열적 반전 펄스와

초방사 펄스를 펄스 피커(Pulse picker)로 분리하여 초방사 펄스 트레인

을 얻게 된다.

그림 2.3.1.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모델

(그림 2.3.1.)과 같은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디자인하

기 위해선, 광섬유 내부에 도핑된 초방사 시스템이 높은 효율로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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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야하며, 또한 적절한 단열적 반전 펄스 펌핑을 해야한다. 본 절

에서는 단열적 펌프 디자인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다. 단열적 반전 펄스

는 광학적으로 라비 진동을 일으키지 않고 입자의 상태를 들뜬 상태로

펌핑할 수 있다. 연속파 펌핑(Continuous wave pumpung)의 경우, 단점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확한  펄스를 인가하기 어렵다. 만약

 펄스와는 다른 에너지의 펄스를 인가하게 되면, 완전한 펌핑이 되지

않는다. 둘째, 초방사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펄스와 스펙트럼을 구분하기

어렵다. 연속파 펌핑은 라비 진동을 통해 밀도 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방사 시스템과 같은 주파수를 가져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시스템에서는 단열적 반전 펄스를 이용하여 펌핑을 한다.

그림 2.3.2. 블로흐 구(Bloch sphere)에서 복원 와

자연적 초방사 방출 토크 

단열적 펄스 펌프를 디자인하기 위해, 블로흐 벡터에 대한 토크를 계

산한다. 초방사 현상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반전시키도록 제대

로 디자인되기 위해선, 단열적 반전 펄스에 의해 회전 축 방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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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원 토크 가 자연적 초방사 방출 토크 보다 항상 커야한다.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 동안 블로흐 벡터와 회전 벡터의 사이

각도가 커져 단열적 반전 과정이 불안정해진다.

을 구하기 위해선, 단일 초방사 방출 시스템 식에서 

 을

구하면 된다.

cos   , sin    
 이므로, 이 식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

면 (식 2.3.1.)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식 2.3.2.)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식을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식 2.3.3.) 


을 얻

을 수 있다.



cos
 sin





(식 2.3.1.)




 














(식 2.3.2.)





 











 






(식 2.3.3.)

  
이고, (식 2.1.16.) 


   

sin    임

을 이용하면 (식 2.3.4.)을 얻을 수 있다.





 
sin

     sin     (식 2.3.4.)

이때 이 값을 시간에 대하여 평균하여  sin      


을 이용

하면 (식 2.3.5.)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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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5.)

회전 축 방향 복원 토크 는 단열적 반전 펄스와 블로흐 방정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제 1장 제 1절 배경이론 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로흐 벡터는 회전 벡터  cossin  에 대해서


′ ′×이 성립하며,  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 ′× 이

다. 
′ ′× 의 역학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은  를 중심으

로 회전한다. 두 벡터 사이 각도를 라 하면, 회전하는 속도는

   sin이다. 또한, 회전 반경이 sin이므로, 회전 각속도는    

가 된다. 구심가속도 회전반경×회전각속도임을 이용하면, 구심가속도는

  sin   임을 알 수 있다. 구심가속도는 Sphere 위에서

정의되었으므로, 

  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식 2.3.6.)을 유도할

수 있다.

   

     sin    (식 2.3.6.)

블로흐 벡터가 회전축을 잘 따라온다면, 회전축의 위치가

    일 때 블로흐 벡터의 위치는 sin ≦를 만족한다. 이는

블로흐 벡터를 잘 이끌기 위한 의 최댓값이   
 임을 의미한다.

단열적 반전 펌프는 블로흐 벡터와 멀어질수록 블로흐 벡터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블로흐 벡터는 회전축을 따라가게 된다.

 ≡    ,  ≡  라 정의하면 시스템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식 2.3.7)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다.

   (식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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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단열적 반전 펌프가 인가하

는 토크의 크기가 항상 자연적 초방사 방출 토크보다 커야한다. 만약 단

열적 반전 펌프 토크의 최대값보다 초방사 방출 토크가 크다면 안정적인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       이므로, (식 2.3.7.)은 (식 2.3.5.)

을 이용하면 (식 2.3.8.)과 동치이다.

 
    


 (식 2.3.8.)

블로흐 벡터가 회전 벡터 를 잘 따라온다고 가정하면,

  


,   


이 되므로, (식 2.3.8.)을 정리하면 안정

적 반전을 위한 단열적 반전 펄스 조건 (식 2.3.9.)을 구할 수 있다. 단열

적 반전 펄스를 디자인할 때, 와 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식 2.3.9.)이

성립해야한다.



  
 

 (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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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 조건은   ,   ,  ,




,  cos이다. 그리고 입자 개수 밀도  값

을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 하였다. 이 증가할수록,  값은 그에 비례

하여 증가한다. 그리고 노이즈를     의 크기로 인가하고

있다.

그림 2.3.3.     일 때, 시간에 따른 (a) 반전 밀도 (b) P , SR
그래프

   인 경우에는  인 구간이 길고 차이가 크기 때문

에  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2.3.3.)을 보면, 밀도 반전이 1까지

가지 못하고 0.1 근방에서 다시 감소한다. 시간에 따른 토크를 보면, 초

기엔 초방사 벡터의 토크가 펌프 토크보다 크고 그에 따라 단열적 반전

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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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일 때, 시간에 따른 (a) 반전 밀도 (b) P , SR
그래프

   인 경우에는 짧은 시간  에 성공하지만, 최종적으

로는 밀도 반전에 실패한다. (그림 2.3.4.)를 보면, 초기에 초방사 토크가

펌프 토크보다 조금 크지만,    일 때보다는 차이가 작다. 그

에 따라 를 1까지 올리기는 하나, 블로흐 벡터가 회전 벡터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므로 다시 –1로 감소한다.

그림 2.3.5.    일 때, 시간에 따른 (a) 반전 밀도 (b) P , SR
그래프

초반 0 ps 근방에서  ≈인 경우로, 0.2 ps일 때  로 반전이

되었다가 시간 0.2 ps와 0.25 ps 사이에서는 단열적 반전 펄스가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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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감소한다. (그림 2.3.5.(b)) 삽도는 0~5 fs 이내 시간에서의

토크 그래프이다. 삽도를 통해  인 부분에 의해 완벽한 반전에 실

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6.    일 때, 시간에 따른 (a) 반전 밀도 (b) P , SR
그래프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성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전된다.

(그림 2.3.6.(b))의 삽도는 0~5 fs 이내 시간에서의 토크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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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시간에 따른 초방사 전기장 그래프 (a)     (b)

     (c)     (d)    

     인 경우에는 모두 안정적으로 단열적 반전을

시키지 못하여, 초방사 펄스가 보이지 않거나(그림 2.3.7.a, b), 초방사 펄

스와 단열적 반전 펄스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그림 2.3.7.c). 그

에 비해    인 경우엔 초방사 펄스와 단열적 반전 펄스가 시

간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7.d). (그림 2.3.7.d)의

삽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간적 펄스 너비가  인 초방사 펄스가

방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방사 펄스는 집합적 자발 방출이기

때문에, 기존 펄스에 비하여 현격한 잡음특성 향상이 기대된다. 커플링된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시간적 펄스 너비가 짧아지고

제곱에 비례하여 피크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방사 펄스는 커플링된

입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평균 파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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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론을 통해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공학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제 2장 본론 제 1절에서는 단일 초방사 시스

템을 해석적으로 연구하고, 단일 초방사 시스템의 노이즈 및 입자 개수

밀도 특성을 연구하였다. 제 2절에서는 커플된 두 개의 초방사 시스템에

서, 거리 차이 및 입자 개수 밀도 차이에 따른 커플링 효율을 해석적으

로 연구하고 수치해석함으로써, 초방사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학적 기준

을 제시하였다. 제 3절에서는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및 밀도 반전을

위한 펌프를 제안하고 이를 블로흐 구에서 토크를 비교하는 해석적 방법

으로 분석한 뒤에, 수치해석으로 조건의 정확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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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원 반복적 예측-수정자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

용하여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디자인하고, 단일 초방사 시스템에서

의 해석적 풀이를 얻어내었다. 그리고 위 해석적 풀이 및 수치해석 결과

를 통해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구현을 위한 초방사 시스템의 커플링

조건 및 안정적 반전을 위한 단열적 반전 펄스의 조건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방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커플링 하기 위해선, 각 초

방사 시스템의 입자 개수 밀도는 상관없이, 초방사 시스템의 공명 주파

수의 파장  이내의 거리에 초방사 시스템이 위치하여야한다. 그리고

완전한 밀도 반전을 위한 단열적 반전 펄스는 모든 시간에 따라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전광 초

방사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적인 레이저보다 자발 방출에 의

한 잡음이 적은 펄스를 얻을 수 있으며, 커플링된 입자 개수를 증가시키

면 높은 평균 파워의 펄스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를 실제로 구현할 때, 광섬유에 도핑할 물질

로는 양자점(Quantum dot)이 기대된다. 양자점의 경우 양자점 도핑 광

섬유가 개발되고 있으며[26,27], 단열적 반전[28] 및 초방사 현상[29]을

관측하였다. 차후 초방사 시스템이 도핑된 광섬유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가 더 발전한다면 실제 전광 초방사 펄스 레이저 제작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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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ling of an all-optical

super-radiance pulse laser using

an iterative predictor-corrector

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Lee, Dongyeul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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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4 Dicke pointed out that collectively spontaneous emission

occurs in atoms, which is called ‘Super-radiance’. In this thesis

super-radiance systems in one dimension are investigated analytically

and numerically, and an all-optical super-radiance pulse laser and its

optical pump for super-radiant lasing are proposed. Coupling

conditions for dual super-radiance systems which can be extended to

multiple systems and its pumping conditions are studied numerically

using an iterative predictor-corrector 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Thus, throughout the discussion given here, modell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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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ies of proposed all-optical super-radiance pulse laser

are presented.

keywords : Super-radiance, Collectively spontaneous emission,

Pulse, Laser, Finite-difference time-domain metho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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