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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는 1989년 10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0년 2월 10

일에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90년 2월 20일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학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

듭하여, 우리나라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광학 및 응용

광학 분야의 대표 학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초창기의 시련을 극

복하고 현재와 같은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역대 회장님들과 임

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 같은 한국광학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기록하고, 학회의 향후 발전을 준비하

기 위하여 ‘한국광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발간은 지

난 2015년 ‘한국광학회 25년사’를 발간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레이저 발진에 성공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발간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학 및 광학기술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처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교환 및 확산, 물류처

리 및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간접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규모가 

큰 서비스 산업의 창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앞으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광학 및 광학기술은 국가산업의 핵심 기반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견

인차로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한국광학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단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

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광학회 30년사’는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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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에는 해방 이전의 광학 관련 기록과 한국광학의 제1기(여명기: 1945년 

~ 1960년), 제2기(유년기: 1961년 ~ 1970년), 제3기(성장기: 1971년 ~ 1980년), 제4기(발전

기: 1981년 ~ 1990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광학회 설립과 발전과정, 그리고 우리

나라 광학 및 광학기술의 발전사가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각

종 학술발표회의 개최 현황과 홍보 및 국제교류의 성과 등은 물론 학회의 연표, 정관 및 시행

세칙과 규정, 역대 임원명단 등에 관한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그동안 학회 발

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광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광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故이

상수 명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임 회장님들과 오늘의 한국광학회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

지 않으신 역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국광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해주시고,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

에서도, 변함없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과 

산업체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범구 편집위원장님과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주신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준 사무국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광학회’가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

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광학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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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光學)은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학문이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광학기기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사물을 비춰 본 거울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사용된 거울은 청동거

울로 볼록, 오목, 평면거울로 나눠지며, 다뉴경(多紐鏡)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광학과 관련한 삼국시대 유물로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내에서 발굴된 수정이 있다. 이 수

정은 볼록렌즈 모양으로 가공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물체를 크게 보고, 빛을 수렴하여 불을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해주는 유물이다.

빛을 응용한 광학기기의 사례는 조선시기에 이르러 풍부하게 나타난다. 세종 때 제작된 태

양고도 관측기인 규표(圭表)에는 바늘구멍사진기(Pinhole Camera) 원리와 샤임플러그 원리

(Scheimpflug Principle)가 깃들어 있다. 16세기 말에는 안경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

었는데, 국내에서도 자체 제작되었던 점에서 렌즈의 기본 원리와 광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

실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광학을 탐구하고 있었다. 이익(李瀷)은 「성호사설」에서 서양과학의 여러 

지식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서 망원경과 안경, 렌즈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광학의 주요 분야인 사진의 기초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등 광학에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최한기(崔漢綺)는 뉴턴의 만유인력설 등 물

리학 관련 지식을 동양의 기(氣)사상에 입각해 설명하면서 빛의 굴절 현상,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망원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1-1.  고대 최초의 광학기기, 거울

인류가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한 광학기기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사물을 비추어 본 거울

일 것이다. 인류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흑요석을 이용하여 거울을 만들었으며,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거울을 만들었다. 고대사회에서 거울

은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보화(寶貨)로서 소장하였으며, 특히 동양에서 거울은 주술

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거울은 청동거울이었다. 청동검과 함께 한반도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인 다뉴경(多鈕鏡)은 거울의 뒷면에 2 ~ 3개의 꼭지(鈕)가 달린 청동거울로 청동

기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시대에 걸쳐 출토된다.

청동거울은 표면을 연마하여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경면(鏡面)과 다양한 문양이 새겨지며, 꼭지가 달려 

끈을 매달 수 있는 배면(背面)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는 거울의 꼭지에 끈을 달아 옷 등에 매

달아 착용하고, 거울을 이용하여 빛을 반사시켰을 것

으로 생각되며, 이때 거울은 어둠과 공포를 물리치는 

태양과 달을 상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동거울은 단면 형태에 따라 볼록, 오목, 평면거

울로 나누어지는데, 초기 철기시대 이후 출토되는 한

경(漢鏡)은 대부분은 평면경이고, 다뉴경 중 볼록경도 일부 있지만, 굴곡의 정도가 경미한 편

이다. 오목한 다뉴경도 있는데, 처음부터 오목경으로 제작된 것인지, 지속적인 연마로 인해 오

목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고대부터 빛의 반사뿐 아니라 분산, 수렴에 대해 알고 있

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학의
역사적 기록

 01

국보141호 다뉴세문경

•복천박물관, 2009 「神의 거울, 銅鏡」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편저, 2010 「고려동경 -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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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면(鏡面)과 다양한 문양이 새겨지며, 꼭지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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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거울은 단면 형태에 따라 볼록, 오목, 평면거

울로 나누어지는데, 초기 철기시대 이후 출토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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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학의
역사적 기록

 01

국보141호 다뉴세문경

•복천박물관, 2009 「神의 거울, 銅鏡」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편저, 2010 「고려동경 -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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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라에서 만든 볼록렌즈, 화주(火珠)

신라시기 석탑에서도 광학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고대인들의 빛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살필 수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634년) 창건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1915년 일본인에 의

해 해체, 수리되었는데, 이때 2층과 3층 탑신 사이에서 사리장엄구가 봉납된 석함이 발견되었

다. 석함 안에는 녹색유리제사리병 조각, 고려시대에 탑을 수리하면서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은합, 금동 장신구 조각, 바늘통, 가위, 향유병, 금·은 바늘, 조개, 옥류, 중국동전 등이 들어 

있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광학과 관련된 수정도 있었다.

수정은 지름 5.6 cm, 두께 1.9 cm의 크기이며 볼록한 

렌즈 모양으로 가공된 것이었다. 이를 17세기 조선에서 

간행되어 경주의 역사,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동경잡기

(東京雜記)’의 화주(火珠)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동

경잡기’에는 “분황사 9층탑은 신라의 삼보(三寶) 중 하나

인데, 임진왜란 때 왜적이 탑의 반을 훼손하였다. 뒤에 우

둔한 승려가 개축하려다가 또 그 반을 훼손하고서 수정으

로 만들어진 구슬 하나를 얻었는데, 모양이 바둑알과 같

고 맑고 투명하였다. 들어서 비추면 그 밖을 꿰뚫어 볼 수 

있고, 태양이 비치는 곳에 두고 솜을 가까이 하면 불이 일어나 솜을 태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화주는 수정렌즈로 추정되며, 분황사 석탑에서 나온 수정 또한 ‘동경잡기’에서 

전하는 ‘화주’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인이 볼록렌즈 모양의 수정을 ‘화주’의 용도로 제

작, 사용하였고 석탑 안에 안치한 것이 분명하다면, 7세기 신라인들은 이미 수정 렌즈의 원리

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출토된 수정

•全相運, 1994 「韓國 科學技術史」, 정음사

•전상운, 1998 「한국 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芬皇寺 출토유물」

•「東京雜記」(민주면 외 엮음, 장창은 옮김, 2009, 지식을만드는지식)

1-3.  조선 전기의 광학기술

빛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응용한 광학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조선시기에 이르러 

보다 풍부하게 나타난다. 조선전기에는 조선왕조의 권위와 전통성을 확립하고, 유교적 이상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청을 통해 서양문물이 소개되고, 

실학(實學)이 발전하면서 유학자들 중에 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아졌다.

세종은 1437년에 간의대 바로 옆에 높이 40자(≒10 m)가 되는 규표(圭表)를 세워 보다 정

확한 태양 고도를 관측하려고 하였다. 규표(圭表)에서 ‘규’란 태양이 남중할 때의 그림자 길이

를 재기 위해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돌바닥에 눈금을 표시한 것이며, ‘표’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고, 그 막대 끝에는 가로 막대(橫梁)를 질러 두어 그림자 길이를 정

확히 잴 수 있게끔 하였다.

그런데 높이가 거의 10미터나 되면 가로 막대의 그림자가 흐릿해지기 때문에 세종은 그림

자가 떨어질 자리에 바늘구멍사진기(Pinhole Camera) 원리를 이용한 이동식 영부(影符) 또는 

경부(景符)라 불리는 장치 상자를 두어 규면 위에 정확한 상이 맺히도록 하였다. 빛이 바늘구

멍을 통해 들어와 반대편 벽에 나타나는 태양의 영상을 움직이면 가로막대의 그림자가 동그란 

태양 영상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을 찾아 그 위치의 눈금을 읽어 

태양의 그림자 길이를 재면 되었다. 그런데 규표는 피사체(표의 가로막대)와 초점이 맺히는 면

(규)이 평행을 이루지 않고 수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의 수직한 면의 연장선은 항상 샤

임플러그 원리(Scheimpflug Principle)에 따라 한곳에 모이게 하여 정확한 상이 맺히게 해야 

했다. 영부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한 끝에 기축(機軸)을 만들고 영부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게 

하였다.”라고 적혀있다. 기축이 바로 샤임플러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광학 원리를 

이용하여 세종대에 태양의 고도(高度)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광학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성래, 1993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이용삼, 정장해, 김천휘, 김상혁, 2006 「조선의 세종시대 규표(圭表)의 원리와 구조」, 「한국우주과학회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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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한 승려가 개축하려다가 또 그 반을 훼손하고서 수정으

로 만들어진 구슬 하나를 얻었는데, 모양이 바둑알과 같

고 맑고 투명하였다. 들어서 비추면 그 밖을 꿰뚫어 볼 수 

있고, 태양이 비치는 곳에 두고 솜을 가까이 하면 불이 일어나 솜을 태운다.”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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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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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경의 전래와 제작

조선시기에는 광학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경(眼鏡)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안

경을 보통 애체(靉靆)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년 ~ 1628년)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임진왜

란 때 명나라 장수와 일본인 승려가 노인용 안경을 쓰고 가늘고 작은 글씨를 읽었으며, 이는 우

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1984년 안동에서는 학봉(鶴

峯) 김성일(金誠一, 1538년 ~ 1593년)이 사용했던 안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 

16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안경이 전래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언어학자인 황윤석(黃胤錫 1729년 ~ 1791년)은 ‘이재전서(頤齋全書)’의 ‘동경수정

안경명(東京水晶眼鏡銘)’에 눈병을 앓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경주 수정으로 

만든 안경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안경은 16세기 말 이래로 일본이나 중국에 간 사신들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자체 제작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렌즈의 기본 원리를 알고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광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제작된 안경테는 소뿔이나 거북이 등껍질, 금속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안경

알은 수정(水晶)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경주 남석(남옥)으로 만든 것을 고급으로 여겨졌다. 경

주 남석(남옥)은 품질이 우수해 17세기 초에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였으나, 원석의 채취

와 가공이 어려워 경주 남석(남옥)으로 만든 안경은 신분이 높은 자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 그리고 볼록렌즈로는 반드시 백수정만을 사용했었는데, 가공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양면을 볼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볼록하게 만들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이 사용했던 안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경)
ⓒ대구산업정보대학 제공

조선후기에 안경은 신분이 높은 자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는 하였지만, 당시 민화나 초상화, 풍속화 등에서 안경을 찾아볼 수 있고, 고종 때에 이르러서

는 안경방이 각처에 있을 정도로 점차 안경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한말에 캐나다 선교

사로 제중원 원장을 맡았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이 미국의 광학회사로부터 렌즈연마기를 

도입하고, 안경렌즈의 표면처리 기술을 조선인에게 전수하여 광학기술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1-5.  광학을 탐구한 조선후기 실학자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그 당시 나타나고 있던 사회변동에 대응하고 중세사회의 모순

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서 실학이 대두되었다. 실학자들은 정치·경제개혁사상을 제시

하였을 뿐 아니라 지리학, 사학, 음운학, 천문학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학

문체계를 만들어갔다.

경기 남인계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년 ~ 1763년)은 백과사전류의 ‘성호사설’

에서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하여 당시 청나라에 알려져있던 서양 과학의 지식을 많이 소개하였

다. 당시 서양 과학 중 동양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를 불러 일으켰던 분야는 천문학과 역산학이

었는데, 이익은 서양의 우주관을 접하고 나서, 서양의 망원경을 얻어 직접 관측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또한 1592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란 사람이 서양인으로부터 여

러 서적과 망원경(千里鏡), 자명종, 조총 등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백 리 밖에서도 적진을 능

히 정탐할 수 있고, 미세한 물건까지 관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천리경(망원경)을 소개하였

다. 그리고 ‘성호사설’에서 안경과 렌즈에 대한 지식도 소개하였다. 

•大韓眼鏡人協會, 1986 「韓國 眼鏡史大觀」

•금복현, 1995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 Oliver R. Avison 저, 황용수 역, 2006 「고종의 서양인 전의(典醫) 에비슨 박사의 눈에 비친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대구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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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경의 전래와 제작

조선시기에는 광학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경(眼鏡)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안

경을 보통 애체(靉靆)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년 ~ 1628년)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임진왜

란 때 명나라 장수와 일본인 승려가 노인용 안경을 쓰고 가늘고 작은 글씨를 읽었으며, 이는 우

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1984년 안동에서는 학봉(鶴

峯) 김성일(金誠一, 1538년 ~ 1593년)이 사용했던 안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 

16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안경이 전래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언어학자인 황윤석(黃胤錫 1729년 ~ 1791년)은 ‘이재전서(頤齋全書)’의 ‘동경수정

안경명(東京水晶眼鏡銘)’에 눈병을 앓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경주 수정으로 

만든 안경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안경은 16세기 말 이래로 일본이나 중국에 간 사신들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자체 제작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렌즈의 기본 원리를 알고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광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제작된 안경테는 소뿔이나 거북이 등껍질, 금속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안경

알은 수정(水晶)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경주 남석(남옥)으로 만든 것을 고급으로 여겨졌다. 경

주 남석(남옥)은 품질이 우수해 17세기 초에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였으나, 원석의 채취

와 가공이 어려워 경주 남석(남옥)으로 만든 안경은 신분이 높은 자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 그리고 볼록렌즈로는 반드시 백수정만을 사용했었는데, 가공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양면을 볼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볼록하게 만들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이 사용했던 안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경)
ⓒ대구산업정보대학 제공

조선후기에 안경은 신분이 높은 자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는 하였지만, 당시 민화나 초상화, 풍속화 등에서 안경을 찾아볼 수 있고, 고종 때에 이르러서

는 안경방이 각처에 있을 정도로 점차 안경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한말에 캐나다 선교

사로 제중원 원장을 맡았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이 미국의 광학회사로부터 렌즈연마기를 

도입하고, 안경렌즈의 표면처리 기술을 조선인에게 전수하여 광학기술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1-5.  광학을 탐구한 조선후기 실학자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그 당시 나타나고 있던 사회변동에 대응하고 중세사회의 모순

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서 실학이 대두되었다. 실학자들은 정치·경제개혁사상을 제시

하였을 뿐 아니라 지리학, 사학, 음운학, 천문학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학

문체계를 만들어갔다.

경기 남인계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년 ~ 1763년)은 백과사전류의 ‘성호사설’

에서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하여 당시 청나라에 알려져있던 서양 과학의 지식을 많이 소개하였

다. 당시 서양 과학 중 동양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를 불러 일으켰던 분야는 천문학과 역산학이

었는데, 이익은 서양의 우주관을 접하고 나서, 서양의 망원경을 얻어 직접 관측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또한 1592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란 사람이 서양인으로부터 여

러 서적과 망원경(千里鏡), 자명종, 조총 등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백 리 밖에서도 적진을 능

히 정탐할 수 있고, 미세한 물건까지 관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천리경(망원경)을 소개하였

다. 그리고 ‘성호사설’에서 안경과 렌즈에 대한 지식도 소개하였다. 

•大韓眼鏡人協會, 1986 「韓國 眼鏡史大觀」

•금복현, 1995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 Oliver R. Avison 저, 황용수 역, 2006 「고종의 서양인 전의(典醫) 에비슨 박사의 눈에 비친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대구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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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년 ~ 1836년) 역시 서양과

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탐구하였으며 광학의 중요한 분야인 사진기의 기초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정약용의 저서 ‘여유당전서’ 중 「칠실관화설(漆室觀畵說)」에는 근대적 광학장치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 漆室玻瓈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르네상스 이후 사용되던 광학기구로서 바늘구멍사진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상자 내부의 어

둠 속에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빛을 따라 일정한 거리에 벽면이나 흰 종이를 갖다놓으면, 그 스

크린에 사물이 거꾸로 비치게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정약용은 방을 온통 검게 해 놓고 렌

즈(靉靆)를 통해 들어 온 빛이 흰 종이에 비치게 하여 바깥 풍경을 감상하였다.

“이에 청명하고 좋은 날을 가려 방을 닫고 외부의 밝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창과 출

입구를 다 막아 방안을 칠흑 같이 하되, 오직 한 구멍만 남겨 애체(=렌즈)를 그 구멍에 안정시

킨다. 그리고 눈처럼 하얀 종이판을 애체와 몇 척 떨어트려 놓되, 애체 평면의 고르기에 따라 

거리를 조정한다. … (중략) … 사물의 형상이 거꾸로 비쳐 감상하기 황홀하다. 이제 어떤 사

람이 초상화를 그리되 터럭 하나도 차이가 없기를 구한다면 이 방법을 버리고서는 달리 좋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중 「칠실관화설」 최한기의 「원경설(遠鏡說)」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당 가운데서 진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고 단정이 앉

아 있어야 한다. … ”

이와 같이 정약용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실험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의 집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를 설치해서 이기양의 초상

화를 그렸음을 「복암이기양묘지명(茯庵李基讓墓誌銘)」에서 전한다. 이 외에도 정약용은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한 관심을 글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인 「완부청설(碗浮靑設)」을 보면 대

야 한가운데 푸른 점을 찍어 놓고 보이지 않을 만큼 뒤로 물러난 다음 거기 물을 부으면 푸른 

점이 떠보이게 된다고 물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애체출화도설(靉靆出火圖

說)」에서는 볼록렌즈 및 오목렌즈의 원리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시론(近視論)」에서는 인체의 

눈이 렌즈와 같은 원리임을 파악하고, 근시, 원시 현상에 대해 설명하여 정약용이 서양 광학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19세기 중엽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1803년 ~ 1877년)는 우리나라 최초로 물리학과 관

련된 여러 지식을 소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설을 비롯한 천문학, 지

리학, 의학, 농학 등 서양과학과 기술에도 조예가 깊어 앞선 시기의 학자들보다 한층 깊이 있

는 과학지식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기적(主氣的) 경험철학을 발전시켰다. 

무엇보다도 최한기는 서양 근대 광학의 ‘파동’개념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추측론(推

測錄)’과 ‘신기통(神氣通)’이란 책을 1836년에 집필하여 우리나라 광학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장식하였다. 이 책은 곧 ‘기측체의(氣測體義)’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출판되었는데, 우리나

라 경험철학의 가장 훌륭한 명저로 꼽히고 있다.

최한기는 당시 서양물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전통적인 동양의 기(氣)사상에 입각하여 설명

하였다. 이 세상은 기(氣)로 가득 차 있고 바로 그 기의 작용이 여러 물리적 현상, 예컨대 빛, 

소리, 열 등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살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는 작살을 물

고기보다 조금 아래쪽을 향해 던져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로 비추어보아 빛의 굴절현

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한기와 비슷한 시기의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1788년 ~ 1856년)도 ‘오주연문장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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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60권의 방대한 문화백과사전을 편찬하여 서양과학을 실용적 학문

으로 받아들여 동서양문명을 형이상과 형이하의 체계 속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

서도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원리, 안경 확대경, 망원경, 현미경 등 렌즈와 관련된 광학적 이

론을 찾아볼 수 있다.

•박성래, 1993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 이태호, 2005 「조선후기에 ‘카메라 옵스큐라’로 초상화를 그렸다. - 정조 시절 정약용의 증언과 이명기의 초상화법을 

중심으로」, 「다산학」 6

•김재은, 2006 「茶山 丁若鏞의 畵論」,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팽창과 함께 중국 중심의 질서가 동요하였고, 조선은 개항 이후 서

구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세계사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후에는 공·사립 학교 과정에서 물리학 등 과학수업이 이뤄졌고, 각종 과

학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광학과 관련해서는 신문을 통해 현미경의 응용 원리가 소개되었으며, 

평양의 숭실학교에서는 광학 수업이 따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광학교육은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의 교육정책

이 조선인에게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당시에, 근대학문이 체계화된 곳은 전문

학교였다. 그 가운데 이과를 둔 곳은 숭실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뿐이었는데, 연희전문에서

는 물리학과목 중 광학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연희전문 수물과 1회 졸업생 이원철(李源喆)은 미국에 유학하여 천문학을 전공하면서 분광

관측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었다. 같은 학교 졸업생인 최규남(崔奎南)도 미국

으로 유학을 가서 광학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후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영대(權寧

大)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광학을 전공하고 일제하·해방 후 광학을 강의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동화정책이 강요되는 가운데 숭실전문과 연희전문은 폐교되었고, 1941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이

공학부가 설치되었지만 자연과학을 전공한 조선인은 극소수였다. 일제 지배하에서 해방 이전

까지 광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한국에서의 서양과학
수용과 광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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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항 이후 서양문물의 수용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구 열강들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제국주의적 팽창을 해나갔다. 19세기 중반 조선은 서구의 통상요구와 무

력적 침략에 쇄국으로 대응하다 1876년 일본에 의해 개항하였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질서

가 동요하는 가운데 조선정부는 서구의 침략에 대비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동도서기

론(東道西器論)’의 입장에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해 1881년 조선정부는 일본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이듬해에

는 청에 영선사(領選使)를 파견하였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점은 1882년 고종

의 교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여러 농업, 의약, 병기 등과 관련된 기

술들은 이롭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을 마련코자 하였다.

1885년 서양 근대의학에 바탕을 둔 의료 기관이자 의학 교육기관으로 광혜원(곧 제중원

으로 바뀜)이 설치되었고, 광혜원에서 알렌(Horace N. Allen, 1858년 ~ 1932년)과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년 ~ 1916년)는 몇몇 한국인들에게 근대 서양의학과 함께 

물리학, 화학을 가르쳤다. 이듬해인 1886년에는 서양식 교수법과 교과과정에 따른 최초의 근

대적 국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었다. 미국인 교사 3인을 초빙하여, 영어와 

더불어 습자, 산학(算學), 지리, 자연과학, 역사, 정치 등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운영의 어려

움으로 1894년부터는 영어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자 

관보(官報)인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를 통해 조선정부는 신문물과 제도, 특히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현미경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소개한 「현미경영등(顯

微鏡影燈)」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문물의 도입

은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년 ~ 1902년)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에서는 교양과정부 2, 3학년 때 일반과학 수업이 이루어졌고, 1894년 이전에 

물리학을 가르쳤다고도 전하고 있다. 1892년 길모어(George William Guilmore, 1858년 ~ ?)

는 배재학당을 포함한 선교계 학교에서 물리, 화학, 천문학 등을 수업하기 위해 망원경, 현미

경과 같은 여러 실험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볼때, 당시 물리학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수업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시기 과학교육의 확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시기 이래의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국민에 대한 보

통교육이 법제화되었다. 이때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1897년에 대한제국에서는 이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민교육 이념과 교육체제를 확정하였다.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1895년에 새 학제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관립소학교와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가 설립되었

다. 보통교육의 실시로 과학교육이 일반 국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원을 양성할 때 물리교육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과(理科) 교육은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고등과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져 과학교육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0년에는 관립중학교가 설립되었고, 중학교 교육에 물리가 포함되

어 있었다. 관립중학교뿐만 아니라 한성의숙(漢城義塾), 흥화학교(興化學校), 시무학교(時務

學校), 개성학교(開城學校) 등 중등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

쳤다. 또한 선교사들이 설립한 배재학당(培材學堂), 경신학교(儆新學校), 숭실학당(崇實學堂) 

등에서도 중등교육 수준의 물리학이 강의되었고, 직접 교과서를 만들거나 미국학교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배재학당에서는 1895년에 이미 대학과를 설치하고 신학부와 학술부(영

•培材學堂, 1965 「배재 80년사」

•박성래 · 신동원 · 오동훈, 2001 「우리 과학 100년」, 현암사

•「顯微鏡影燈」 「漢城旬報」 188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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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항 이후 서양문물의 수용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구 열강들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제국주의적 팽창을 해나갔다. 19세기 중반 조선은 서구의 통상요구와 무

력적 침략에 쇄국으로 대응하다 1876년 일본에 의해 개항하였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질서

가 동요하는 가운데 조선정부는 서구의 침략에 대비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동도서기

론(東道西器論)’의 입장에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해 1881년 조선정부는 일본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이듬해에

는 청에 영선사(領選使)를 파견하였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점은 1882년 고종

의 교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여러 농업, 의약, 병기 등과 관련된 기

술들은 이롭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을 마련코자 하였다.

1885년 서양 근대의학에 바탕을 둔 의료 기관이자 의학 교육기관으로 광혜원(곧 제중원

으로 바뀜)이 설치되었고, 광혜원에서 알렌(Horace N. Allen, 1858년 ~ 1932년)과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년 ~ 1916년)는 몇몇 한국인들에게 근대 서양의학과 함께 

물리학, 화학을 가르쳤다. 이듬해인 1886년에는 서양식 교수법과 교과과정에 따른 최초의 근

대적 국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었다. 미국인 교사 3인을 초빙하여, 영어와 

더불어 습자, 산학(算學), 지리, 자연과학, 역사, 정치 등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운영의 어려

움으로 1894년부터는 영어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자 

관보(官報)인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를 통해 조선정부는 신문물과 제도, 특히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현미경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소개한 「현미경영등(顯

微鏡影燈)」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문물의 도입

은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년 ~ 1902년)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에서는 교양과정부 2, 3학년 때 일반과학 수업이 이루어졌고, 1894년 이전에 

물리학을 가르쳤다고도 전하고 있다. 1892년 길모어(George William Guilmore, 1858년 ~ ?)

는 배재학당을 포함한 선교계 학교에서 물리, 화학, 천문학 등을 수업하기 위해 망원경, 현미

경과 같은 여러 실험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볼때, 당시 물리학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수업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시기 과학교육의 확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시기 이래의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국민에 대한 보

통교육이 법제화되었다. 이때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1897년에 대한제국에서는 이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민교육 이념과 교육체제를 확정하였다.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1895년에 새 학제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관립소학교와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가 설립되었

다. 보통교육의 실시로 과학교육이 일반 국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원을 양성할 때 물리교육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과(理科) 교육은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고등과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져 과학교육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0년에는 관립중학교가 설립되었고, 중학교 교육에 물리가 포함되

어 있었다. 관립중학교뿐만 아니라 한성의숙(漢城義塾), 흥화학교(興化學校), 시무학교(時務

學校), 개성학교(開城學校) 등 중등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

쳤다. 또한 선교사들이 설립한 배재학당(培材學堂), 경신학교(儆新學校), 숭실학당(崇實學堂) 

등에서도 중등교육 수준의 물리학이 강의되었고, 직접 교과서를 만들거나 미국학교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배재학당에서는 1895년에 이미 대학과를 설치하고 신학부와 학술부(영

•培材學堂, 1965 「배재 80년사」

•박성래 · 신동원 · 오동훈, 2001 「우리 과학 100년」, 현암사

•「顯微鏡影燈」 「漢城旬報」 188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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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과, 국한문과) 4년 과정을 두었는데, 학술부의 공통과목 중의 하나로 물리 과목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과학 교과서도 부족하였고 교육을 담당할 교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과학교

육은 외국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해야 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도 교육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

에 한계가 있었다.

2-3.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 운동과 광학교육의 형성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 갔다. 그 일환으로서 교육제도도 개편되어 일본어교육이 실시되고, 일본인 교원들에 

의해 사실상 학교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축소되었고, 중학교

(中學校)도 고등학교(高等學校)로 명칭이 바뀌고 수업연한이 7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었다. 일

본은 관립보통학교는 육성한 데 반해, 관립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두 개밖에 두지 않았고 대학

을 두지 않아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한편으로 이때 보통학교 교과목에 이

과가 포함되어 4학년 때 간단한 물리, 화학 현상을 학습할 수 있었고,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과

학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몽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

났다.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기에, 1905년 ~ 1910년 사이에 전국

에 1200여 개 이상의 많은 초·중등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초등학교 중 이과를 교과목으

로 채택한 학교는 소수였지만, 중등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 물리학을 가르쳤다. 

이 시기 한국인이 세운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 기호학교(畿湖學校), 대성학교(大成學校, 안창

호 설립), 오산학교(五山學校, 이승훈 설립), 삼일학교(三一學校) 등의 사립학교에서는 물리 혹

은 이화학 수업이 개설되었다. 황성 YMCA에서도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고, 2년 과정의 보통과 

•金英宇, 1997 「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숭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7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 숭실편」, 숭실대학교 출판부

•박종석, 2007 「개화기 한국의 과학교과서」, KSI한국학술정보㈜

1학년은 물리 수업을 받았다. 이때 물리학을 가르친 교사는 제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던 

박서양(朴瑞陽)이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학당, 경신학교, 숭실학당 등에서도 선교

사 노블(W. A. Noble),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밀러(Miller) 등에 의해 물리 수업이 이루어졌다.

많은 학교들의 설립과 더불어 많은 교과서들

이 발행되었는데, 과학교과서 중 이과, 이화학(理

化學, 물리와 화학), 물리 교과서가 적지 않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이과나 물리 교과서는 일

본에서 출판된 것을 번역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

았다. 현존하는 교과서 중 가장 오래된 물리학 개

설서는 1906년에 계몽운동단체인 국민교육회에

서 소학 과정으로 편찬한 ‘신찬소물리학(新撰小

物理學)’이다. 이 개설서는 미국인 교원이 쓴 과학교과서를 원전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책

의 한 장(章)은 빛의 본성, 직진, 속도, 반사, 굴절, 렌즈, 현미경, 망원경, 발광체 등 광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05년 ~ 1910년에 발간된 초등·중등 수준의 이과, 물리학 교과서에는 대부분 

광학이 한 장(章)을 구성하여, 당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광학 관련 교육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평양의 숭실학당(崇實學堂)에는 미국의 소규모 대학을 모델로 하여 1905년에 대학부가 설

숭실전문학교의 천문학 실습 (1927년)

개화기에 편찬된 과학교과서
(왼쪽에서 두 번째 책이 「신찬소물리학」임)

0241부•총사 025 2장•근대 한국에서의 서양과학 수용과 광학교육



어과, 국한문과) 4년 과정을 두었는데, 학술부의 공통과목 중의 하나로 물리 과목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과학 교과서도 부족하였고 교육을 담당할 교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과학교

육은 외국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해야 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도 교육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

에 한계가 있었다.

2-3.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 운동과 광학교육의 형성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 갔다. 그 일환으로서 교육제도도 개편되어 일본어교육이 실시되고, 일본인 교원들에 

의해 사실상 학교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축소되었고, 중학교

(中學校)도 고등학교(高等學校)로 명칭이 바뀌고 수업연한이 7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었다. 일

본은 관립보통학교는 육성한 데 반해, 관립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두 개밖에 두지 않았고 대학

을 두지 않아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한편으로 이때 보통학교 교과목에 이

과가 포함되어 4학년 때 간단한 물리, 화학 현상을 학습할 수 있었고,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과

학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몽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

났다.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기에, 1905년 ~ 1910년 사이에 전국

에 1200여 개 이상의 많은 초·중등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초등학교 중 이과를 교과목으

로 채택한 학교는 소수였지만, 중등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 물리학을 가르쳤다. 

이 시기 한국인이 세운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 기호학교(畿湖學校), 대성학교(大成學校, 안창

호 설립), 오산학교(五山學校, 이승훈 설립), 삼일학교(三一學校) 등의 사립학교에서는 물리 혹

은 이화학 수업이 개설되었다. 황성 YMCA에서도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고, 2년 과정의 보통과 

•金英宇, 1997 「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숭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7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 숭실편」, 숭실대학교 출판부

•박종석, 2007 「개화기 한국의 과학교과서」, KSI한국학술정보㈜

1학년은 물리 수업을 받았다. 이때 물리학을 가르친 교사는 제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던 

박서양(朴瑞陽)이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학당, 경신학교, 숭실학당 등에서도 선교

사 노블(W. A. Noble),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밀러(Miller) 등에 의해 물리 수업이 이루어졌다.

많은 학교들의 설립과 더불어 많은 교과서들

이 발행되었는데, 과학교과서 중 이과, 이화학(理

化學, 물리와 화학), 물리 교과서가 적지 않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이과나 물리 교과서는 일

본에서 출판된 것을 번역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

았다. 현존하는 교과서 중 가장 오래된 물리학 개

설서는 1906년에 계몽운동단체인 국민교육회에

서 소학 과정으로 편찬한 ‘신찬소물리학(新撰小

物理學)’이다. 이 개설서는 미국인 교원이 쓴 과학교과서를 원전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책

의 한 장(章)은 빛의 본성, 직진, 속도, 반사, 굴절, 렌즈, 현미경, 망원경, 발광체 등 광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05년 ~ 1910년에 발간된 초등·중등 수준의 이과, 물리학 교과서에는 대부분 

광학이 한 장(章)을 구성하여, 당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광학 관련 교육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평양의 숭실학당(崇實學堂)에는 미국의 소규모 대학을 모델로 하여 1905년에 대학부가 설

숭실전문학교의 천문학 실습 (1927년)

개화기에 편찬된 과학교과서
(왼쪽에서 두 번째 책이 「신찬소물리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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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고, 1906년 협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라는 교명으로 정식 고등교육기관

으로 출발하였다. 아쉽게도 어떠한 학과를 두어 운영되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17년 

무렵에는 문과, 이과, 실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1905년에는 감리교 선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최초의 교육선교사인 베커(Arthur L. Becker, 1879년 ~ 1966년)가 숭실학교에 

부임하였다. 베커는 미국 알비온 대학(Albion College)을 졸업하고 교육 선교를 희망하여 한국

으로 왔고, 1914년까지 평양의 숭실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물리학을 강의하였다. 1909~1910년 

사이의 숭실학교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을 보면 1학년 2학기 때 ‘광학’ 수업이 따로 개설되어 보

다 전문적인 광학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4.  일제하에서의 광학교육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한국의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전적으로 본국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

고 조선인에게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식민지 과학기술 교육정책을 

취했다. 1926년 조선인들의 민립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지만 의

도적으로 이농공(理農工) 등 자연과학 방면을 제외하고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설립하였다.

식민지 안에서 근대학문이 체계화된 곳은 전문학교였고, 이과가 설치된 곳은 숭실전문학

교(崇實專門學校)와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뿐이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종합대학의 체제

로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수물과(數物科)’가 창설되었다. ‘수물과’의 창설에는 물리학을 전공

한 베커, 화학을 전공한 밀러(Edward H. Miller, 1873년 ~ 1966년), 천문학을 전공한 루퍼스

(Will C. Rufus, 1876년 ~ 1946년)가 기여하였다.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던 베

커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연희전문학교와 숭실학교(1925년에 숭실전문학

교로 바뀜) 두 곳의 물리학 강의를 담당하였다. 베커는 1919년 ~ 1921년 안식년 동안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희전문학교로 돌아와 다시 강의하였다. 연희전문학

교에서는 1924년에 3학년은 물리학과목 중 광학 강의 3시간/실험 2시간 수업을 받아야 했으

•金英宇, 1997 「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박종석, 2007 「개화기 한국의 과학교과서」, KSI한국학술정보㈜

며, 1930년대에 Physical Optics는 4학년의 필수과목이었으며, Spectroscopy는 3학년의 선

택과목이었다.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물리학 역학 3/3

열 · 음향학 3/2

광학 3/2

동역학 4/2

전자기학 3/2

1924년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교과 과목표 중 일부

※ 출전: 나일성,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30쪽 표 7-1

1930년대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교과 과목표 중 일부

※ 출전: 나일성,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41 ~ 142쪽 표 8-2와 8-3

필수과목(Required Courses) 1 2 3 4

Physics General Ⅰ. Mechanics, Heat, Sound
Physics Ⅱ. Light, Electricity & Magnetism

4

4

Vector Analysis 1

Thermodynamics 2

Theory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2

Physical Optics 2

Atomic Structure and Quanta 2

Mechanics 2

Laboratory 2 2 2 2

선택과목 A(Selective Courses, Group A) 1 2 3 4

Astronomy 3

Vacuum Tube Phenomena 2

Spectroscopy 2

Chemical Engineering 2

Theory of Relativity 1

Advanced Calcul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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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고, 1906년 협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라는 교명으로 정식 고등교육기관

으로 출발하였다. 아쉽게도 어떠한 학과를 두어 운영되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17년 

무렵에는 문과, 이과, 실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1905년에는 감리교 선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최초의 교육선교사인 베커(Arthur L. Becker, 1879년 ~ 1966년)가 숭실학교에 

부임하였다. 베커는 미국 알비온 대학(Albion College)을 졸업하고 교육 선교를 희망하여 한국

으로 왔고, 1914년까지 평양의 숭실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물리학을 강의하였다. 1909~1910년 

사이의 숭실학교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을 보면 1학년 2학기 때 ‘광학’ 수업이 따로 개설되어 보

다 전문적인 광학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4.  일제하에서의 광학교육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한국의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전적으로 본국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

고 조선인에게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식민지 과학기술 교육정책을 

취했다. 1926년 조선인들의 민립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지만 의

도적으로 이농공(理農工) 등 자연과학 방면을 제외하고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설립하였다.

식민지 안에서 근대학문이 체계화된 곳은 전문학교였고, 이과가 설치된 곳은 숭실전문학

교(崇實專門學校)와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뿐이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종합대학의 체제

로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수물과(數物科)’가 창설되었다. ‘수물과’의 창설에는 물리학을 전공

한 베커, 화학을 전공한 밀러(Edward H. Miller, 1873년 ~ 1966년), 천문학을 전공한 루퍼스

(Will C. Rufus, 1876년 ~ 1946년)가 기여하였다.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던 베

커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연희전문학교와 숭실학교(1925년에 숭실전문학

교로 바뀜) 두 곳의 물리학 강의를 담당하였다. 베커는 1919년 ~ 1921년 안식년 동안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희전문학교로 돌아와 다시 강의하였다. 연희전문학

교에서는 1924년에 3학년은 물리학과목 중 광학 강의 3시간/실험 2시간 수업을 받아야 했으

•金英宇, 1997 「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박종석, 2007 「개화기 한국의 과학교과서」, KSI한국학술정보㈜

며, 1930년대에 Physical Optics는 4학년의 필수과목이었으며, Spectroscopy는 3학년의 선

택과목이었다.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물리학 역학 3/3

열 · 음향학 3/2

광학 3/2

동역학 4/2

전자기학 3/2

1924년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교과 과목표 중 일부

※ 출전: 나일성,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30쪽 표 7-1

1930년대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교과 과목표 중 일부

※ 출전: 나일성,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41 ~ 142쪽 표 8-2와 8-3

필수과목(Required Courses) 1 2 3 4

Physics General Ⅰ. Mechanics, Heat, Sound
Physics Ⅱ. Light, Electricity & Magnetism

4

4

Vector Analysis 1

Thermodynamics 2

Theory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2

Physical Optics 2

Atomic Structure and Quanta 2

Mechanics 2

Laboratory 2 2 2 2

선택과목 A(Selective Courses, Group A) 1 2 3 4

Astronomy 3

Vacuum Tube Phenomena 2

Spectroscopy 2

Chemical Engineering 2

Theory of Relativity 1

Advanced Calcul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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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의 연희전문학교 1회 졸업생 총원은 2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수물과 졸업

생이었다. 수물과 1회 졸업생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인 이원철(李源喆, 1896

년 ~ 1963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남(羽南) 이원철은 베커와 루퍼스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시간대학에서 분광학적 관측방법으로 “변광성의 맥동이론”을 증명하는 연

구를 수행하던 루퍼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급의 천문관측시설이었

던 미시간대학 천문대의 1미터 카세그레

인 반사망원경과 프리즘 분광기를 이용하

여 독수리자리 에타별을 분광관측하였다. 

그리고 1926년 「독수리자리 에타별의 대기

운동(Motion in the Atmosphere of Eta 

Aquilae)」이라는 학위 논문으로 천문학 박

사학위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

가 되었다. 그는 학위를 받자마자 모교로 

돌아와 천문학 강의를 하였으며, 당시 학

관 옥상에 설치된 15cm 굴절망원경을 교

육에 활용하였다.

연희전문학교 졸업생(1926년)으로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총장과 물리학회 초대회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던 최

규남(崔奎南, 1898년 ~ 1992년)은 193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광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1927

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안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를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1930년에 석사학위를 받았

다. 그는 재학 중에 라만효과와 관련된 「라만효과의 분광학

적 고찰」, 「Compton효과의 재음미」,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HCN」 등의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HCN」는 미국의 물리학

회 학술지인 Physical Review의 1930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미시간 주립대학 대학원에 진

학한 이후에도 「Infrared Spectrum of CO2」라는 논문을 Physical Review 1931년 4월호에 발

표하였으며, 1933년에는 「Announcement of the New Value of ‘Moment of Inertia’ of the 

HCN Molecule」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영대(權寧大, 1908년 ~ 1985년)는 해방 이후 경성공업

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

임하여 유일하게 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하고 강의하였다. 그

는 1926년에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세이

조고등학교(成城高等學校)를 나왔다. 그리고 일본홋카이도제

국대학(北海道帝國大學)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으로 공부

하고, 1933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바로 

귀국하여 고향인 개성에 구원광학연구소(久遠光學硏究所)를 

설립하고 광학을 연구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송도중학교, 개

성공립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고, 그때 그에게 교육을 받

은 학생 중에는 그를 따라 물리학도의 길로 나아간 이들도 있었다. 개성에 있었던 경성제대의 

생약연구소(生藥硏究所)에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이 들어왔을 때 일본인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그 조작관리를 지도해 준 일도 일화로 전해진다.

연희전문학교 물리학실험실: 베커 교수(왼쪽), 이원철(오른쪽) (「연희전문 1919년도 졸업앨범」)

연희전문학교 학관 옥상에 설치된 굴절망원경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이원철 교수(오른쪽 모자 쓴 사람)

최규남 (1898년 ~ 1992년)

권영대 (1908년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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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의 연희전문학교 1회 졸업생 총원은 2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수물과 졸업

생이었다. 수물과 1회 졸업생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인 이원철(李源喆, 1896

년 ~ 1963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남(羽南) 이원철은 베커와 루퍼스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시간대학에서 분광학적 관측방법으로 “변광성의 맥동이론”을 증명하는 연

구를 수행하던 루퍼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급의 천문관측시설이었

던 미시간대학 천문대의 1미터 카세그레

인 반사망원경과 프리즘 분광기를 이용하

여 독수리자리 에타별을 분광관측하였다. 

그리고 1926년 「독수리자리 에타별의 대기

운동(Motion in the Atmosphere of Eta 

Aquilae)」이라는 학위 논문으로 천문학 박

사학위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

가 되었다. 그는 학위를 받자마자 모교로 

돌아와 천문학 강의를 하였으며, 당시 학

관 옥상에 설치된 15cm 굴절망원경을 교

육에 활용하였다.

연희전문학교 졸업생(1926년)으로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총장과 물리학회 초대회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던 최

규남(崔奎南, 1898년 ~ 1992년)은 193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광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1927

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안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를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1930년에 석사학위를 받았

다. 그는 재학 중에 라만효과와 관련된 「라만효과의 분광학

적 고찰」, 「Compton효과의 재음미」,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HCN」 등의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HCN」는 미국의 물리학

회 학술지인 Physical Review의 1930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미시간 주립대학 대학원에 진

학한 이후에도 「Infrared Spectrum of CO2」라는 논문을 Physical Review 1931년 4월호에 발

표하였으며, 1933년에는 「Announcement of the New Value of ‘Moment of Inertia’ of the 

HCN Molecule」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영대(權寧大, 1908년 ~ 1985년)는 해방 이후 경성공업

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

임하여 유일하게 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하고 강의하였다. 그

는 1926년에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세이

조고등학교(成城高等學校)를 나왔다. 그리고 일본홋카이도제

국대학(北海道帝國大學)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으로 공부

하고, 1933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바로 

귀국하여 고향인 개성에 구원광학연구소(久遠光學硏究所)를 

설립하고 광학을 연구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송도중학교, 개

성공립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고, 그때 그에게 교육을 받

은 학생 중에는 그를 따라 물리학도의 길로 나아간 이들도 있었다. 개성에 있었던 경성제대의 

생약연구소(生藥硏究所)에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이 들어왔을 때 일본인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그 조작관리를 지도해 준 일도 일화로 전해진다.

연희전문학교 물리학실험실: 베커 교수(왼쪽), 이원철(오른쪽) (「연희전문 1919년도 졸업앨범」)

연희전문학교 학관 옥상에 설치된 굴절망원경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이원철 교수(오른쪽 모자 쓴 사람)

최규남 (1898년 ~ 1992년)

권영대 (1908년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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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30년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기독교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

부한 숭실전문학교는 1938년에 폐교되었다. 그리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개시하면서 서

양 선교사들을 추방하였고, 전투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학제를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연희전

문학교를 적국이 세운 학교라는 이유로 폐교하고 총독부로 몰수하여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로 바꾸었다. 한편, 일제는 전쟁을 대대적으로 수행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였고, 그 때문에 1941년에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이공학부 하에 물리

학과가 두어졌고, 이학사로 광학을 전공한 호리에(掘江忠男)가 교수로 있었지만, 해방 전까지 

이공학부를 졸업한 조선인은 37명에 불과하여 학문적인 기여도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해

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사실상 광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세브란스 의전병원 부속 안경부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가공하는 곳이었음)

•崔奎南博士華甲紀念事業委員會 編, 1958 「崔奎南博士華甲紀念 東雲論集」, 大韓敎科書株式會社

•性峯 權寧大博士追慕集 發行委員會, 1986 「物理學과 더불어 半世紀 - 性峯 權寧大博士 追慕集」, 祐信文化社

•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金鍾喆, 2001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변천을 회고함」, 「한국과학사학회지」 23-2

•나일성 편저,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근배 외 지음, 2005 「한국 과학기술 인물 12인」, 해나무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으로 과학계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였고, 광학연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대에서 권영대 교수의 우주선(宇宙線) 관측실험이 진행되었고, 연세대

와 전남대에서 물리학과가 설립되면서 광학연구도 시작될 수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유학생

들이 미국 등에서 귀국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광학연구에 착수하였고, 한국 광학연구

도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1959년 원자력원 산하 원자력연구소의 창립을 계기로 1960년대 광학연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연구소는 각 대학과 연구원들의 교류를 진작시키면서 광학 발전에 기여할 수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1989년 10월 20일 한국광

학회가 창립되기까지의 44년간의 광학, 레이저 분야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종합하는 일이 쉽

지 않다. 첫째로는 44년간의 회고가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광학계의 

양상(樣相)을 다듬어 가고자 하며, 이는 한국 내의 광학회의 탄생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

라 믿는다.

우선 44년간을 다음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즉 제1기를 1945년

(8.15 해방) ∼ 1960년 기간, 제2기를 1961년 ∼ 1970년 기간, 제3기를 1971년 ∼ 1989년으로 

구분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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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30년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기독교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

부한 숭실전문학교는 1938년에 폐교되었다. 그리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개시하면서 서

양 선교사들을 추방하였고, 전투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학제를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연희전

문학교를 적국이 세운 학교라는 이유로 폐교하고 총독부로 몰수하여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로 바꾸었다. 한편, 일제는 전쟁을 대대적으로 수행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였고, 그 때문에 1941년에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이공학부 하에 물리

학과가 두어졌고, 이학사로 광학을 전공한 호리에(掘江忠男)가 교수로 있었지만, 해방 전까지 

이공학부를 졸업한 조선인은 37명에 불과하여 학문적인 기여도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해

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사실상 광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세브란스 의전병원 부속 안경부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가공하는 곳이었음)

•崔奎南博士華甲紀念事業委員會 編, 1958 「崔奎南博士華甲紀念 東雲論集」, 大韓敎科書株式會社

•性峯 權寧大博士追慕集 發行委員會, 1986 「物理學과 더불어 半世紀 - 性峯 權寧大博士 追慕集」, 祐信文化社

•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金鍾喆, 2001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변천을 회고함」, 「한국과학사학회지」 23-2

•나일성 편저, 2004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근배 외 지음, 2005 「한국 과학기술 인물 12인」, 해나무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으로 과학계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였고, 광학연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대에서 권영대 교수의 우주선(宇宙線) 관측실험이 진행되었고, 연세대

와 전남대에서 물리학과가 설립되면서 광학연구도 시작될 수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유학생

들이 미국 등에서 귀국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광학연구에 착수하였고, 한국 광학연구

도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1959년 원자력원 산하 원자력연구소의 창립을 계기로 1960년대 광학연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연구소는 각 대학과 연구원들의 교류를 진작시키면서 광학 발전에 기여할 수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1989년 10월 20일 한국광

학회가 창립되기까지의 44년간의 광학, 레이저 분야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종합하는 일이 쉽

지 않다. 첫째로는 44년간의 회고가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광학계의 

양상(樣相)을 다듬어 가고자 하며, 이는 한국 내의 광학회의 탄생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

라 믿는다.

우선 44년간을 다음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즉 제1기를 1945년

(8.15 해방) ∼ 1960년 기간, 제2기를 1961년 ∼ 1970년 기간, 제3기를 1971년 ∼ 1989년으로 

구분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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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970년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

라 광학분야의 연구도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연구소 광학실에서는 레이저 연구가 계속

되었고,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도 다양한 레이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레이저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과 함께 광학연구가 진행

되었다. 또한 1971년 한국과학원(KAIS)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 내에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

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어 광학분야 고급인력을 배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는 첨단 산업이 중시되는 가운데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이 대

폭 강화되었다. 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에서는 전자광학, 원자분광학 연구실이 신설되어 연

구를 촉진시켰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광학연구

가 발전되었다. KIST에서는 광섬유 및 집적 광학기술 개발을 수행하였고, 민간 기업과 합작하

여 광학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나갔다. 1970년대 후반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의 광학연구는 길이와 광도뿐만 아니라 시간표준, 레이저 연구, 결상광학, 색채, 분광학 등 광범

위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광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89년 한

국광학회의 탄생으로 광학연구는 또 한 번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각 대학별, 연구소

별 상호교류도 강화되어갔다.

1990년대 이후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광학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연구도 다양화되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광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광학회를 통한 교류·협력으로 

더욱 혁신적인 광학 발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한국 광학의 발달 과정을 제1기(여명기: 1945년 ~ 1960년), 제2기(유년기: 1961

년 ~ 1970년), 제3기(성장기: 1971년 ~ 1980년), 제4기(발전기: 1981년 ~ 1990년), 제5기(부흥기: 

1991년 ~ 현재)로 나눠서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3-1.  제 1 기 (한국광학의 여명기: 1945 ~ 1960)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일제 식민지배

의 잔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독자적인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과학 분야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

술의 진흥을 위한 논의들이 도처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낙후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광학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리학, 공학 전체가 극히 빈약하였다. 당시 경성대학(京城大學)이 미군 정하에서 출

범하였고, 물리학과에는 먼저 최규남(崔奎南), 박철재(朴哲在), 권영대(權寧大), 지창열(池彰

烈), 도상록(都相祿), 김종철(金鐘喆) 교수 등이 계셨고, 뒤이어 1947년 제1회 졸업생인 김영

록(金永祿), 이기억(李基億), 윤세원(尹世元), 조순탁(趙淳卓) 선생 등이 합세하여 교수진이 

짜여있었는데, 광학을 전공하시고 강의하였던 분은 권영대교수 뿐이셨다. 이들 한국 물리학

계의 대선배 되시는 분들은 학과의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보직을 많

이 맡고 계셨고,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현실이었기에 강의와 연구가 정상적

일 수가 없었다.

본인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했을 때 물리학과(청량리에 있었던 경성대학 예과 위치)

의 광학·분광학 연구실에는 그래도 분광기(f=1.5 m) 1대, Photo-Electric Spectrum Scanner 

1대 등이 있었다. 이마저 6.25동란 때 폭격 맞고 다 파괴된 것으로 듣고 있다. 1950년 ∼ 1953

년 사이 3년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고 더욱 큰 경제적, 문화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휴전

으로 전투가 종식되자, 제대를 한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들의 일부가 외국유학의 길을 떠났

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각국에서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회가 많았다.

1958년에 Laser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Schawlow와 Townes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나, 우

리나라에서 Laser가 광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Laser가 루비 결정(Cr+3:Al
2
O

3
)을 사

용하여 실험적으로 Laser가 성공한 뒤인 1960년경부터라 하겠다. 이 시기의 광학은 물리학

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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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970년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

라 광학분야의 연구도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연구소 광학실에서는 레이저 연구가 계속

되었고,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도 다양한 레이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레이저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과 함께 광학연구가 진행

되었다. 또한 1971년 한국과학원(KAIS)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 내에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

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어 광학분야 고급인력을 배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는 첨단 산업이 중시되는 가운데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이 대

폭 강화되었다. 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에서는 전자광학, 원자분광학 연구실이 신설되어 연

구를 촉진시켰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광학연구

가 발전되었다. KIST에서는 광섬유 및 집적 광학기술 개발을 수행하였고, 민간 기업과 합작하

여 광학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나갔다. 1970년대 후반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의 광학연구는 길이와 광도뿐만 아니라 시간표준, 레이저 연구, 결상광학, 색채, 분광학 등 광범

위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광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89년 한

국광학회의 탄생으로 광학연구는 또 한 번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각 대학별, 연구소

별 상호교류도 강화되어갔다.

1990년대 이후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광학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연구도 다양화되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광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광학회를 통한 교류·협력으로 

더욱 혁신적인 광학 발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한국 광학의 발달 과정을 제1기(여명기: 1945년 ~ 1960년), 제2기(유년기: 1961

년 ~ 1970년), 제3기(성장기: 1971년 ~ 1980년), 제4기(발전기: 1981년 ~ 1990년), 제5기(부흥기: 

1991년 ~ 현재)로 나눠서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3-1.  제 1 기 (한국광학의 여명기: 1945 ~ 1960)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일제 식민지배

의 잔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독자적인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과학 분야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

술의 진흥을 위한 논의들이 도처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낙후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광학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리학, 공학 전체가 극히 빈약하였다. 당시 경성대학(京城大學)이 미군 정하에서 출

범하였고, 물리학과에는 먼저 최규남(崔奎南), 박철재(朴哲在), 권영대(權寧大), 지창열(池彰

烈), 도상록(都相祿), 김종철(金鐘喆) 교수 등이 계셨고, 뒤이어 1947년 제1회 졸업생인 김영

록(金永祿), 이기억(李基億), 윤세원(尹世元), 조순탁(趙淳卓) 선생 등이 합세하여 교수진이 

짜여있었는데, 광학을 전공하시고 강의하였던 분은 권영대교수 뿐이셨다. 이들 한국 물리학

계의 대선배 되시는 분들은 학과의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보직을 많

이 맡고 계셨고,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현실이었기에 강의와 연구가 정상적

일 수가 없었다.

본인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했을 때 물리학과(청량리에 있었던 경성대학 예과 위치)

의 광학·분광학 연구실에는 그래도 분광기(f=1.5 m) 1대, Photo-Electric Spectrum Scanner 

1대 등이 있었다. 이마저 6.25동란 때 폭격 맞고 다 파괴된 것으로 듣고 있다. 1950년 ∼ 1953

년 사이 3년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고 더욱 큰 경제적, 문화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휴전

으로 전투가 종식되자, 제대를 한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들의 일부가 외국유학의 길을 떠났

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각국에서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회가 많았다.

1958년에 Laser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Schawlow와 Townes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나, 우

리나라에서 Laser가 광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Laser가 루비 결정(Cr+3:Al
2
O

3
)을 사

용하여 실험적으로 Laser가 성공한 뒤인 1960년경부터라 하겠다. 이 시기의 광학은 물리학

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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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술단체들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해방 후 과학기술의 진

흥을 위해 노력하던 많은 연구자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연구시설마저 파손되면서, 한국 과학계는 지난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광학연구 분야의 현실은 그야말로 극히 빈약한 형편이었다. 당시 미 군정 하에 

문을 연 경성대학의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던 이는 권영대 교수뿐이었다. 그는 

일본인 교수들이 버리고 간 기구들을 바탕으로 광학연구실을 꾸몄다. 초기의 광학·분광학 연구

실은 초점거리 1 m인 수정분광기, 광전미소광도계(Micro-Densitometer), 초점거리 30 ㎝인 

아베분광기(Abbe Spectrometer), 저변이 약 10 cm 되는 아인슈타인 프리즘(Einstein Prism) 

등을 갖춘, 당시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광학연구실이었다. 이와 같이 성능이 좋은 분광기는 많

이 있었지만 정작 사진 건판을 구하기 어려워 분광사진을 찍기 어려웠고, 그래서 직접 ‘슈먼’ 건

판을 제작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나마 있던 실험기기들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완전히 소실되어 연구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광학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부산 분교의 천막교실 시절을 거쳐, 서울로 돌

아와 1953년 첫 입학식을 가진 이후 새롭게 출발하였다. UNKRA(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원조로 대학의 설비가 서서히 갖춰졌는데, 우선 학부 실험기기를 갖추는 데 급급하였다. 문리

과대학 물리학과나 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의 광학실험기구들은 모두 학생용 일반광학 실험용 

기구였다. 광원으로는 수은 램프, 나트륨 램프가 있었고 스펙트럼 방전관, 각종 렌즈, 학생 실

험용 간섭계, 분광기 등이 있었으며, 원자스펙트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 하에서 1956년 여름 한라산에서 우주선(宇宙線) 관측실험이 이루어졌

다. 권영대 교수는 전쟁 이후 핵건판을 사용하여 우주선 입자를 검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고, 

고도에 따른 우주선 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한라산에

서 측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강사였던 강동권과 학생인 김영기, 김유승, 김효근, 박병

소, 이근팔, 이문종, 정근모 등으로 관측팀을 구성하고 Geiger Counter 장치를 직접 만들었

다. 군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까지 실험기기를 수송하였으며, 한라산 백록담 옆에 캠프

를 치고 관측을 하였다. 이때의 성과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에 자연과학 특집호(5권 1호, 

1957년)로 수록되었다.

연희전문학교는 1946년 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이학원 아래에 물리기상학과가 설치되었

다. 이후 1950년에 대학원이 신설되었고 이듬해 이공대학 물리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체제를 

갖춰나갔으나, 그 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 종식된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57년 미국선교사로 미국 웨슬리언 대학

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Ohio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로덕 교수(史路德, 

Robert G. Sauer)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부임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광학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로덕은 1957년 부임 직후 광학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새물

리’와 JKPS(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등의 

한국물리학회 학술지의 창간 때부터 1990년 정년퇴임할 때까

지 영문교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한국물리학회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다.

연희대학교 물리학과는 1957년 연세대학교로 새출발을 

하게 되자 학과 차원의 ‘수물학회’를 해체하고 ‘물리학회’를 창

립하였으며, 원자력강연회 개최(1957년), ‘물리학회지’ 창간

(1958년)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며 학문적 내실을 점

차 확고히 다져갔다.

1956년 8월 권영대 교수와
한라산 우주선 관측대 일행

사로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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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광학연구는 전남대학교에서도 시작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의 광학연구 역사는 전

남대학교 물리학과가 설립된 당시 물리학과 1회 졸업생들이 광학 강의를 수강했던 1954년부

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문리대 이학부건물이 준공되면서 처음으로 일부 연구실과 

실험실을 갖게 되었으며, 1955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인가되어 실험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

울였고, 당시 4 ~ 5명의 교수 가운데 윤상현 교수는 ZnS계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3-2.  제 2 기 (한국광학의 유년기: 1961 ~ 1970)

◦ 한국원자력연구소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어가는 가운데 1960년대 한국 

1950년대 말부터 선진국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갖고 귀

국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0년 우리나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창립되

었다. 그들 귀국 과학자들은 대학에 취업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소등 연구소에 취업하게 되

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추진되었던 원자로 내 Cerenkov Radiation연

구와 각종 간섭계 개발 및 이들을 이용한 스펙트럼 선폭 측정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한

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Imaging Spark Chamber연구, Thermal Luminescence 

연구, Nuclear Track(Detector) 등 광학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다.

1963년 ~ 1964년 사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 물리학연구실에서 He-Ne Laser를 연구개

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큰 출력을 얻지 못하였고, 다만 출력광속의 Coherence가 향상하는 

것을 Young Fringe에서 확인하는데 그쳤다. 1960년 ~ 1970년 사이에는 각종 Laser가 전 세

계에서 연구되고 그 출력 광속을 Holography에 이용하기 시작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

이다. 우리나라에서 Holography는 연세대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이 시기에 연구

가 시작되었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사회에서는 재도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종식된 이후 고등교육체

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장학금 지원을 받고 해

외유학을 떠났다. 1950년대 말부터 선진국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

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광학분야 연구에 매진하면서 한국 광학연구의 

도약을 준비해 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5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창립되어, 한국원자

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에서 광학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었다.

1960년대 광학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고 그 연구 성과를 소개해본다. 한국에서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은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

한 국제회의’에 몇몇 학자들이 참가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1956년 2월 한국과 미국이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쌍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에 대

한 정보와 기술은 물론 연구용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았다. 1958년 원자력법이 공포

되고, 원자력원 직제가 마련되어 이듬해인 1959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구라는 목표를 가

지고 원자력원이 설립되었다. 그 산하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월 3일 개소되었다. 1961

년 10월에 연구소는 연구조직을 초기 3개의 연구부

(원자로부, 기초연구부, 방사성동위원소부)에서 6개

의 연구실(물리학, 화학, 생물학, 원자로공학, 전자

공학, 보건물리학연구실)로 재편성하였고, 그 중의 

하나로 물리학연구실을 두게 되었다. 이때에 1959년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상수가 물리학 연

구실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체

계적인 광학연구실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광학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기에는 기하광학, 물리광학, 분광학

과 관련한 기본 실험 장치를 준비하면서 연구과제로

는 위의 세 분야의 광학기초연구 및 원자력 또는 방 Vacuum Coater AERI Optics Lab.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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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이용과 관련한 광학적 응용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나갔다. 당시 국내에서 실험연구

를 위한 연구 환경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광학실은 상당한 광학부품의 자체 설계, 가

공, 평가, 박막 증착까지도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Twyman-Green 

간섭계, Mach-Zehnder 간섭계, Jamin 간섭계, Fabry-Perot 간섭계 등을 실험실 제작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간섭광학, 회절광학, 분광학, 계측광학 등의 광학 및 응용 연

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과제로 Fizeau 간섭무늬계의 Zero Fringe Visibility에 의한 스펙트럼선폭 측

정, N2 분자의 해리열의 분광학적 연구, 원자스펙트럼의 초미세구조와 원자핵과 궤도전자 사

이의 상호작용 연구 등의 기초 분광학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중반사간섭법에 의한 광학결

정표면의 Topography와 분광강도분석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효과, 전자회절 및 분광강도분

석법에 의한 Ag-ZnS-Ag Etalon의 안정도에 관한 연구 등 간섭광학, 회절광학에 관한 기초

실험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MBI Topography Muscovite / AERI, Optics Lab. (1962년)

뒤이어 Cerenkov 복사에 대한 연구는 복사론적 해석과 이의 응용연구로 Swimming Pool

형 TRIGA II 원자로에서 방출하는 가시광 영역의 Cerenkov 복사광과 원자로 출력과의 상호

관계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Cerenkov 복사광을 이용한 원자로의 출력제어가 가능하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이 결과는 저준위 원자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광학적 방법으로도 원자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창의적 연구로 평가 받았다.

1965년 후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내세운 방사선 이용연구, 목적기초연구 등의 큰 과제

에 발맞추어 광학연구실은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Dosimeter 소재인 LiF(Mg) 결정을 대상

으로 열 형광과 Electron Trap, Color Center에 관한 연구, 의료용 Imaging Spark Chamber

의 개발, Cellulose Nitrate를 이용한 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 연구, γ-선 공명효

과 연구(이후 Mössbauer 연구로 진행됨), 광선광성(光旋光性: Optical Rotary Activity)에 미

치는 방사선 효과 연구 등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한편 광학연구실은 일찍이 196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레이저 

연구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중성원자 기체 레이저인 He-Ne 레이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67년 초에 이르러서는 실험실에서 설계, 제작한 He-Ne 레이저의 동작실험이 이루어졌다. 

Young의 이중 슬릿 간섭 측정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낮은 출력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제시

하지 못하였지만, 연구실은 레이저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국내 레이저 연구 활성화에 큰 자극을 

주게 되었다. 뒤이어 Al2O3(Cr+3)에 의한 고체레이저인 루비 레이저 연구도 수행하여 레이저의 

발진특성도 규명하였다.

Optical Microscope with Hg 
Lamp (546 nm) AERI Opt. Lab. 
(1962년)

Prism Spectrometer
AERI Optics Lab.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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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광학연구실은 초기부터 외부에 대해 개방적인 운영방침을 두어, 시설

이용, 위탁교육, 공동연구, 실습교육 등의 형식으로 많은 대학 교수, 대학원생, 학부학생 그리

고 산업체기술원들이 연구 및 교류를 위하여 자유롭게 연구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광학 발

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초기 광학 및 분광학 연구실은 이상수 실장을 포함하여 

1962년 기준으로 이계철, 박대영, 박대윤 등이 있었으며, 전병칠 기술원이 있었다. 1967년 연

구원 1명 증원(강신규), 1969년 2명(고정덕, 송광석) 증원되었으며, 이들이 단합하여 맡은 연

구에 전력을 다하였다.

Optical Workshop / AERL
Optics Lab. (1961년)

(a) Vacuum and Mixed Gas, (b) Alignment by Autocollimater, (c) Sealed Tube, (d) RF Pumped Laser

a

c

b

d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물리학과는 1951년 수물학과로 창설된 후, 1961년 국립대학 정비절차에 의해 

폐과되었다가 1964년 물리학과로 분리되었다. 당시 물리학과에서 광학분야의 교육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응집물질물리의 한 분야로서 결정성장을 주축으로 광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광학분야에서 연구다운 연구는 1965년 이범삼 교수가 주도한 단결정 성장

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성장로 등의 실험 기자재를 직접 제작하였고, 여러 시행착

오를 거쳐 인공 루비 결정 성장에 성공하였다.

1968년에는 이범삼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물리학과 연구진이 한국 최초로 공업용으로 많

이 쓰이는 인공수정(水晶)의 양산화 실험에 성공했다. 이범삼은 1967년 11월부터 연구를 시작

하였는데, 1968년 ‘인공수정의 양산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처로부터 연구비 

100만 원을 지원받아, 당시 산업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진동자용 인공수정(Quartz) 

결정의 양산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공수정의 산업 응용으로 이어지지 못

하였다. 그 이후 BaTiO3, TiO2, LiNbO3 등의 단결정의 성장에도 성공하여 광학 결정 연구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 초석이 되었다.

1969년 물리학회의 초청으로
내한한 노벨물리학 수상자 H. A.

Bethe 박사의 원자력청 방문

제2기(1961년 ~ 1970년)에는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

양대학교 등에서 레이저 및 홀로그래피, 결정 성장, 화합물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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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Holography 연구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응용

광학을 선도하였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광학연구실은 1962년 본교 출신의 김도경 교수의 부

임으로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도경 교수는 또한 Laser와 Holography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던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 추천 연구비를 적극 지원 받으며 Holography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N2 Laser, CO2 Laser, He-Ne Gas Laser, 유기색소 Laser 등의 각종 레이저 특성연

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레이저 기술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김도경 교수

는 사로덕 교수와 He-Ne Gas Laser, Molecular Gas Laser 등을 연구하였으며, 고년규, 이

철주 교수와 함께 「Study of the Li7(p, α)He4 Rea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66년에 ‘새물

리’에 발표하는 등 1978년 작고하기 전까지 국내 광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광학연구는 주로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윤상현, 김화택 교수

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김화택 교수는 3원 및 다원화합물 반도체의 광학적 기초물성을 규

명하고 불순물에 의한 광학적 특성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광학적 특성제어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연구 활동을 하였다.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광학분야는 1960년대에 태동하였다. 1963년 3월 물리학과에 대학원 과정이 

인가되면서 비로소 연구 기능을 갖춘 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대학원 연구 활성

화를 위해 전임 교수가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68년에 광학 전공의 김근희 교수가 

부임하였고, Holography와 레이저 연구를 수행하였다.

3-3.  제 3 기 (한국광학의 성장기: 1971 ~ 1980)

왼쪽부터 이철주, 조경철, 고년규, 김도경

1971년에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에

서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

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기존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광학 또는 레이저 전문 연구실이 설립

되고, 대학에서도 레이저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은 큰 가속도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과학원은 광학 및 광공학 전공의 석·박사를 배

출하게 되어 대학, 정부출연기관연구소, 기업체 현장에까지 우수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당시 과학원 광학연구실에서는 Holographic Image Processing, Iodine Photo-Disso-

ciation Laser(Pulse형 및 CW형), TEA CO2 Laser(Pulse형), N2 Laser(Pulse형), Radiation 

Pressure연구, 그리고 Lens Design & Testing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출력 CW CO2 Laser, TE N2 Laser, Ruby와 

YAG Laser의 응용연구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이 있었다. 서울대에서는 Holographic Material 

연구, CO2 Laser연구 등이 있었고, 여러 대학에서 레이저 및 레이저 광속을 이용하는 연구

가 추진되었다.

1974년 9월초에 한국의 광학-레이저 전공학자들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

름이 아니라 프랑스 광과학자 일행(10명)이 일본에서 개최하였던 ICO 총회를 마치고, 당시 

ICO 사무총장인 Vienot 교수 인솔로서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한국과학

원에서 심포지움을 열면서 Francon의 강의, Lowental의 연구 발표 등을 듣고, 양국 광과학

자의 교류를 협의하였다. 이들의 내한은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때 우리는 ICO(In-

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회원가입을 사무총장인 Vienot에 정식으로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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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Holography 연구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응용

광학을 선도하였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광학연구실은 1962년 본교 출신의 김도경 교수의 부

임으로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도경 교수는 또한 Laser와 Holography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던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 추천 연구비를 적극 지원 받으며 Holography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N2 Laser, CO2 Laser, He-Ne Gas Laser, 유기색소 Laser 등의 각종 레이저 특성연

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레이저 기술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김도경 교수

는 사로덕 교수와 He-Ne Gas Laser, Molecular Gas Laser 등을 연구하였으며, 고년규, 이

철주 교수와 함께 「Study of the Li7(p, α)He4 Rea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66년에 ‘새물

리’에 발표하는 등 1978년 작고하기 전까지 국내 광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광학연구는 주로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윤상현, 김화택 교수

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김화택 교수는 3원 및 다원화합물 반도체의 광학적 기초물성을 규

명하고 불순물에 의한 광학적 특성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광학적 특성제어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연구 활동을 하였다.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광학분야는 1960년대에 태동하였다. 1963년 3월 물리학과에 대학원 과정이 

인가되면서 비로소 연구 기능을 갖춘 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대학원 연구 활성

화를 위해 전임 교수가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68년에 광학 전공의 김근희 교수가 

부임하였고, Holography와 레이저 연구를 수행하였다.

3-3.  제 3 기 (한국광학의 성장기: 1971 ~ 1980)

왼쪽부터 이철주, 조경철, 고년규, 김도경

1971년에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에

서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

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기존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광학 또는 레이저 전문 연구실이 설립

되고, 대학에서도 레이저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은 큰 가속도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과학원은 광학 및 광공학 전공의 석·박사를 배

출하게 되어 대학, 정부출연기관연구소, 기업체 현장에까지 우수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당시 과학원 광학연구실에서는 Holographic Image Processing, Iodine Photo-Disso-

ciation Laser(Pulse형 및 CW형), TEA CO2 Laser(Pulse형), N2 Laser(Pulse형), Radiation 

Pressure연구, 그리고 Lens Design & Testing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출력 CW CO2 Laser, TE N2 Laser, Ruby와 

YAG Laser의 응용연구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이 있었다. 서울대에서는 Holographic Material 

연구, CO2 Laser연구 등이 있었고, 여러 대학에서 레이저 및 레이저 광속을 이용하는 연구

가 추진되었다.

1974년 9월초에 한국의 광학-레이저 전공학자들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

름이 아니라 프랑스 광과학자 일행(10명)이 일본에서 개최하였던 ICO 총회를 마치고, 당시 

ICO 사무총장인 Vienot 교수 인솔로서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한국과학

원에서 심포지움을 열면서 Francon의 강의, Lowental의 연구 발표 등을 듣고, 양국 광과학

자의 교류를 협의하였다. 이들의 내한은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때 우리는 ICO(In-

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회원가입을 사무총장인 Vienot에 정식으로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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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1960년대에 육성하였던 노동집약적 공업만으로는 경제성장의 한계가 온 상

황에서 박정희 정부에 의해 중화학공업이 집중 육성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된 시기였

다. 이를 위해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었고, 이런 배경 속에 1971년 한국과학원

(KAIS)이 설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진흥을 전담할 독립된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67년 과학기술처를 신설했다. 과학기

술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인력개발계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공업화라는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특히 중화학공업화

에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가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 대학원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배출이 부진한 형편이었고, 이 과정에

서 과학기술 특수대학원의 설치가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과학원이 설립된 것이다. 한국과학

원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에서는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국방과학연구소, 기존의 한국원자력연구

소 내에 광학이나 레이저 전문 연구실이 설립되고, 대학에서도 레이저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고,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1975년 ICO 총회(Prague, Czechoslovakia)에 상

정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1975년 8월 25일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정식 승인(만장일치)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년 1월 9일부터 며칠 동안은 재미 한인 레이저 과학자를 초청하여 국내 광학자들과 

함께 Seoul Laser Symposium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김대만 박

사(Rice 대학), 김용욱 박사(Leheigh 대학), 김진중 박사(North Carolina 주립대학), 노원병 

박사(System Research Lab. Inc.), 강민호 박사(Texas 대학, Austin) 등이 모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연구결과발표와 레이저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바람직한 시간을 

가졌다. 이 심포지움의 개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원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갖게 되면서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서의 광학 관련 기초연구의 발전과 당시 열악했던 국내 광산업계의 광학부품 

제작 능력 향상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 한국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은 레이저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연

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레이저 광학연구실에서는 우선 레이저 재료구입에 어려움이 덜 하고, 

응용성이 큰 레이저 발진기 연구에 집중하여, 1971년 국내 최초로 연속발진 이산화탄소(CO2) 

레이저의 발진에 성공하였다. 이는 Half External Cavity를 형성하고 80 cm 유효방전 길이를 

가질 때 최대 78 W의 출력을 얻었으며, 이는 당시 상업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결과였다. 뒤이어 

Mechanical Q-Switch에 의한 펄스형 CO2 레이저 연구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당시 

레이저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던 몇 개 대학과 연구실에 레이저 발진기에 관한 학술적, 기술적 

정보를 조건 없이 보급하여 국내 레이저연구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였다.

CW CO
2
 LASER KAERI Opt. Lab. (1971년)

CW CO
2
 LASER KAERI Opt. Lab. (1972년): Output power 78 W ~ 8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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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1960년대에 육성하였던 노동집약적 공업만으로는 경제성장의 한계가 온 상

황에서 박정희 정부에 의해 중화학공업이 집중 육성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된 시기였

다. 이를 위해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었고, 이런 배경 속에 1971년 한국과학원

(KAIS)이 설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진흥을 전담할 독립된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67년 과학기술처를 신설했다. 과학기

술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인력개발계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공업화라는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특히 중화학공업화

에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가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 대학원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배출이 부진한 형편이었고, 이 과정에

서 과학기술 특수대학원의 설치가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과학원이 설립된 것이다. 한국과학

원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에서는 광학분야의 정규 석·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가 정상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국방과학연구소, 기존의 한국원자력연구

소 내에 광학이나 레이저 전문 연구실이 설립되고, 대학에서도 레이저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고,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1975년 ICO 총회(Prague, Czechoslovakia)에 상

정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1975년 8월 25일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정식 승인(만장일치)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년 1월 9일부터 며칠 동안은 재미 한인 레이저 과학자를 초청하여 국내 광학자들과 

함께 Seoul Laser Symposium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김대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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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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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CO
2
 LASER KAERI Opt. Lab. (1971년)

CW CO
2
 LASER KAERI Opt. Lab. (1972년): Output power 78 W ~ 8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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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청 한국원자력연구소(AERI, ROK)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정책으로 

1973년에 과학기술처 산하의 특수법인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로 새롭게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 레이저 광학연구실의 인력도 보강되었다. 1972년에 광학연구실은 ‘레이저연구 및 

응용에 관한 장기계획’을 성안, 작성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과학기술처에 요구하기도 하

였으며, 레이저에 의한 에너지 개발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레이저에 의한 재

료가공 연구, 레이저에 의한 물질의 선택적 여기과정 연구 등의 범위 내에서 고출력 적외광 레

이저와 파장가변 레이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Q-Switching CO2 레이저(1975년), 동축케이블형 초복사성 N2 레이저연구(1976년, 공동

연구), Blumlein 회로에 의한 TE N2 레이저연구(1976년), 파장가변 N2 레이저에 의한 Dye 레

이저 발진 실험(1976년), 대기 중에서의 레이저광속의 감쇄와 광학적 요동현상연구(1976년), 

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파장가변 레이저와 광학계에 관한 연구(1976년), 단계적 광여기를 위한 

연속발진 파장가변 레이저와 그 응용에 관한 조사연구(1977년), 이중나선형 TEA CO2 레이저 

개발, Dye 레이저 펌핑용 Ar⁺ 레이저의 개발(1977년) 등 레이저 발진기의 자체 개발과 그 특

성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1971년부터는 홍능기계 등 산업체들이 레이저응용기기 및 특수광학부품 등의 개발을 위

한 요구에 따라 위탁연구과제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는 1979년

까지 지속하여 실질적인 국내 레이저연구 발전에 협력하였다. 대표적인 수탁 및 공동연구 과제

로는 레이저 측정기를 위한 펄스형 Ruby 레이저 송광장치(Laser Transmitter) 개발(1973년), 

주요광학부품의 평면가공기술 개발과 평가(1976년), 적외선 열복사형 특수 Cassegrain 광학

계의 설계 및 제작(공동연구원, 1978년)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 이후 광학연구실의 참여연구원으로는 이계철, 박대영(KAERI), 박대윤(인하대), 

강신규(영남대), 서두환(KAERI), 김 훈, 고정덕(渡美), 송광석(渡加), 김은가(KAERI), 김태

수(울산대), 이인원(표준원/APRI), 황철규(KAERI), 성낙진(원광대), 기술원으로는 전병칠

(KAERI), 이수호(KAERI) 등이 재직하였다. 1960년부터 1978년에 이르기까지 광학연구실

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43과제였으며, 이 중 5과제는 산업체로부터의 수탁연구과제였다.

이 기간 동안 고려대, 경희대, 경북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KAIST 

등 많은 대학과 대한광학 등 중소 광산업체와 적극 협력, 교류하여 국내 광학 및 광기술 토착

화에 전력하였다. 광학연구와 실습교육과정으로 10여 명의 대학 교수와 15명의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과 수십 명의 실습대학생이 광학연구에 동참하였다.

1978년경에 이르러서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당시 기관책임자들의 피동적 운영 방식

으로 인하여 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의 핵연료공단으로의 이전을 명분 없이 종용받았고, 연

구소 내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기초연구의 터전인 광학연구실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

한 환경에서 연구원의 이적이 가속화되어 연구원들은 대학으로, 타 연구소로, 한국원자력연구

소 내의 다른 연구팀으로 옮기거나 퇴임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새로운 임지에서 광학연구실을 

설립하면서 더 큰 연구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1960년대 미국은 대외원조정책에서 기술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으로부

터 베트남 참전을 약속받기 위한 대가의 하나로 1965년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제

2차 정상회담에서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의 설립 원조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1966년 2

월에 미국이 원조한 1000만 달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는 미국이 저개발국

에 대규모로 원조하여 세운 최초의 종합 과학기술연구소였으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한 최초의 종합 과학기술 연구소였다.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필

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연구가 KIST를 통해 본격화 될 수 있었다.

TE N
2
 Laser KAERI

Laser Lab.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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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유학한 김 웅 박사가 1971년 KIST에 입사하여 처음 응용광학 연구실을 만들고 레

이저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3년 국내 최초로 수냉식 CO2 레이저 개발에 성공하여 130 W

의 출력을 구현하였으며, 그 후에도 CO2 레이저 고성능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였다.

1974년 선임연구원으로 부임한 최상삼 박사가 김 웅 박사의 뒤를 이어 다양한 레이저에 관

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1976년 김 웅 박사가 연구과제 책임자이며 최상삼 박사가 실무 책

임자로서 He-Ne 레이저용 다중박막제작을 수행하였으며, ZnS, MgF2 한 세트로 번갈아 증착하

여 11층의 박막을 증착함으로써 580 nm ~ 700 nm대역에서 99.4%의 반사율을 갖는 레이저 거

울을 제작하였다. 1977년에는 수냉식 Sealed-off CO2 레이저를 개발하였는데, 레이저 관의 길

이를 70 cm, 출력 거울을 Ball Joint에 고정하여 거울을 미세조정함으로써 2.5 W의 레이저 출

력을 구현하였다.

1976년 김 웅 박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직한 이후, 최상삼 박사의 주도로 1977년에 He-

Ne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였다. 헬륨과 네온의 비는 7:1 정도, 관의 길이는 10 cm, 12.5 cm, 15 

cm이며, 내부직경이 1 mm ~ 2 mm되는 관을 이용하여 0.2 mW의 출력을 구현하였다.

1977년부터는 삼성전자와 함께 “전광 훈련식 기재 및 레이저 광원기술 개발 연구”라는 주제

로 He-Ne 레이저 및 CO2 레이저 기술을 같이 개발하였다. 이때 TiO2-SiO2 조합으로 21층의 

박막을 쌓아 99.9%의 반사율을 갖는 레이저 거울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의 제품과 비교

하여도 손색이 없는 특성을 구현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에는 레이저 관련 기술 개발이 중심

을 이루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광섬유 국산화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

◦ 국방과학연구소

1970년 8월 6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설립에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수정이 배경에 있었다. 미국의 닉슨 정부는 아시아 국가의 독자적인 국방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괌독트린’을 발표하였고, 이에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짧은 기간 내에 우수한 연구원들을 확보하였고 

많은 성과들을 달성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체제를 정착시켰다.

연구소의 특성상 무기개발이 중심이 되었는데, 연구소 내 광학연구는 레이저 부문에서 본

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 병참 물자 개발 실장을 맡아 한국형 수류탄, 낙하산, 방탄 헬멧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 한필순 박사는 국산 무기 현대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첨

단 정밀 무기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국가 예산으로 기존의 기본 화기 국산화 개발도 벅찬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밀 현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을 설득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정책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자, 

1972년 한필순 박사의 권유로, 당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

종민 박사와 이건무 박사, 그리고 서울공대 정기형 교수가 주도하여 고출력 탄산가스(CO2) 레

이저를 개발하게 되었다. 시작 초기에는 진공관 부품들을 이용하여 20 W ~ 30 W를 얻었으며, 

점진적으로 효율을 향상시켜 80 W ~ 100 W까지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한필순 실장은 레이저 무기 및 야간 관측 장비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드디어 1973년 5월 레이저 및 야시장비 연구실이 신설되었다. 이때, 한필순 실장을 비

롯하여 구성 연구원으로 정해일, 백진기, 이종민(광주과기원), 조남민, 임형순, 심형관, 문춘

연, 홍기범(호남대), 김강서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1973년 말에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본격적

으로 성능 개선을 하여 250 W의 고출력을 달성함으로써 레이저를 이용한 각종 정밀 무기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250 W의 고출력 탄산가스
레이저 발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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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에는 군 통신에서 통신 보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을 이용한 광통신

용 시범 장비도 개발하였으며, 이는 광반도체와 광섬유를 각각 이용한 광대기통신장비 및 광

섬유 통신장비의 국내 최초 시범 모델이었다. 고출력 탄산가스 레이저와 함께 이들 광통신 장

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저 광학기술 개발능력 홍보에 최대한으로 활용되었다. 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정부 인사들과 국방 관계자들 대부분이 레이저 광학 실험실을 방문하

였으며, 국내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1974년 중반부터는 휴대용 및 전차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야간 관측 장비 연구개발 사업

이 착수되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는 Nd:YAG 레이저가 적용되었으며, 맑은 날씨에 20 km

까지 측정하는 데 출력이 1 MW ~ 2 MW(에너지 20 mJ ~ 30 mJ, 펄스폭 10 ns ~ 20 ns)이면 충

분하였다. 1976년에는 미국 DARPA(미 국방부 고등연구국)로부터 1981년까지 5년간 총 20만 달

러 규모의 연구과제(과제명: 대기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탁 받게 되었다. 대기 광 데

이터 통신이 필요한 한국 지역에서의 대기 광 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연구 업무였다.

1978년 7월 레이저 및 야시장비 연구실이 전자광학연구부로 격상되고 한필순 실장도 부장

으로 승진되었다.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연구개발 예산 규모도 크게 증대되었으며, 국방기술

에서 광 응용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이 확대 개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산하에 시스템 연구실(이덕훈), 레이저 연구실(이종민), 야시장비 연

구실(정해일) 등 5개 연구실이 설립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자광학연구부는 한필순 부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레이저 광학 분야의 국

내 기술 축적을 위해 자체 개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 레

이저 광학 관련 핵심 연구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탁 수행하고, 광학 부품 제조 관련 광산업체

에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제작도 의뢰함으로써, 국내 대학, 연구소의 광학 기초 연구 및 국

내 광산업체의 광학부품 제작 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이는 후에 서울대, KAIS(現 

KAIST), KIST, KAERI 등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들과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활성

화에 큰 기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연구실에서는 방위산업체 추천 요건 서류들을 갖

추어 국방부에 제출함으로써, 삼성정밀(現 한화테크윈), 한국전광 등 주요한 업체들이 방위산

업체로 지정되어 국방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레이저 연구실(실장: 이종민)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소형 Nd:YAG 레이저 발진기 카

트리지(Cartridge)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휴대용 및 탱크용 레이저 거리 측정장치를 독자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야시장비 연구실에서는 HgCdTe 검광기를 이용해 

적외선 열상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現 표준과학연구원)가 1975년 

12월 5일에 상공부장관의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12월 24일의 재단법인 등기완료를 거쳐 출범

하게 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거의 끝나가면서 수출품의 품질

보증,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준의 필요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나타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중공업 분야의 생산시설이나 생산제품은 고도의 정밀도를 요했으며 해외수

출에서도 국제적인 측정표준 수준을 충족시킨 제품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방위산

업 분야에서도 정확한 표준의 필요성이 한층 절실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국가표준기관에서는 주로 물리량으로 구성된 기본단위의 실현이 연구대상이므로 표준연구소

는 물리연구소의 성격이 강했다. 이 연구소에서도 광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6년 2월 1일에 처음으로 채용된 연구원 2명 중의 1명인 원종욱은 과학원에서 레이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인력이었으며 길이(Length)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종욱은 

1976년 12월부터 미국표준연구소(현재의 NIST, 당시의 NBS)에 파견되어 길이분야 표준에 대

해 교육훈련을 받았다.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를 연구실장급으로 채용

초소형 Nd:YAG 레이저
발진기 카트리지(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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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에는 군 통신에서 통신 보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을 이용한 광통신

용 시범 장비도 개발하였으며, 이는 광반도체와 광섬유를 각각 이용한 광대기통신장비 및 광

섬유 통신장비의 국내 최초 시범 모델이었다. 고출력 탄산가스 레이저와 함께 이들 광통신 장

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저 광학기술 개발능력 홍보에 최대한으로 활용되었다. 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정부 인사들과 국방 관계자들 대부분이 레이저 광학 실험실을 방문하

였으며, 국내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1974년 중반부터는 휴대용 및 전차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야간 관측 장비 연구개발 사업

이 착수되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는 Nd:YAG 레이저가 적용되었으며, 맑은 날씨에 20 km

까지 측정하는 데 출력이 1 MW ~ 2 MW(에너지 20 mJ ~ 30 mJ, 펄스폭 10 ns ~ 20 ns)이면 충

분하였다. 1976년에는 미국 DARPA(미 국방부 고등연구국)로부터 1981년까지 5년간 총 20만 달

러 규모의 연구과제(과제명: 대기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탁 받게 되었다. 대기 광 데

이터 통신이 필요한 한국 지역에서의 대기 광 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연구 업무였다.

1978년 7월 레이저 및 야시장비 연구실이 전자광학연구부로 격상되고 한필순 실장도 부장

으로 승진되었다.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연구개발 예산 규모도 크게 증대되었으며, 국방기술

에서 광 응용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이 확대 개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산하에 시스템 연구실(이덕훈), 레이저 연구실(이종민), 야시장비 연

구실(정해일) 등 5개 연구실이 설립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자광학연구부는 한필순 부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레이저 광학 분야의 국

내 기술 축적을 위해 자체 개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 레

이저 광학 관련 핵심 연구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탁 수행하고, 광학 부품 제조 관련 광산업체

에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제작도 의뢰함으로써, 국내 대학, 연구소의 광학 기초 연구 및 국

내 광산업체의 광학부품 제작 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이는 후에 서울대, KAIS(現 

KAIST), KIST, KAERI 등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들과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활성

화에 큰 기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연구실에서는 방위산업체 추천 요건 서류들을 갖

추어 국방부에 제출함으로써, 삼성정밀(現 한화테크윈), 한국전광 등 주요한 업체들이 방위산

업체로 지정되어 국방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레이저 연구실(실장: 이종민)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소형 Nd:YAG 레이저 발진기 카

트리지(Cartridge)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휴대용 및 탱크용 레이저 거리 측정장치를 독자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야시장비 연구실에서는 HgCdTe 검광기를 이용해 

적외선 열상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現 표준과학연구원)가 1975년 

12월 5일에 상공부장관의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12월 24일의 재단법인 등기완료를 거쳐 출범

하게 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거의 끝나가면서 수출품의 품질

보증,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준의 필요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나타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중공업 분야의 생산시설이나 생산제품은 고도의 정밀도를 요했으며 해외수

출에서도 국제적인 측정표준 수준을 충족시킨 제품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방위산

업 분야에서도 정확한 표준의 필요성이 한층 절실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국가표준기관에서는 주로 물리량으로 구성된 기본단위의 실현이 연구대상이므로 표준연구소

는 물리연구소의 성격이 강했다. 이 연구소에서도 광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6년 2월 1일에 처음으로 채용된 연구원 2명 중의 1명인 원종욱은 과학원에서 레이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인력이었으며 길이(Length)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종욱은 

1976년 12월부터 미국표준연구소(현재의 NIST, 당시의 NBS)에 파견되어 길이분야 표준에 대

해 교육훈련을 받았다.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를 연구실장급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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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NBS에서 훈련을 받게 하였는데 정명세 박사와 임동건 박사는 길이표준에 사용될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제작에 NBS 연구진과 함께 참여하였다. 귀국 후 정명세 박사는 길이표

준 연구실장으로 임동건 박사는 광학표준 연구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임동건 박사가 초대 실장이었던 광학연구실에는 정해양, 김용완이 초기부터 연구진으로 일

했으며 1979년부터 실제적인 광도표준에 대한 연구업무에 착수하였다. 1978년 이전에는 연구

장비 구입과 해외파견 교육 등의 준비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979년에 광도, 조명도, 분광복사

조도 2차 표준인 여러 종류의 표준전구와 광도계, 분광복사 조도계, 적분구 등의 계측기기가 

제작되거나 도입되어 광도 및 복사도 분야의 국가표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 부산대학교

1976년 이범삼 교수의 사후,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및 물리교육과에서는 김정남, 윤수인, 

노지현 교수 등이 광학결정 연구를 이끌어 갔으며, 국내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

하였다. 특히 1979년에는 ‘LiNbO3 단결정 성장과 그 물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학과 전체 교

수가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문교부에 제출하여, 지역 내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소로는 최

초로 ‘물성연구소’(초대 소장: 이재현)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목적은 물성연구와 새로운 물질 

개발을 통해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연과학교육, 특히 대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었다. 주요 기능은 응축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과의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물성연

구소의 설립으로 부산대 물리학과 내에 현대적인 응집물질 물리학 연구와 교육의 발판이 마련

되었고, 이 가운데 광학물질 연구는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광학은 입자 이론, 고체물리와 함께 중요한 물리학과의 특성화 분야 

하나로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입자이론 분야의 교수였던 김영덕 교수가 광학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을 처음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

다. 이러한 광학 그룹의 탄생에는 Oregon 대학의 박광재 교수의 조언과 도움이 컸다. 박광재 

교수는 1974년 서강대학교를 방문하여 광학과 레이저를 1년간 강의하면서 Oregon 대학에서 만

든 Blumlein 형 질소 레이저를 기증하였다. 이 레이저는 그 길이가 2 m에 이르는 거대한 레이

저였는데 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발진과 실험 등에 대한 연구가 1974년도부터 시작되면

서 레이저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그 이후 1976년부터 광 산란과 관련된 광자 통계에 대한 

연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당시 광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여건에 돌이켜보면 선도적 연

구 그룹의 하나였다. 이 광학기자재를 바탕으로 1979년 ‘레이저 연구’가 교육부의 대학 부설 기

초과학연구소 학술 연구조성비 지원과제로 선정되면서 광학실험 분야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연구 그룹은 초기에 박광재 교수의 영향으로 몇 명의 석사 과정 학생들을 모태로 시작

되었고 졸업생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 대부분 광학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현재 OE Solution

의 설립자인 박용관 박사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레이저로 박사학위를 받은 초기 실험실 출신

의 한 명이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장준성 교수가 1969년 3월에 교양과정부에 부임하여 공과대학 응용 물

리학과에 광학연구실을 꾸미면서 광학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 실험비로 처음 구입한 것 이 

NEC사의 1.5 mW 헬륨-네온 레이저와 부품들이었다. 공과대학의 JGG(Japanese Govern-

ment Grant) 프로젝트의 1차년도분으로 1975년에 20 mW 헬륨-네온 레이저, 광학 테이블, 

광학 마운트 다수 등 광정보처리 연구의 기초실험기기가 서울대 학교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도입되어 관악캠퍼스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AID 프로젝트에서 $20,000을 배정받아 1980년 10 mW 아르곤-이온 레이저(공냉 

식), 고전압전원장치(100 KV, 2 mA), Nd-AG 레이저(펄스당 110 mJ), 수종의 빔 파워 검출

기, 제논 플래쉬 램프 10개 등을 도입하면서 연구기기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연구분야는 홀로

그래피(다중기록 홀로그램, 간섭홀로그래피, 컴퓨터 홀로그램 등)의 연구로부터, 각종 기초 레

이저의 제작에 관한 연구등이 진행되어, 비선형광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학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다.

제3기(1971년 ~ 1980년)에는 각 대학에서도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레이저 관련 연구 

등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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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NBS에서 훈련을 받게 하였는데 정명세 박사와 임동건 박사는 길이표준에 사용될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제작에 NBS 연구진과 함께 참여하였다. 귀국 후 정명세 박사는 길이표

준 연구실장으로 임동건 박사는 광학표준 연구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임동건 박사가 초대 실장이었던 광학연구실에는 정해양, 김용완이 초기부터 연구진으로 일

했으며 1979년부터 실제적인 광도표준에 대한 연구업무에 착수하였다. 1978년 이전에는 연구

장비 구입과 해외파견 교육 등의 준비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979년에 광도, 조명도, 분광복사

조도 2차 표준인 여러 종류의 표준전구와 광도계, 분광복사 조도계, 적분구 등의 계측기기가 

제작되거나 도입되어 광도 및 복사도 분야의 국가표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 부산대학교

1976년 이범삼 교수의 사후,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및 물리교육과에서는 김정남, 윤수인, 

노지현 교수 등이 광학결정 연구를 이끌어 갔으며, 국내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

하였다. 특히 1979년에는 ‘LiNbO3 단결정 성장과 그 물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학과 전체 교

수가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문교부에 제출하여, 지역 내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소로는 최

초로 ‘물성연구소’(초대 소장: 이재현)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목적은 물성연구와 새로운 물질 

개발을 통해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연과학교육, 특히 대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었다. 주요 기능은 응축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과의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물성연

구소의 설립으로 부산대 물리학과 내에 현대적인 응집물질 물리학 연구와 교육의 발판이 마련

되었고, 이 가운데 광학물질 연구는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광학은 입자 이론, 고체물리와 함께 중요한 물리학과의 특성화 분야 

하나로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입자이론 분야의 교수였던 김영덕 교수가 광학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을 처음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

다. 이러한 광학 그룹의 탄생에는 Oregon 대학의 박광재 교수의 조언과 도움이 컸다. 박광재 

교수는 1974년 서강대학교를 방문하여 광학과 레이저를 1년간 강의하면서 Oregon 대학에서 만

든 Blumlein 형 질소 레이저를 기증하였다. 이 레이저는 그 길이가 2 m에 이르는 거대한 레이

저였는데 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발진과 실험 등에 대한 연구가 1974년도부터 시작되면

서 레이저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그 이후 1976년부터 광 산란과 관련된 광자 통계에 대한 

연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당시 광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여건에 돌이켜보면 선도적 연

구 그룹의 하나였다. 이 광학기자재를 바탕으로 1979년 ‘레이저 연구’가 교육부의 대학 부설 기

초과학연구소 학술 연구조성비 지원과제로 선정되면서 광학실험 분야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연구 그룹은 초기에 박광재 교수의 영향으로 몇 명의 석사 과정 학생들을 모태로 시작

되었고 졸업생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 대부분 광학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현재 OE Solution

의 설립자인 박용관 박사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레이저로 박사학위를 받은 초기 실험실 출신

의 한 명이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장준성 교수가 1969년 3월에 교양과정부에 부임하여 공과대학 응용 물

리학과에 광학연구실을 꾸미면서 광학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 실험비로 처음 구입한 것 이 

NEC사의 1.5 mW 헬륨-네온 레이저와 부품들이었다. 공과대학의 JGG(Japanese Govern-

ment Grant) 프로젝트의 1차년도분으로 1975년에 20 mW 헬륨-네온 레이저, 광학 테이블, 

광학 마운트 다수 등 광정보처리 연구의 기초실험기기가 서울대 학교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도입되어 관악캠퍼스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AID 프로젝트에서 $20,000을 배정받아 1980년 10 mW 아르곤-이온 레이저(공냉 

식), 고전압전원장치(100 KV, 2 mA), Nd-AG 레이저(펄스당 110 mJ), 수종의 빔 파워 검출

기, 제논 플래쉬 램프 10개 등을 도입하면서 연구기기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연구분야는 홀로

그래피(다중기록 홀로그램, 간섭홀로그래피, 컴퓨터 홀로그램 등)의 연구로부터, 각종 기초 레

이저의 제작에 관한 연구등이 진행되어, 비선형광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학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다.

제3기(1971년 ~ 1980년)에는 각 대학에서도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레이저 관련 연구 

등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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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1976년에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에는 정창섭이 부임하여 학부 광학강의를 담당하였으며, 물

리학과 창설 이래 부족했던 연구와 실험공간은 1977년 자연대 1호관이 준공됨에 따라 확충되

었다. 또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IDA/IBRD 교육차관 사업으로 광학에 관련된 실험기구와 

연구용 기자재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 한국과학원

한국과학원(KAIS, 現 한국과학기술원)은 1971년 2월 이상수 초대 원장 임명과 함께 설립되

었다. 과학원 내에 수학 및 물리학과가 개설되면서 이상수(광학), 조병하(이론), 김재관(입자) 

교수가 부임했고, 1973년 3월에 10명의 응용물리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당시 

기숙사 건물만 완공되어 교수들의 연구실과 학생들의 강의실이 함께 있었고, 입학 후 6개월이 

지난 1973년 가을학기에 들어서 강의실 및 교수 연구실 건물이 완공되었다. 1974년 5월 제3대 

원장으로 조순탁이 부임하면서 학생들 실험실의 기본 측정기기 긴급 구매를 위한 추가예산이 

과학원 차원으로 각 학과에 배정되었다.

1977년에 실험실 장비가 들어와 가동준비가 완료단계에 들어섰던 과학원의 교수 실험실들

이 공개되었다. 특히 이상수 교수의 광학 연구실, 이주천의 반도체 연구실, 김종진의 고체분

광학 연구실이 대표적으로 공개되었다. 조순탁 원장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이해와 협력으로 

AID, IBRD 자금에 의한 실험실 장비들이 197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실험실

들이었다. 1974년 9월 4일에는 이상수 교수가 주관하여 프랑스의 광학분야 대가들 8명을 초

정한 “서울응용광학심포지엄(Seoul Symposium on Applied Optics)”을 KAIS에서 개최하는 

뜻 깊은 역사도 이루었으며, 실험실이 가동되면서 국내 연구결과들이 1978년부터 해외 저널

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학원의 창립으로 광학 및 광공학 전공의 석·박사를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 국내의 

대학, 정부출연 기관연구소, 기업체 현장에까지 우수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량

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까지 국내에는 거의 황무지였던 광학 

분야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고급 인재를 대량 배출하여 국내의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창설된 이래 이상수 교수의 지도를 선봉으로, 1984년에 공

홍진 교수, 1989년에 이해웅 교수와 남창희 교수, 1990년에 김병윤 교수, 1991년에 이용희 교

수, 2004년에 안재욱 교수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총 196명의 석사학위, 216여 명의 박사학위

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국내의 여러 산업체, 연구소, 및 학계에 진출하여 매우 다양

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대 KAIS의 응용광학연구실(이상수 교수)에서는 홀로그래피 영상처리, 요오드 광

해리 레이저(Pulse형 및 CW형), TEA CO2 레이저(Pulse형), 대기압 질소 레이저 여기 2 파

장/편광 가변형 색소레이저, 루비 레이저, 광복사압 연구, 그리고 광학계 설계와 OTF 측정

평가(Lens Design & Testing), 다층박막 설계 및 실험/평가, 레이저-도플러 속도 측정, 비

선형 광학 연구 등 광학분야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물리학과 광

학연구실에서 이룬 연구분야로는 CO2 레이저, 고출력 옥소 레이저, N2 레이저, 색소 레이저, 

루비 레이저, Nd:YAG 레이저, 초고출력 Nd:Glass 레이저들의 다양한 레이저 개발을 비롯하

여, 광학계 설계, 홀로그래피, 다층박막 광학계, 산란 광학, 고분해 분광학, 비선형 광학, 위

상 공액파, 도선폭발(Wire Explosion), 레이저 간섭계에 의한 충격파 측정, 광섬유 광학, 반

도체 레이저(표면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X선 발생, 양자광학 이론 등 매우 다양한 광학 분

야에 이른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KAIS(KAIST 과거명칭) 설립 초기 1971년 9월 나정웅교수가 부임

하여,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연구실을 개설하고 파동의 복사 및 회절, 마이크로파 장치등의 교

육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전기학회, 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위

원장으로 1986년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창립 공동위원장으로서 그후 한국광학회 창설과

정에 기여하였다. 1978년 2월에는 전기전자광학(Electro-Optics)분야 교육을 담당하기위하

여, 신상영교수가 부임하여 전기전자공학과내에 광파연구실을 개설하고, 봄학기에 광통신공

학 강의와 함께 광통신용 집적광학소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9년 8월에는, 반도체 광소자분

야를 담당하기위하여, 권영세교수가 부임하여 광전자연구실을 개설하고, 광전자소자 제작연

구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국내 광섬유통신기술 발전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여 졸업생들이 KIST, ETRI 와 산업체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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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1976년에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에는 정창섭이 부임하여 학부 광학강의를 담당하였으며, 물

리학과 창설 이래 부족했던 연구와 실험공간은 1977년 자연대 1호관이 준공됨에 따라 확충되

었다. 또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IDA/IBRD 교육차관 사업으로 광학에 관련된 실험기구와 

연구용 기자재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 한국과학원

한국과학원(KAIS, 現 한국과학기술원)은 1971년 2월 이상수 초대 원장 임명과 함께 설립되

었다. 과학원 내에 수학 및 물리학과가 개설되면서 이상수(광학), 조병하(이론), 김재관(입자) 

교수가 부임했고, 1973년 3월에 10명의 응용물리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당시 

기숙사 건물만 완공되어 교수들의 연구실과 학생들의 강의실이 함께 있었고, 입학 후 6개월이 

지난 1973년 가을학기에 들어서 강의실 및 교수 연구실 건물이 완공되었다. 1974년 5월 제3대 

원장으로 조순탁이 부임하면서 학생들 실험실의 기본 측정기기 긴급 구매를 위한 추가예산이 

과학원 차원으로 각 학과에 배정되었다.

1977년에 실험실 장비가 들어와 가동준비가 완료단계에 들어섰던 과학원의 교수 실험실들

이 공개되었다. 특히 이상수 교수의 광학 연구실, 이주천의 반도체 연구실, 김종진의 고체분

광학 연구실이 대표적으로 공개되었다. 조순탁 원장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이해와 협력으로 

AID, IBRD 자금에 의한 실험실 장비들이 197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실험실

들이었다. 1974년 9월 4일에는 이상수 교수가 주관하여 프랑스의 광학분야 대가들 8명을 초

정한 “서울응용광학심포지엄(Seoul Symposium on Applied Optics)”을 KAIS에서 개최하는 

뜻 깊은 역사도 이루었으며, 실험실이 가동되면서 국내 연구결과들이 1978년부터 해외 저널

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학원의 창립으로 광학 및 광공학 전공의 석·박사를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 국내의 

대학, 정부출연 기관연구소, 기업체 현장에까지 우수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량

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까지 국내에는 거의 황무지였던 광학 

분야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고급 인재를 대량 배출하여 국내의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창설된 이래 이상수 교수의 지도를 선봉으로, 1984년에 공

홍진 교수, 1989년에 이해웅 교수와 남창희 교수, 1990년에 김병윤 교수, 1991년에 이용희 교

수, 2004년에 안재욱 교수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총 196명의 석사학위, 216여 명의 박사학위

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국내의 여러 산업체, 연구소, 및 학계에 진출하여 매우 다양

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대 KAIS의 응용광학연구실(이상수 교수)에서는 홀로그래피 영상처리, 요오드 광

해리 레이저(Pulse형 및 CW형), TEA CO2 레이저(Pulse형), 대기압 질소 레이저 여기 2 파

장/편광 가변형 색소레이저, 루비 레이저, 광복사압 연구, 그리고 광학계 설계와 OTF 측정

평가(Lens Design & Testing), 다층박막 설계 및 실험/평가, 레이저-도플러 속도 측정, 비

선형 광학 연구 등 광학분야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물리학과 광

학연구실에서 이룬 연구분야로는 CO2 레이저, 고출력 옥소 레이저, N2 레이저, 색소 레이저, 

루비 레이저, Nd:YAG 레이저, 초고출력 Nd:Glass 레이저들의 다양한 레이저 개발을 비롯하

여, 광학계 설계, 홀로그래피, 다층박막 광학계, 산란 광학, 고분해 분광학, 비선형 광학, 위

상 공액파, 도선폭발(Wire Explosion), 레이저 간섭계에 의한 충격파 측정, 광섬유 광학, 반

도체 레이저(표면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X선 발생, 양자광학 이론 등 매우 다양한 광학 분

야에 이른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KAIS(KAIST 과거명칭) 설립 초기 1971년 9월 나정웅교수가 부임

하여,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연구실을 개설하고 파동의 복사 및 회절, 마이크로파 장치등의 교

육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전기학회, 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위

원장으로 1986년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창립 공동위원장으로서 그후 한국광학회 창설과

정에 기여하였다. 1978년 2월에는 전기전자광학(Electro-Optics)분야 교육을 담당하기위하

여, 신상영교수가 부임하여 전기전자공학과내에 광파연구실을 개설하고, 봄학기에 광통신공

학 강의와 함께 광통신용 집적광학소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9년 8월에는, 반도체 광소자분

야를 담당하기위하여, 권영세교수가 부임하여 광전자연구실을 개설하고, 광전자소자 제작연

구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국내 광섬유통신기술 발전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여 졸업생들이 KIST, ETRI 와 산업체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0541부•총사 055 3장•해방 이후 한국 광학의 발달



1977년 1월 9일부터 며칠 동안은 재미한인 레이저 과학자를 초청하여 국내 광학 분야의 

과학자들과 함께 Seoul Laser Symposium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였

다. 김대만 박사(Rice 대학), 김용욱 박사(Leheigh 대학), 김진중 박사(North Carolina 주

립대학), 노원병 박사(System Research Lab. Inc.), 강민호 박사(Texas 대학, Austin)등이 

모국을 방문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레이저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

는 보람찬 시간을 가졌다. 이 심포지움의 개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원이 적극적으로 후

원하였다.

3-4.  제 4 기 (한국광학의 발전기: 1981 ~ 1990)

Seoul Symposium on Applied Optics 개회 장소에서 Vienot(앞줄 오른쪽 4번째) 등과 기념 촬영 (1974년 9월 4일)

Ramsey 박사의 한국과학원 방문기념이상수 교수와 한국물리학회(1978년 10월)에
초청된 Ramsey 박사

한편 이즈음 우리 나라에서 광학, 레이저(양자전자학)분야의 연구가 점차 늘어났으며, 

한국물리학회의 대부분의 광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응용물리 분과는 회원수가 크게 늘어

나서 봄, 가을 총회에서 폐회 시각 넘어서까지 논문 발표가 지속되는 등 발표논문 수가 늘어

남에 따라 분과의 크기와 활동이 다른 분과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의견이 생겨서, 결국 1981

년 이사회에서 응용물리 분과에서 분리하여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의

결되어 1982년 춘계학술발표회부터 독립된 분과로 활동하게 되고 초대 분과 위원장으로 이

상수 교수가 맡게 되었다.

한국광학의 성장기(1971년 ~ 1980년)에는 국내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국제

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크게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외국

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면서 점차 국제 교류의 시작을 준비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국내에 외국의 저명한 학자가 초청되면서 광학분야의 국제 교류가 시작

되었다. 1974년 9월 초에 한국의 광학-레이저 전공학자들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프랑스 광과학자 일행(10명)이 일본에서 개최하였던 ICO 총회를 마치고, 당시 

ICO 사무총장인 Vienot 교수 인솔로서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한국과학원

에서 심포지움을 열면서 Francon의 강의, Lowental의 연구 발표 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양

국 광과학자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였다. 이들의 내한은 우리나라 광학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때 한국의 ICO(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회원가입을 사무총장인 Vienot

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1975년 ICO 총회(Prague, 

Czechoslovakia)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1975년 8월 25일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10

차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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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월 9일부터 며칠 동안은 재미한인 레이저 과학자를 초청하여 국내 광학 분야의 

과학자들과 함께 Seoul Laser Symposium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였

다. 김대만 박사(Rice 대학), 김용욱 박사(Leheigh 대학), 김진중 박사(North Carolina 주

립대학), 노원병 박사(System Research Lab. Inc.), 강민호 박사(Texas 대학, Austin)등이 

모국을 방문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레이저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

는 보람찬 시간을 가졌다. 이 심포지움의 개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원이 적극적으로 후

원하였다.

3-4.  제 4 기 (한국광학의 발전기: 1981 ~ 1990)

Seoul Symposium on Applied Optics 개회 장소에서 Vienot(앞줄 오른쪽 4번째) 등과 기념 촬영 (1974년 9월 4일)

Ramsey 박사의 한국과학원 방문기념이상수 교수와 한국물리학회(1978년 10월)에
초청된 Ramsey 박사

한편 이즈음 우리 나라에서 광학, 레이저(양자전자학)분야의 연구가 점차 늘어났으며, 

한국물리학회의 대부분의 광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응용물리 분과는 회원수가 크게 늘어

나서 봄, 가을 총회에서 폐회 시각 넘어서까지 논문 발표가 지속되는 등 발표논문 수가 늘어

남에 따라 분과의 크기와 활동이 다른 분과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의견이 생겨서, 결국 1981

년 이사회에서 응용물리 분과에서 분리하여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의

결되어 1982년 춘계학술발표회부터 독립된 분과로 활동하게 되고 초대 분과 위원장으로 이

상수 교수가 맡게 되었다.

한국광학의 성장기(1971년 ~ 1980년)에는 국내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국제

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크게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외국

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면서 점차 국제 교류의 시작을 준비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국내에 외국의 저명한 학자가 초청되면서 광학분야의 국제 교류가 시작

되었다. 1974년 9월 초에 한국의 광학-레이저 전공학자들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프랑스 광과학자 일행(10명)이 일본에서 개최하였던 ICO 총회를 마치고, 당시 

ICO 사무총장인 Vienot 교수 인솔로서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한국과학원

에서 심포지움을 열면서 Francon의 강의, Lowental의 연구 발표 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양

국 광과학자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였다. 이들의 내한은 우리나라 광학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때 한국의 ICO(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회원가입을 사무총장인 Vienot

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1975년 ICO 총회(Prague, 

Czechoslovakia)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1975년 8월 25일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10

차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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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기반 구축

1980년을 전후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였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첨단 산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면서 이후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

이 대폭 강화되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을 추진하였고,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광섬유 국산화 기술 개발을 시작하

또한 한국물리학회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주관하여 오던 이휘소 박사 기념강연회

(B. W. Lee Memorial Lectures on Physics)의 제3회(1981년도) 주제를 레이저 물리학 분

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10월 31일 ~ 11월 4일 5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미국의 저명한 레이저 과학자인 스텐포드 대학의 A. E. Siegman 박사를 모시고 

제3회 이휘소 기념 물리학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레이저 연구자와 대학생 및 대

학원생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상당한 강연효과를 거두었다. 강연의 전문은 “A. E. Siegman 

Lectures on Quantum Electronics”의 강의록 책자로 발간되었다. 그 후로 Siegman 박사 

(현 미국광학회장)는 우리나라의 광학계의 국제적 교류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1983년 7월 1일 ~ 7월 21일에는 Siegman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국과학원 레이저 연

구실의 의지 그리고 당시 레이저 응용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대우중공업 및 금성

사와 레이저 제품의 대리점인 우양교역, M-C International 등 기업체와 한국과학재단, 산

학협동재단 등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국내 최초로 “극동 레이저 여름학교(Far Eastern Laser 

School-Seoul ’83)”을 개최하게 되었다. 중국, 태국 등 9개 외국에서 20여 명, 국내 대학, 연

구소, 산업체 등의 학생과 연구원 40여 명이 정식으로 등록하였고, 과학원 내의 전 레이저 

내지 관련 실험실이 이용되었다. Laser School은 당시 선진국에서만 주로 개최하였기 때문

에 국내 개최는 광과학 기술분야에 상당한 자부심도 갖게 하였다.

당시 강사로서 참여하여 주셨던 Welford 교수(Imperial 대학, 영국)가 Coherent Optics, 

Walter 교수(Munchen 대학, 서독)가 Applications of Lasers, Siegman 교수(Stanford대학, 

미국)가 Laser Behavior, Shimoda 교수(게이요대학, 일본)가 Laser Spectroscopy에 대해 각

각 강연을 하였으며, 또한 Tutorial Program으로 11종의 레이저 관련 실험을 병행하였다. 당

시 이들 교수 외에 국내의 연구원 및 교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선진국의 Laser Fusion, Laser Plasma 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

하면서, 일본 오사카 대학의 Yamanaka(山中千代衛) 교수를 초빙하여 일본의 Laser Fusion

연구 현황에 대한 강연(1987년 7월 5일)을 듣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고출력, 고에너

지 연구가 더욱 추진되어서, 세계적 추세(趨勢)와 합류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새삼스레 들었다.

이즈음 기존의 광학 및 레이저 연구실들은 연구 목표나 과제가 더더욱 전문화되거나 특

성화되어 안정된 연구활동이 전개되어 나갔다. 즉,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

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전

국 각 지역의 대학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체의 광 관련 연구·개발실까지 점차 광과학, 광

기술, 광산업의 R&D 과제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다. 특히 광자기술(Op-

to-Electronics), 광정보처리(Optical Information Processing), 광통신, 광센서 분야의 산

업분야에서의 요구는 한층 더 커져 갔다.

한국광학회가 창립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광, 레이저 분야의 과학자, 공학자들의 학

술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컸으며, 친교 역시 두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현재는 

각종 학술 모임에 서로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양상에서 알수 있으며, 이

는 훌륭한 선진형 학술교류의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MCVD법을 이용한 광섬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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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80년도에는 주로 특수 광섬유 및 집적 광학기술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였다. 1978년부

터 광섬유 국산화 과제가 진행되면서 KIST에서는 광섬유 특성측정을 위한 LD 구동 모듈의 필

요성을 느껴 1981년 GaAs 반도체 레이저를 구입하여 구동 전자회로를 만들어 904 nm 파장에

서 FWHM 250 ps를 갖는 광 펄스 발생기를 개발하였다.

1978년 최상삼 박사가 응용광학 연구실 실장으로서 금성전선, 대한전선과 공동으로 광통신

용 실리카광섬유 제조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모드형태의 실리카 광섬유

를 MCVD제조법으로 제작하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1980년도 초에 경사형 굴절률 분

포를 갖는 다중모드 실리카 광섬유가 개발되었으며, 아울러 단일모드 광섬유 기술도 개발되었

다. 이러한 광섬유 제조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80년도 중반에 KIST

는 금성전선, 대한전선과 합작으로 한국광섬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때 광섬유의 특성을 계측하기 위한 광시분할반사손실측정기(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OTDR), 광섬유 융착접속기, 색분산 측정기, 광섬유 모재 국절율 측정기등 제

반의 계측 장비도 아울러 개발하였다. 또한 광섬유의 편광손실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Polar-

izatio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POTD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김병윤 박사가 개

발하여 Optics Letters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1980년도 중반부터는 광섬유 내부에서 빛의 편광을 유지시켜주는 편광유지광섬유 제조 기

술에 관한 연구가 국책과제로 추진되어 복굴절 특성이 10-4 단위의 광섬유 기술이 개발 되었다. 

1988년부터는 통신용 광증폭기용 광섬유 기술을 개발을 시작하였다. 광섬유 내부에서 빛을 증

폭시킬 수 있는 희토류 금속이온이 첨가된 실리카 광섬유로서 광증폭기용으로는 어븀을 레이

저용으로는 네오디윰을 첨가하여 광섬유를 제작하였다. 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광통신에서 빛

을 크게 증폭시키는 데 이용되는 광섬유 광증폭기(EDFA)를 1992년 개발하였다.

광통신기술이 실용화되어 이 기술로 비디오 회의, 고화질 TV분배 그리고 영상전화와 같

은 고품위 영상통신과 고속데이터 등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되었다. 집적 광학기술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LiNbO3와 GaAs 같은 비선형 결정을 이용한 집적광소자 즉, 광집적회로(IC)개발에 대해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고속 광변조기/스위치의 개발과 정보용량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중

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는 광소자(광스위치, WDM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서 LiNbO3 기판에 Ti를 열확산 시킴으로써 광도파로를 제작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제작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M-Z형 도파로를 제작하여 광변조기를 개발하였다.

1986년 강광남 박사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KIST에 광전자연구실을 창설

하였다. 초기에는 짧은 채널 Si-MOSFET 트랜지스터의 노쇠화 현상, 마이크로파용 GaAs 

MESFET 제조기술 및 수동소자 라이브러리 제조기술 등 마이크로파 한판집적회로의 국내 최

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다중모드 광섬유 단면 에칭된 다중모드 광섬유 단면

초기 광통신 시스템 초기 광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화 실연중인 최상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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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80년도에는 주로 특수 광섬유 및 집적 광학기술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였다. 1978년부

터 광섬유 국산화 과제가 진행되면서 KIST에서는 광섬유 특성측정을 위한 LD 구동 모듈의 필

요성을 느껴 1981년 GaAs 반도체 레이저를 구입하여 구동 전자회로를 만들어 904 nm 파장에

서 FWHM 250 ps를 갖는 광 펄스 발생기를 개발하였다.

1978년 최상삼 박사가 응용광학 연구실 실장으로서 금성전선, 대한전선과 공동으로 광통신

용 실리카광섬유 제조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모드형태의 실리카 광섬유

를 MCVD제조법으로 제작하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1980년도 초에 경사형 굴절률 분

포를 갖는 다중모드 실리카 광섬유가 개발되었으며, 아울러 단일모드 광섬유 기술도 개발되었

다. 이러한 광섬유 제조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80년도 중반에 KIST

는 금성전선, 대한전선과 합작으로 한국광섬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때 광섬유의 특성을 계측하기 위한 광시분할반사손실측정기(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OTDR), 광섬유 융착접속기, 색분산 측정기, 광섬유 모재 국절율 측정기등 제

반의 계측 장비도 아울러 개발하였다. 또한 광섬유의 편광손실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Polar-

izatio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POTD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김병윤 박사가 개

발하여 Optics Letters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1980년도 중반부터는 광섬유 내부에서 빛의 편광을 유지시켜주는 편광유지광섬유 제조 기

술에 관한 연구가 국책과제로 추진되어 복굴절 특성이 10-4 단위의 광섬유 기술이 개발 되었다. 

1988년부터는 통신용 광증폭기용 광섬유 기술을 개발을 시작하였다. 광섬유 내부에서 빛을 증

폭시킬 수 있는 희토류 금속이온이 첨가된 실리카 광섬유로서 광증폭기용으로는 어븀을 레이

저용으로는 네오디윰을 첨가하여 광섬유를 제작하였다. 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광통신에서 빛

을 크게 증폭시키는 데 이용되는 광섬유 광증폭기(EDFA)를 1992년 개발하였다.

광통신기술이 실용화되어 이 기술로 비디오 회의, 고화질 TV분배 그리고 영상전화와 같

은 고품위 영상통신과 고속데이터 등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되었다. 집적 광학기술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LiNbO3와 GaAs 같은 비선형 결정을 이용한 집적광소자 즉, 광집적회로(IC)개발에 대해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고속 광변조기/스위치의 개발과 정보용량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중

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는 광소자(광스위치, WDM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서 LiNbO3 기판에 Ti를 열확산 시킴으로써 광도파로를 제작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제작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M-Z형 도파로를 제작하여 광변조기를 개발하였다.

1986년 강광남 박사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KIST에 광전자연구실을 창설

하였다. 초기에는 짧은 채널 Si-MOSFET 트랜지스터의 노쇠화 현상, 마이크로파용 GaAs 

MESFET 제조기술 및 수동소자 라이브러리 제조기술 등 마이크로파 한판집적회로의 국내 최

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다중모드 광섬유 단면 에칭된 다중모드 광섬유 단면

초기 광통신 시스템 초기 광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화 실연중인 최상삼 박사

0601부•총사 061 3장•해방 이후 한국 광학의 발달



197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레이저 기술 개발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84년 김선호 박사의 

주도로 고출력 펄스형 CO2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여 CO2:N2:He의 비가 1:3:17일 때 80 W의 출

력을 구현하였으며, 1988년부터 이상배 박사가 Nd, Er 첨가 광섬유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 국방과학연구소

198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도 뒤따랐고, 결국 전

자광학부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휴대용 및 탱크용 거리 측정기의 실용화 개발은 계속 진행되

었으며, 적외선 열상장비의 실용화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한필순 부장이 유도 무기 개발단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종민 실장을 포

함한 양태석, 김영대, 정상목, 유주열, 김호영, 윤재룡 등 몇몇 연구원들도 전자광학부에서 유

도 무기 개발단으로 옮겨 유도무기 탐색기 개발실(이종민)을 설립하고 레이저, 적외선, 밀리미

터파(mmW) 및 마이크로파(MW), 영상추적 등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인 표적 추적 및 탐색 장

치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의 연구개발 사례 및 현재의 개발제품 등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정밀 유도무기 체

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탐색 추적기 대신에 레이저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그 사례 중 하나가 월남전에서 입증된 레이저 유도폭탄(Smart Bomb)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InSb 센서를 사용하는 새로운 적외선 유도무기였다. 따라서 그 후 레이저 및 적외선을 이용한 

정밀 유도무기용 탐색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1982년 ~ 1983년에 적외선 및 레이

저 탐색기 프로토 타입을 국산 개발하는 데 각각 성공하였다. 레이저 유도무기 체계에서 표적 

조사용 레이저로는 에너지 300 mJ ~ 500 mJ, 펄스폭 15 ns ~ 20 ns의 고출력 Nd:YAG 레이

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후에 정부 및 군의 주요 인사들 방문시마다 시범되었으며, 정밀 유도무기 핵심기술

인 레이저 및 적외선 탐색기의 국산화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85년에는 레이저 유도 무

기를 함대함 유도 무기 체계로 개발하여 야외 성능 시험까지 완료하였으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산 무기 체계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된 무기 체계가 실

제 국산 무기체계로 국방부에 채택되어 양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은 1970년 말 서울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연구소를 이전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 침체기에 빠졌던 레이저 광학 연구는 1984

년 한필순 소장의 취임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광학 연구실 출신의 김철중(1984년), 이

종민(1986년) 박사가 부임하면서 재정비되었다.

기초연구부장으로 부임한 이종민 박사는 기초연구부 내에 레이저 응용 연구를 위한 전자광

학 연구실(김철중)과 레이저 분광학 및 이론연구를 위한 원자 분광학 연구실(이종민)을 신설하

여, 국내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분야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 전문 인

력, 실험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 각종 실험 장비들을 갖추어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전자광학 연구실에서는 Ar, Nd:YAG, HF 레이저 및 그 응용 장비인 우라늄 형광분석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중수 분리용 광분해 반응기술을 연구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

처 특정연구개발사업(책임자: 이종민)을 추진하여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경수로 핵연료 지

지격자의 용접장치를 개발하고, 레이저 광계측 기술을 응용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원격 자동 외

경 측정 장치도 개발하였다.

원자 분광학 연구실에서는 동위원소 분리연구를 위한 분광학 및 이론연구를 담당하였으며, 

198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수은(Hg)의 동위원소 분리 실증에 성공하였다. 당시에 레이저 분광 

실험을 함께 하였던 원자 분광학 연구실 연구원들로는 한재민, 노시표, 차형기, 차병헌, 김중

복(교원대), 정의창, 정도영, 임창환, 이종훈(영남대), 오영기(배재대), 백대현(한빛레이저) 박

사, 그리고 전자광학 연구실에는 신장수(원자력통제기술원), 정진만, 백성훈, 박승규, 김정묵, 

김광석, 김성호, 정광우(원광대) 박사 등이 있었다.

◦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現 표준과학연구원) 설립기인 1970년대에는 과학원 졸업생을 시작으로 하

여 국내 석사학위자들이 연구원으로 입소하기 시작하였고 해외에서 유치된 박사학위자들이 

연구실을 이끌면서 주로 길이표준과 광도표준 분야에서 광학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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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레이저 기술 개발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84년 김선호 박사의 

주도로 고출력 펄스형 CO2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여 CO2:N2:He의 비가 1:3:17일 때 80 W의 출

력을 구현하였으며, 1988년부터 이상배 박사가 Nd, Er 첨가 광섬유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 국방과학연구소

198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도 뒤따랐고, 결국 전

자광학부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휴대용 및 탱크용 거리 측정기의 실용화 개발은 계속 진행되

었으며, 적외선 열상장비의 실용화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한필순 부장이 유도 무기 개발단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종민 실장을 포

함한 양태석, 김영대, 정상목, 유주열, 김호영, 윤재룡 등 몇몇 연구원들도 전자광학부에서 유

도 무기 개발단으로 옮겨 유도무기 탐색기 개발실(이종민)을 설립하고 레이저, 적외선, 밀리미

터파(mmW) 및 마이크로파(MW), 영상추적 등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인 표적 추적 및 탐색 장

치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의 연구개발 사례 및 현재의 개발제품 등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정밀 유도무기 체

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탐색 추적기 대신에 레이저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그 사례 중 하나가 월남전에서 입증된 레이저 유도폭탄(Smart Bomb)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InSb 센서를 사용하는 새로운 적외선 유도무기였다. 따라서 그 후 레이저 및 적외선을 이용한 

정밀 유도무기용 탐색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1982년 ~ 1983년에 적외선 및 레이

저 탐색기 프로토 타입을 국산 개발하는 데 각각 성공하였다. 레이저 유도무기 체계에서 표적 

조사용 레이저로는 에너지 300 mJ ~ 500 mJ, 펄스폭 15 ns ~ 20 ns의 고출력 Nd:YAG 레이

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후에 정부 및 군의 주요 인사들 방문시마다 시범되었으며, 정밀 유도무기 핵심기술

인 레이저 및 적외선 탐색기의 국산화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85년에는 레이저 유도 무

기를 함대함 유도 무기 체계로 개발하여 야외 성능 시험까지 완료하였으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산 무기 체계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된 무기 체계가 실

제 국산 무기체계로 국방부에 채택되어 양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은 1970년 말 서울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연구소를 이전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 침체기에 빠졌던 레이저 광학 연구는 1984

년 한필순 소장의 취임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광학 연구실 출신의 김철중(1984년), 이

종민(1986년) 박사가 부임하면서 재정비되었다.

기초연구부장으로 부임한 이종민 박사는 기초연구부 내에 레이저 응용 연구를 위한 전자광

학 연구실(김철중)과 레이저 분광학 및 이론연구를 위한 원자 분광학 연구실(이종민)을 신설하

여, 국내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분야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 전문 인

력, 실험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 각종 실험 장비들을 갖추어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전자광학 연구실에서는 Ar, Nd:YAG, HF 레이저 및 그 응용 장비인 우라늄 형광분석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중수 분리용 광분해 반응기술을 연구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

처 특정연구개발사업(책임자: 이종민)을 추진하여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경수로 핵연료 지

지격자의 용접장치를 개발하고, 레이저 광계측 기술을 응용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원격 자동 외

경 측정 장치도 개발하였다.

원자 분광학 연구실에서는 동위원소 분리연구를 위한 분광학 및 이론연구를 담당하였으며, 

198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수은(Hg)의 동위원소 분리 실증에 성공하였다. 당시에 레이저 분광 

실험을 함께 하였던 원자 분광학 연구실 연구원들로는 한재민, 노시표, 차형기, 차병헌, 김중

복(교원대), 정의창, 정도영, 임창환, 이종훈(영남대), 오영기(배재대), 백대현(한빛레이저) 박

사, 그리고 전자광학 연구실에는 신장수(원자력통제기술원), 정진만, 백성훈, 박승규, 김정묵, 

김광석, 김성호, 정광우(원광대) 박사 등이 있었다.

◦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現 표준과학연구원) 설립기인 1970년대에는 과학원 졸업생을 시작으로 하

여 국내 석사학위자들이 연구원으로 입소하기 시작하였고 해외에서 유치된 박사학위자들이 

연구실을 이끌면서 주로 길이표준과 광도표준 분야에서 광학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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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에서 배출된 광학분야 석사학위자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자도 다수 입소하게 되었고 해

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광학 전문가도 상당수 입소하여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광학연구가 

길이와 광도뿐만 아니라 시간표준, 레이저 연구, 결상광학, 색채, 분광학, 홀로그래피, 고온광

계측 등의 광범위한 분야로 급격히 확장되었다.

길이표준 분야에서는 1983년부터 미국표준연구소 NBS에서 개발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를 국가표준원기로 사용하여 왔는데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원종욱, 서호성 등이 주

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3대가 완성된 후에는 이들 레이저들이 

원기로 사용되었다. 자체 개발된 레이저는 633 nm 파장에서 동작하는 안정화 레이저로 주파

수 재현성과 안정도를 측정하여 12.5 kHz의 재현성과 5×10-13의 안정도를 가지는 우수한 결

과를 얻었다. 길이연구실에서는 간섭계를 이용한 정밀측정장치 개발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임

재선 연구원 등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높이 마이크로미터 교정장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

고 엄태봉 연구원 등은 공기 굴절률에 따른 보정을 위해 공기 굴절률 측정연구를 수행하였다.

광도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1차 표준의 자체 개발연구가 수행되어 세계 선도국가들과 견

줄 수 있는 국가표준을 확립하였고 역량을 인정받아 1988년에는 국제도량형위원회 산하의 광

도복사도자문위원회 회원기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문위원회 회원기관은 10개 기관 

정도인데 기술역량을 기준으로 회원을 선정하는 것과 선진국의 표준기관들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을 고려하면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한국표준연구소(現 표준과학연구원)의 광도

복사도자문위원회 가입은 크게 고무될 수 있는 경사였다.

광도 1차 표준 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실리콘 광검출기의 절대감응도를 알

아내는 Self-Calibration 방법과 광을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를 전기에너지 입력량

과 비교하여 광검출기의 감응도를 알아내는 ECR(Electrically Calibrated Radiometer) 방식

이었다. Self-Calibration 방법은 미국표준연구소 NBS에서 1979년에 개발된 기술을 정영붕 

연구원이 NBS로부터 기술을 배워 1980년에 시작하여 2년 정도의 연구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

으며 ECR 개발은 호주 표준연구소에 파견되어 기술을 배워온 김용완 연구원이 주도하여 수

행하였다.

광학연구실장을 맡았던 임동건 박사가 1981년에 대학으로 옮겨간 후에 1982년에 이인원 박

사가 실장으로 영입되었으며 정해양, 정영붕, 박경완, 김용완 등의 기존 인력과 후에 입소한 

이회윤, 이윤우, 김창순, 김동호, 박승옥, 이민영, 장두전, 임기수, 조현모, 정만호, 송재봉, 신

동주 등이 힘을 합하여 광도복사도 표준을 포함한 색채, 분광, 결상광학, 홀로그래피, 굴절률 

표준, 레이저 출력표준 등 넓은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 광도복사도 표준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기여한 사례로는 자동차 수출에 도움을 준 

것과 집어등 검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국산 자동차가 유럽에 처음 수출될 때에 전조등 빛

의 각도별 분포와 후미등의 색 특성이 유럽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영국표준

기관에서 한국표준연구소의 광도표준실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KRISS의 측정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한국표준연구소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조업체에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수

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유럽 기준을 신속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집어등으

로 사용하는 전구는 밝기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고 어부들의 각막이나 피부에 손상을 주는 유

해 자외선은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당시에 일본에서 수입되었던 집어등을 

KRISS에서 측정한 결과 유해자외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KRISS가 발

행한 영문 성적서를 첨부하여 항의한 결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의 색채분야 연구는 색의 측정 및 표시방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파장별 투과율과 반사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조명광의 파장별 분포와 

반사물질의 파장별 반사 특성을 알면 물체를 관찰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분광특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정해지게 된다. 물리적 측정에 의한 색의 결정은 육안 관

찰에 비해 객관적이고,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자

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의 분광특성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표준연구소에서는 색의 측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한 처방을 

내주는 CCM(Computer Color Matchin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염

료나 안료의 특성을 미리 측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주문된 견본의 색을 측정한 다음, 그 

색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장치인 CCM 장치를 자

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주야간 위장복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

0641부•총사 065 3장•해방 이후 한국 광학의 발달



는 국내에서 배출된 광학분야 석사학위자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자도 다수 입소하게 되었고 해

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광학 전문가도 상당수 입소하여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광학연구가 

길이와 광도뿐만 아니라 시간표준, 레이저 연구, 결상광학, 색채, 분광학, 홀로그래피, 고온광

계측 등의 광범위한 분야로 급격히 확장되었다.

길이표준 분야에서는 1983년부터 미국표준연구소 NBS에서 개발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를 국가표준원기로 사용하여 왔는데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원종욱, 서호성 등이 주

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3대가 완성된 후에는 이들 레이저들이 

원기로 사용되었다. 자체 개발된 레이저는 633 nm 파장에서 동작하는 안정화 레이저로 주파

수 재현성과 안정도를 측정하여 12.5 kHz의 재현성과 5×10-13의 안정도를 가지는 우수한 결

과를 얻었다. 길이연구실에서는 간섭계를 이용한 정밀측정장치 개발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임

재선 연구원 등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높이 마이크로미터 교정장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

고 엄태봉 연구원 등은 공기 굴절률에 따른 보정을 위해 공기 굴절률 측정연구를 수행하였다.

광도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1차 표준의 자체 개발연구가 수행되어 세계 선도국가들과 견

줄 수 있는 국가표준을 확립하였고 역량을 인정받아 1988년에는 국제도량형위원회 산하의 광

도복사도자문위원회 회원기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문위원회 회원기관은 10개 기관 

정도인데 기술역량을 기준으로 회원을 선정하는 것과 선진국의 표준기관들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을 고려하면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한국표준연구소(現 표준과학연구원)의 광도

복사도자문위원회 가입은 크게 고무될 수 있는 경사였다.

광도 1차 표준 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실리콘 광검출기의 절대감응도를 알

아내는 Self-Calibration 방법과 광을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를 전기에너지 입력량

과 비교하여 광검출기의 감응도를 알아내는 ECR(Electrically Calibrated Radiometer) 방식

이었다. Self-Calibration 방법은 미국표준연구소 NBS에서 1979년에 개발된 기술을 정영붕 

연구원이 NBS로부터 기술을 배워 1980년에 시작하여 2년 정도의 연구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

으며 ECR 개발은 호주 표준연구소에 파견되어 기술을 배워온 김용완 연구원이 주도하여 수

행하였다.

광학연구실장을 맡았던 임동건 박사가 1981년에 대학으로 옮겨간 후에 1982년에 이인원 박

사가 실장으로 영입되었으며 정해양, 정영붕, 박경완, 김용완 등의 기존 인력과 후에 입소한 

이회윤, 이윤우, 김창순, 김동호, 박승옥, 이민영, 장두전, 임기수, 조현모, 정만호, 송재봉, 신

동주 등이 힘을 합하여 광도복사도 표준을 포함한 색채, 분광, 결상광학, 홀로그래피, 굴절률 

표준, 레이저 출력표준 등 넓은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 광도복사도 표준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기여한 사례로는 자동차 수출에 도움을 준 

것과 집어등 검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국산 자동차가 유럽에 처음 수출될 때에 전조등 빛

의 각도별 분포와 후미등의 색 특성이 유럽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영국표준

기관에서 한국표준연구소의 광도표준실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KRISS의 측정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한국표준연구소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조업체에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수

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유럽 기준을 신속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집어등으

로 사용하는 전구는 밝기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고 어부들의 각막이나 피부에 손상을 주는 유

해 자외선은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당시에 일본에서 수입되었던 집어등을 

KRISS에서 측정한 결과 유해자외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KRISS가 발

행한 영문 성적서를 첨부하여 항의한 결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의 색채분야 연구는 색의 측정 및 표시방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파장별 투과율과 반사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조명광의 파장별 분포와 

반사물질의 파장별 반사 특성을 알면 물체를 관찰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분광특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정해지게 된다. 물리적 측정에 의한 색의 결정은 육안 관

찰에 비해 객관적이고,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자

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의 분광특성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표준연구소에서는 색의 측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한 처방을 

내주는 CCM(Computer Color Matchin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염

료나 안료의 특성을 미리 측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주문된 견본의 색을 측정한 다음, 그 

색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장치인 CCM 장치를 자

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주야간 위장복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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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었다. 얼룩무늬 위장복은 수풀과 색이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적외선 야간관

측장비로 볼 때에는 엽록소의 근적외선 영역 반사율 특성과 일반적인 염료의 반사율이 크게 달

라서 쉽게 식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염색업계에서 색처방을 내주는 배합사들은 눈으로 감지되

지 않는 적외선 반사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CCM 장치를 이용하면 적외선 영역의 반사율도 수풀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가능했으며 미군

의 군 규격에 맞는 주야간 겸용 위장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표준연구소의 분광학 분야는 주로 초고속분광학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1987년

에 정영붕 연구원이 박사학위 논문연구로 색소레이저 CPM(Colliding Pulse Mode-Locking) 

방식에 의해 60 fs의 극초단 펄스 발생에 성공하였는데 세계적으로 몇 개의 연구실에서만 그

러한 극초단 펄스의 발생에 성공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초고속 영역인 ps, ns, fs 펄스를 이용

한 측정기술은 1985년 말에 입소한 김동호 박사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에 의해 단시일 

내에 세계적 수준의 장비와 측정, 분석기술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색소 레이저뿐만 아니라 

Ti:Sapphire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을 이용한 시분해분광학 실험이 수행되어 반도체 시

료, 유기고분자 광학물질 특성측정에 응용되었고 시분해 발광스펙트럼 및 발광소멸시간의 측

정을 위해서 TCSPC 장치도 구성하여 10 ps 이하의 분해능으로 시험에 응용되었다.

결상광학 분야 연구는 1985년부터 광학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결상능력의 척도인 분해능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OTF(Optical Transfer Function) 측정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표

준확립에 이용하였고, 조현모, 이윤우 등에 의해 개발되고 개선된 OTF 측정장치는 국내 산업체

와 연구기관에 많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렌즈디옵터와 OTF 측정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였고 동구권 국가의 표준물을 측정해 주기도 하였다. 곡률반경, 평면도, 파면형상 등은 간섭계

를 이용하여 표준을 확립하였으며 정만호 박사는 홀로그래피 광학소자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광펌핑세슘원자시계 연구가 시간 주파수 연구실에서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레이저 분야 

연구로는 주파수 사슬용의 주파수 안정도 10-9의 CO2 레이저 개발, 레이저 출력표준용으로 출

력안정화 저속축류형 CO2와 고속축류형 고출력 CO2 레이저 등의 개발연구가 길이실, 레이저

실에서 수행되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은 

1976년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8

년 광화문의 체신부 청사 연구실에서 다중모드 광섬유로, PCM(Pulse Code Modulation) 부호

화된 전화 신호 96개를 광섬유 2가닥으로 보내는 6.3Mbps 광전송장치를 개발하여 1979년 2

월 대통령 연두순시에 시범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광전송시험이었다. 이어서 45Mbps 광섬

유 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광화문전화국과 중앙전화국 간에 국내 최초의 현장시험에 성공하

였다. 1980년대 들어 광통신의 패러다임이 장파장(1.3㎛)으로 바뀌면서 ETRI는 1984년부터 

45Mbps, 90Mbps, 565Mbps 비동기식 장파장 광전송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였다. 이 시

스템들은 국내 장거리 주요 통신 구간에 기본 통신로로 사용되어 우리나라가 1가구 1전화 시대

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시외통화료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광통신 

시스템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주희 교수가 1981년도에 부임한 직후부터 연구목표를 고출력 레이저

의 개발과 레이저 광에 의한 대기권 탐사연구로 설정하고, 연구가 추진되었다. 고출력 레이저

는 엑시머(Excimer) 레이저를 전자 빔 또는 전기방전으로 여기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발되었

다. 전자빔 여기는 Marx Generator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전기방전 여기 챔버는 자외선 예

비전리 용량 이행형으로 자체 개발하였다. 연이어 전 고체 소자를 사용하는 자기펄스스위치

(MPC)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것은 새로운 전기방전 여기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고출력 

레이저인 전자빔 여기 KrF Excimer 레이저 자체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던 연구원으로는 이영

우, 최부연, 정재근, 정상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고출력 레이저 관련 연구 개발과 미래 산업으로서 레이저 개발 및 응용 기

술의 중요성에 등을 인식하여 경희대학교는 1989년 9월 1일에 레이저공학연구소를 설립하였

1981년 이후 1990년까지의 제4기 한국광학의 발전기에는 대학에서의 연구도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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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었다. 얼룩무늬 위장복은 수풀과 색이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적외선 야간관

측장비로 볼 때에는 엽록소의 근적외선 영역 반사율 특성과 일반적인 염료의 반사율이 크게 달

라서 쉽게 식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염색업계에서 색처방을 내주는 배합사들은 눈으로 감지되

지 않는 적외선 반사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CCM 장치를 이용하면 적외선 영역의 반사율도 수풀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가능했으며 미군

의 군 규격에 맞는 주야간 겸용 위장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표준연구소의 분광학 분야는 주로 초고속분광학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1987년

에 정영붕 연구원이 박사학위 논문연구로 색소레이저 CPM(Colliding Pulse Mode-Locking) 

방식에 의해 60 fs의 극초단 펄스 발생에 성공하였는데 세계적으로 몇 개의 연구실에서만 그

러한 극초단 펄스의 발생에 성공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초고속 영역인 ps, ns, fs 펄스를 이용

한 측정기술은 1985년 말에 입소한 김동호 박사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에 의해 단시일 

내에 세계적 수준의 장비와 측정, 분석기술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색소 레이저뿐만 아니라 

Ti:Sapphire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을 이용한 시분해분광학 실험이 수행되어 반도체 시

료, 유기고분자 광학물질 특성측정에 응용되었고 시분해 발광스펙트럼 및 발광소멸시간의 측

정을 위해서 TCSPC 장치도 구성하여 10 ps 이하의 분해능으로 시험에 응용되었다.

결상광학 분야 연구는 1985년부터 광학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결상능력의 척도인 분해능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OTF(Optical Transfer Function) 측정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표

준확립에 이용하였고, 조현모, 이윤우 등에 의해 개발되고 개선된 OTF 측정장치는 국내 산업체

와 연구기관에 많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렌즈디옵터와 OTF 측정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였고 동구권 국가의 표준물을 측정해 주기도 하였다. 곡률반경, 평면도, 파면형상 등은 간섭계

를 이용하여 표준을 확립하였으며 정만호 박사는 홀로그래피 광학소자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광펌핑세슘원자시계 연구가 시간 주파수 연구실에서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레이저 분야 

연구로는 주파수 사슬용의 주파수 안정도 10-9의 CO2 레이저 개발, 레이저 출력표준용으로 출

력안정화 저속축류형 CO2와 고속축류형 고출력 CO2 레이저 등의 개발연구가 길이실, 레이저

실에서 수행되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은 

1976년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8

년 광화문의 체신부 청사 연구실에서 다중모드 광섬유로, PCM(Pulse Code Modulation) 부호

화된 전화 신호 96개를 광섬유 2가닥으로 보내는 6.3Mbps 광전송장치를 개발하여 1979년 2

월 대통령 연두순시에 시범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광전송시험이었다. 이어서 45Mbps 광섬

유 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광화문전화국과 중앙전화국 간에 국내 최초의 현장시험에 성공하

였다. 1980년대 들어 광통신의 패러다임이 장파장(1.3㎛)으로 바뀌면서 ETRI는 1984년부터 

45Mbps, 90Mbps, 565Mbps 비동기식 장파장 광전송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였다. 이 시

스템들은 국내 장거리 주요 통신 구간에 기본 통신로로 사용되어 우리나라가 1가구 1전화 시대

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시외통화료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광통신 

시스템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주희 교수가 1981년도에 부임한 직후부터 연구목표를 고출력 레이저

의 개발과 레이저 광에 의한 대기권 탐사연구로 설정하고, 연구가 추진되었다. 고출력 레이저

는 엑시머(Excimer) 레이저를 전자 빔 또는 전기방전으로 여기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발되었

다. 전자빔 여기는 Marx Generator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전기방전 여기 챔버는 자외선 예

비전리 용량 이행형으로 자체 개발하였다. 연이어 전 고체 소자를 사용하는 자기펄스스위치

(MPC)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것은 새로운 전기방전 여기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고출력 

레이저인 전자빔 여기 KrF Excimer 레이저 자체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던 연구원으로는 이영

우, 최부연, 정재근, 정상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고출력 레이저 관련 연구 개발과 미래 산업으로서 레이저 개발 및 응용 기

술의 중요성에 등을 인식하여 경희대학교는 1989년 9월 1일에 레이저공학연구소를 설립하였

1981년 이후 1990년까지의 제4기 한국광학의 발전기에는 대학에서의 연구도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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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초대 소장은 이주희 교수가 겸직하였다. 이것은 한국광학회의 설립(1989.10.20) 직전의 

경사였다. 설립기념 심포지엄(21세기를 향한 레이저 기술의 개발, 1989.10.26)을 국내외 전문

가를 모시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경희대학교 레이저 광학연구소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NASA의 글로벌 프로그램의 멤버가 되었으

며, 우리나라가 범지구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고출력 Excimer 레이저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레이저의 여기용 장치의 도입 문제가 제기

되었다. 계획 초기에는 자체제작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발기간과 예산의 확보 문제 때문에, 운

휴 중에 있는 Marx Generator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도입 가능한 시스템은 일본 Keio 대학의 

KREBA-1과 일본 공업개발 연구소의 KREBA-2가 있었다. 교섭의 결과, 상대기관의 협력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었고, KREBA-1은 1983년 7월, KREBA-2는 1989년 5월에 

도입하여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설치하였다.

고출력 Excimer 레이저의 자체 개발 연구와 응용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참여한 연구원들로는 전상영, 박득일, 류한용, 박홍진, 이용우, 황인덕 등이 있었다.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1982년 한국 표준연구소 광학실장으로 근무하던 임동건 교수가 부임하

여 이과대학 물리학과에 양자광학실을 열면서 광학분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1년 3월 당시

의 연구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연구실의 주요 장비는 5 mW급 He-Ne 레이저와 철판 사이에 

벌집모양의 매트릭스를 깔아 직접 만든 광 테이블 정도였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광학기기를 

세운상가를 뒤지거나 청계천의 공작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연구를 크게 지

연시켰지만, 한편으로 이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모든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

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장비로 처음 수행한 연구는 표면 효과가 Liquid Crystal의 상 전이에 미치

는 영향이었으며, 당시 화제가 되었던 혼돈 현상과 관련한 Taylor Vortex Flow를 광산란법으

로 연구하였다. 광산란 장치를 이용해 당시 이론으로만 알려져 있던 입자의 응집과정에 따른 

응집된 물체의 Fractal 구조변화를 실험적으로 처음 보일 수 있었다. 1985년 이후에는 IBRD 

차관의 도움으로 Ar Ion 레이저 등 실험 기자재가 보완되었다. 1989년부터는 고려대 학교 화

학과 진정일 교수가 제공하는 시료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의 2차원 표면에서의 비선형 광현상

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중심으로 광학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리학과에서는 ‘물성연구소’가 1987년 ‘기초과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응집

물질 물리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결정성장과, 광열효과, 광음향효과 등 광학적 특성을 연구주

제로 하는 과제들이 상당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91년에는 SRC의 하나로 

‘유전체물성연구소’(초대 소장: 장민수)가 설립되어 이후 9년 동안 전국 유전체 연구 컨소시움

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학 분야 연구는 연구소의 5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윤수인, 노

지현, 김정남 교수 등이 레이저 매질, 비선형 광학결정 등 유전체 결정의 광학적 특성 및 그 응

용 가능성을 주로 연구하였다.

특히 윤수인 교수는 단결정이나 유리에 희토류 이온을 첨가하여 레이저 분광학을 연구하였

는데, 그 중 적외선 혹은 적색광으로 펌핑하여 가시광 형광을 얻는 상방전환 형광 연구를 주제

로 다수의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균일한 품질의 광학매질 제작 및 체계적인 응용 

연구 체계 미비 등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레이저 매질에 대한 연구는 레이저 

제작까지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단결정 성장이 부산대 물리학과와 유전체물성연구소의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나 비선형광학에 응용할 만한 Optical Quality를 가진 시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특화되지는 않았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는 1968년 창설되어 전국 특성화 대학 바람으로 1973년 폐과된 후 

1981년 복과되었다. 광학에 대한 관심은 김재창 교수가 1981년 학과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으

나, 실험 장비, 연구비, 대학원생 등 전반적인 여건 미비로 전혀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다행히 KAIST에서 광전자공학을 전공한 윤태훈 교수가 1985년 초빙되어 공동연구 팀을 

이루게 되었고, 1985년 이후 ETRI의 지원을 받아 LiNbO3 기반의 광도파로 및 Electro-Optic 

Grating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1년 과학재단의 목적 

기초연구비를 수혜받아 Fe-LiNbO3의 광굴절 특성을 이용한 광스위치 어레이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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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초대 소장은 이주희 교수가 겸직하였다. 이것은 한국광학회의 설립(1989.10.20) 직전의 

경사였다. 설립기념 심포지엄(21세기를 향한 레이저 기술의 개발, 1989.10.26)을 국내외 전문

가를 모시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경희대학교 레이저 광학연구소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NASA의 글로벌 프로그램의 멤버가 되었으

며, 우리나라가 범지구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고출력 Excimer 레이저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레이저의 여기용 장치의 도입 문제가 제기

되었다. 계획 초기에는 자체제작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발기간과 예산의 확보 문제 때문에, 운

휴 중에 있는 Marx Generator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도입 가능한 시스템은 일본 Keio 대학의 

KREBA-1과 일본 공업개발 연구소의 KREBA-2가 있었다. 교섭의 결과, 상대기관의 협력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었고, KREBA-1은 1983년 7월, KREBA-2는 1989년 5월에 

도입하여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설치하였다.

고출력 Excimer 레이저의 자체 개발 연구와 응용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참여한 연구원들로는 전상영, 박득일, 류한용, 박홍진, 이용우, 황인덕 등이 있었다.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1982년 한국 표준연구소 광학실장으로 근무하던 임동건 교수가 부임하

여 이과대학 물리학과에 양자광학실을 열면서 광학분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1년 3월 당시

의 연구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연구실의 주요 장비는 5 mW급 He-Ne 레이저와 철판 사이에 

벌집모양의 매트릭스를 깔아 직접 만든 광 테이블 정도였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광학기기를 

세운상가를 뒤지거나 청계천의 공작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연구를 크게 지

연시켰지만, 한편으로 이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모든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

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장비로 처음 수행한 연구는 표면 효과가 Liquid Crystal의 상 전이에 미치

는 영향이었으며, 당시 화제가 되었던 혼돈 현상과 관련한 Taylor Vortex Flow를 광산란법으

로 연구하였다. 광산란 장치를 이용해 당시 이론으로만 알려져 있던 입자의 응집과정에 따른 

응집된 물체의 Fractal 구조변화를 실험적으로 처음 보일 수 있었다. 1985년 이후에는 IBRD 

차관의 도움으로 Ar Ion 레이저 등 실험 기자재가 보완되었다. 1989년부터는 고려대 학교 화

학과 진정일 교수가 제공하는 시료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의 2차원 표면에서의 비선형 광현상

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중심으로 광학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리학과에서는 ‘물성연구소’가 1987년 ‘기초과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응집

물질 물리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결정성장과, 광열효과, 광음향효과 등 광학적 특성을 연구주

제로 하는 과제들이 상당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91년에는 SRC의 하나로 

‘유전체물성연구소’(초대 소장: 장민수)가 설립되어 이후 9년 동안 전국 유전체 연구 컨소시움

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학 분야 연구는 연구소의 5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윤수인, 노

지현, 김정남 교수 등이 레이저 매질, 비선형 광학결정 등 유전체 결정의 광학적 특성 및 그 응

용 가능성을 주로 연구하였다.

특히 윤수인 교수는 단결정이나 유리에 희토류 이온을 첨가하여 레이저 분광학을 연구하였

는데, 그 중 적외선 혹은 적색광으로 펌핑하여 가시광 형광을 얻는 상방전환 형광 연구를 주제

로 다수의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균일한 품질의 광학매질 제작 및 체계적인 응용 

연구 체계 미비 등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레이저 매질에 대한 연구는 레이저 

제작까지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단결정 성장이 부산대 물리학과와 유전체물성연구소의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나 비선형광학에 응용할 만한 Optical Quality를 가진 시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특화되지는 않았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는 1968년 창설되어 전국 특성화 대학 바람으로 1973년 폐과된 후 

1981년 복과되었다. 광학에 대한 관심은 김재창 교수가 1981년 학과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으

나, 실험 장비, 연구비, 대학원생 등 전반적인 여건 미비로 전혀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다행히 KAIST에서 광전자공학을 전공한 윤태훈 교수가 1985년 초빙되어 공동연구 팀을 

이루게 되었고, 1985년 이후 ETRI의 지원을 받아 LiNbO3 기반의 광도파로 및 Electro-Optic 

Grating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1년 과학재단의 목적 

기초연구비를 수혜받아 Fe-LiNbO3의 광굴절 특성을 이용한 광스위치 어레이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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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이 당시 LiNbO3를 기판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물리학과에서 성

장한 LiNbO3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는 1980년 당시 문교부의 기초과학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자공학과의 

안철 교수가 화학과의 소현수 교수와 더불어 레이저와 분광학과 레이저를 이용한 반도체 실험

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비를 수혜 받았다. 서강 광학 그룹의 발전에 이 공동연구비의 지원이 아

주 큰 힘이 되었다. 이 연구비로 전자공학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한 

비정질 실리콘의 Annealing 실험을 시작하였고, 화학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학 실험

을 시작하였으며, 물리학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의 발진 특성을 분석하고 분광학을 위한 

레이저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때 자체상관기를 제작하여 레이저와 광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IBRD 차관이 

도입되면서 광학실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Ar레이저와 Spectrometer 및 Lockin Am-

plifier, Boxcar, Optical Spectrum Analyzer 등이 분석 기구들이 도입되었으며, 이즈음에 

1981년 말 Oregon 대학에서 Pulsed Nd:YAG 레이저와 Dye 레이저, 질소 레이저 등의 레이저

를 지원 받으면서 실험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Oregon 대학에서의 장비 이동을 위해 

학생들과 김영덕 교수가 직접 Oegon 대학에 방문하여 실험 장비들을 포장하여 도입하였다.

초기 연구 그룹이 탄생되었을 때만 해도 주로 질소 레이저와 광통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연구 분야가 이산화탄소 레이저, 라만 등의 분광학, 그리고 광섬유

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기 Blumlein 형 질소 레이저의 발진에 자극 받아 1980

년에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실험실에서 직접 제작하였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1980년도에는 

CW 레이저와 대기압에서 동작하는 펄스 TEA레이저를 전자공학과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는데 CW CO2 레이저는 현재 한빛 레이저의 사장인 김정묵 박사가 석사과정 때 여러 문

헌을 참조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제작하였다. 이때 당시 한국에서 고전압 정류를 위한 고

압 다이오드를 구할 수 없어 일반 100 V 용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하여 30 KV의 고전압 Power 

Supply를 만들어 CW CO2 레이저의 전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이미 레이저의 발진 세기는 50 

W에 이르렀으며 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자공학과에서는 반도체의 Annealing 실험을 하였다.

펄스 TEA CO2 레이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지 용 교수가 석사 때 문헌을 중심

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전극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회로는 3단 Max Bank 회로로 디자인하였

는데 당시 축전기로 Myler 판을 이용 직접 40 KV용 고전압 축전기를 만들어 레이저를 발진 시

켰다. 이 레이저는 당시 직경 2인치에 100 MW 이상 출력의 레이저를 발진하였다. 이때의 자

체 상관기(Autocorrelator)는 외부의 도움 없이 회로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되었다. 또한 광섬

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Coupler들을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하여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이용한 센서를 위해 간섭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산

란 실험과 라만 분광학 실험을 시작하면서 양자 정보와 Surface Plasmon에 대한 실험도 이미 

수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레이저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노력으로 JKPS 등에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다 1984년 이산화탄소 레이저에서의 연

구 결과들이 Appl. Opt.와 J. Appl. Phys. 등에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Surface En-

hanced Raman에 대한 연구 결과가 Appl. Phys. Lett.에 실리고 그 이후 광섬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Opt. Lett. 등에 실리면서 명실상부한 광학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

다. 이때부터 광학 그룹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새로운 교수들의 영입으로 광학 그

룹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폭도 광통계, 레이저, 그리고 라만 분광학에서 

비선형광학, 양자 정보, 광통신, X-선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더욱 넓어졌다.

초창기에 김영덕 교수 혼자서 꾸려가던 연구는 1986년 이범구 교수가 영입된 후, 비선형 광

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 제2차 및 3차 비선형광학 효과 분야에서 국제학회지에 많

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1982년 이재형 교수의 부임과 6차 IBRD차관 자금에 의해 1986년과 

1987년에 걸쳐서 Q-스위치 Nd:YAG 레이저, 5 W 아르곤-이온 레이저, 이중 회절판 분광기 

등 광학연구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들을 갖추게 되면서 광학연구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대학원 과정이 가동되면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 의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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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이 당시 LiNbO3를 기판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물리학과에서 성

장한 LiNbO3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는 1980년 당시 문교부의 기초과학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자공학과의 

안철 교수가 화학과의 소현수 교수와 더불어 레이저와 분광학과 레이저를 이용한 반도체 실험

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비를 수혜 받았다. 서강 광학 그룹의 발전에 이 공동연구비의 지원이 아

주 큰 힘이 되었다. 이 연구비로 전자공학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한 

비정질 실리콘의 Annealing 실험을 시작하였고, 화학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학 실험

을 시작하였으며, 물리학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의 발진 특성을 분석하고 분광학을 위한 

레이저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때 자체상관기를 제작하여 레이저와 광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IBRD 차관이 

도입되면서 광학실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Ar레이저와 Spectrometer 및 Lockin Am-

plifier, Boxcar, Optical Spectrum Analyzer 등이 분석 기구들이 도입되었으며, 이즈음에 

1981년 말 Oregon 대학에서 Pulsed Nd:YAG 레이저와 Dye 레이저, 질소 레이저 등의 레이저

를 지원 받으면서 실험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Oregon 대학에서의 장비 이동을 위해 

학생들과 김영덕 교수가 직접 Oegon 대학에 방문하여 실험 장비들을 포장하여 도입하였다.

초기 연구 그룹이 탄생되었을 때만 해도 주로 질소 레이저와 광통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연구 분야가 이산화탄소 레이저, 라만 등의 분광학, 그리고 광섬유

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기 Blumlein 형 질소 레이저의 발진에 자극 받아 1980

년에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실험실에서 직접 제작하였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1980년도에는 

CW 레이저와 대기압에서 동작하는 펄스 TEA레이저를 전자공학과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는데 CW CO2 레이저는 현재 한빛 레이저의 사장인 김정묵 박사가 석사과정 때 여러 문

헌을 참조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제작하였다. 이때 당시 한국에서 고전압 정류를 위한 고

압 다이오드를 구할 수 없어 일반 100 V 용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하여 30 KV의 고전압 Power 

Supply를 만들어 CW CO2 레이저의 전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이미 레이저의 발진 세기는 50 

W에 이르렀으며 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자공학과에서는 반도체의 Annealing 실험을 하였다.

펄스 TEA CO2 레이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지 용 교수가 석사 때 문헌을 중심

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전극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회로는 3단 Max Bank 회로로 디자인하였

는데 당시 축전기로 Myler 판을 이용 직접 40 KV용 고전압 축전기를 만들어 레이저를 발진 시

켰다. 이 레이저는 당시 직경 2인치에 100 MW 이상 출력의 레이저를 발진하였다. 이때의 자

체 상관기(Autocorrelator)는 외부의 도움 없이 회로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되었다. 또한 광섬

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Coupler들을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하여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이용한 센서를 위해 간섭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산

란 실험과 라만 분광학 실험을 시작하면서 양자 정보와 Surface Plasmon에 대한 실험도 이미 

수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레이저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노력으로 JKPS 등에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다 1984년 이산화탄소 레이저에서의 연

구 결과들이 Appl. Opt.와 J. Appl. Phys. 등에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Surface En-

hanced Raman에 대한 연구 결과가 Appl. Phys. Lett.에 실리고 그 이후 광섬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Opt. Lett. 등에 실리면서 명실상부한 광학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

다. 이때부터 광학 그룹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새로운 교수들의 영입으로 광학 그

룹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폭도 광통계, 레이저, 그리고 라만 분광학에서 

비선형광학, 양자 정보, 광통신, X-선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더욱 넓어졌다.

초창기에 김영덕 교수 혼자서 꾸려가던 연구는 1986년 이범구 교수가 영입된 후, 비선형 광

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 제2차 및 3차 비선형광학 효과 분야에서 국제학회지에 많

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1982년 이재형 교수의 부임과 6차 IBRD차관 자금에 의해 1986년과 

1987년에 걸쳐서 Q-스위치 Nd:YAG 레이저, 5 W 아르곤-이온 레이저, 이중 회절판 분광기 

등 광학연구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들을 갖추게 되면서 광학연구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대학원 과정이 가동되면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 의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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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는 김성준 교수가 1989년 8월에 부임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레

이저 다이오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는 1977년 이공대학에 소속된 학과가 증가됨에 따라 이과대학과 공과대학

으로 발전적으로 분리되었고, 이로써 이과대학 물리학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 연세

대학교 광학연구실은 독일의 Bonn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0년에 부임한 김 웅 교

수를 중심으로 발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김 웅 교수는 부임 이후 나노초 분해능 단일광자 계

수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1994년에는 전자관형 초고속 카메라를 개발하는 연구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그는 1996년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1984년에 연세대학교 과학관이 준공되어 물리학과가 과학관 3층 전체를 사용하게 됨으로

써, 광학연구실도 과학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실험실 및 교육공간이 확충되었고, IBRD 및 

OECF 차관으로 Ar+레이저, 라만분광기 등의 첨단 과학 기기들과 광학실험용 기기들이 도입

되었다. 이 시기의 광학연구실은 기존의 레이저 관련 연구 목표 및 실험이 더욱 전문화, 특성

화되어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으며, 레이저 광학, 분광학, 의광학 등 다양

한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Holographic Grating의 제작, Q-Switched CO2 

레이저의 제작, Optical Fiber 특성 등 그 연구의 폭과 깊이에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었

다. 또한 우수한 후진양성에 진력하여 물리학과 광학연구실에서 17명의 박사와 67명의 석사

가 배출되었다.

1989년에 김 웅 교수는 한국광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전국 대학 교수 및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한국광학회 설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립취지서

를 기초하였다.

◦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의 본격적인 광학의 연구는 홍경희 교수가 학위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시

작되었다. 연구장비는 거의 전무하였으나 한국과학원에서 훈련 받은 대로 직접 장치를 설계하

여 공작실에서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광학테이블도 직접 만들고 Twyman-Green 

간섭계도 만들었다. 그 후 학교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실험장비를 교체할 수 있어서 생도 교육

과 연구를 겸할 수 있는 광학벤치와 Micro-Positioner를 구입하여 각종 Optical Testing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Hartman Test 방법이나 적외선 간섭계 개발을 시도하였고, 렌즈 설계

를 처음으로 기초설계부터 시작하여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여 후배들에게 전수하였다.

1983년 7월에 홍경희 교수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Optical Sciences Center에서 방문교

수로 1년간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12월 4일에는 한국물리학회 양자전자 및 광학 분과 여름 워크

샵을 처음으로 유치하였다. 울산대학교 한성홍 교수가 광학박막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 연구소 

김철중 박사가 광학계 성능평가에 대하여, 그리고 홍경희 교수가 광학계 설계 방법에 대하여 발

표하고 질의 및 토론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산학 협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것

이 시발점이 되어 광 분과 여름 워크샵이 계속되었고 훗날 광학회가 결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84년 ~ 1985년 사이에는 기업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렌즈 설

계 및 성능평가 기술을 연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1983년 봄에 오병완 교수와 1984년 양주

룡 교수가 각각 광학분야로 건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홍경희 교수는 1985년에 

한국표준연구원의 OTF 표준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에 부가적으로 OTF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1987년에 Applied Optics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산화 사업 및 산업체 보급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이후에도 홍경희 교수는 한국과학원의 장비를 이용하여 OTF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였으며 1987년 ICO에서 논문발표를 하였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는 1972년 인하공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인하대학교로 교명이 변경

된 후 1979년 이공계 학생의 물리학 교육을 위하여 이과대학에 물리학과를 신설하였다. 당시 

물리학과 신설을 추진한 최동철 교수와 학교 당국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공

자가 별로 없으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 분야가 될 광학분야를 중심으로 물리학과를 운영하기로 

정책을 결정한 후 과학원에서 레이저물리학을 전공한 이민희 교수를 1979년 9월 물리학과 교

수로 처음으로 임용하였다. 이어서 공홍진 교수(1981년), 박대윤 교수(1982년)를 임용하였다. 

이후 물리학과는 이민희와 박대윤이 주축이 되어 광학분야의 특성화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과

학원 원장을 역임한 이상수 교수와 함께 한국에 레이저물리학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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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는 김성준 교수가 1989년 8월에 부임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레

이저 다이오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는 1977년 이공대학에 소속된 학과가 증가됨에 따라 이과대학과 공과대학

으로 발전적으로 분리되었고, 이로써 이과대학 물리학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 연세

대학교 광학연구실은 독일의 Bonn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0년에 부임한 김 웅 교

수를 중심으로 발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김 웅 교수는 부임 이후 나노초 분해능 단일광자 계

수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1994년에는 전자관형 초고속 카메라를 개발하는 연구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그는 1996년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1984년에 연세대학교 과학관이 준공되어 물리학과가 과학관 3층 전체를 사용하게 됨으로

써, 광학연구실도 과학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실험실 및 교육공간이 확충되었고, IBRD 및 

OECF 차관으로 Ar+레이저, 라만분광기 등의 첨단 과학 기기들과 광학실험용 기기들이 도입

되었다. 이 시기의 광학연구실은 기존의 레이저 관련 연구 목표 및 실험이 더욱 전문화, 특성

화되어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으며, 레이저 광학, 분광학, 의광학 등 다양

한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Holographic Grating의 제작, Q-Switched CO2 

레이저의 제작, Optical Fiber 특성 등 그 연구의 폭과 깊이에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었

다. 또한 우수한 후진양성에 진력하여 물리학과 광학연구실에서 17명의 박사와 67명의 석사

가 배출되었다.

1989년에 김 웅 교수는 한국광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전국 대학 교수 및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한국광학회 설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립취지서

를 기초하였다.

◦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의 본격적인 광학의 연구는 홍경희 교수가 학위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시

작되었다. 연구장비는 거의 전무하였으나 한국과학원에서 훈련 받은 대로 직접 장치를 설계하

여 공작실에서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광학테이블도 직접 만들고 Twyman-Green 

간섭계도 만들었다. 그 후 학교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실험장비를 교체할 수 있어서 생도 교육

과 연구를 겸할 수 있는 광학벤치와 Micro-Positioner를 구입하여 각종 Optical Testing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Hartman Test 방법이나 적외선 간섭계 개발을 시도하였고, 렌즈 설계

를 처음으로 기초설계부터 시작하여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여 후배들에게 전수하였다.

1983년 7월에 홍경희 교수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Optical Sciences Center에서 방문교

수로 1년간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12월 4일에는 한국물리학회 양자전자 및 광학 분과 여름 워크

샵을 처음으로 유치하였다. 울산대학교 한성홍 교수가 광학박막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 연구소 

김철중 박사가 광학계 성능평가에 대하여, 그리고 홍경희 교수가 광학계 설계 방법에 대하여 발

표하고 질의 및 토론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산학 협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것

이 시발점이 되어 광 분과 여름 워크샵이 계속되었고 훗날 광학회가 결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84년 ~ 1985년 사이에는 기업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렌즈 설

계 및 성능평가 기술을 연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1983년 봄에 오병완 교수와 1984년 양주

룡 교수가 각각 광학분야로 건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홍경희 교수는 1985년에 

한국표준연구원의 OTF 표준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에 부가적으로 OTF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1987년에 Applied Optics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산화 사업 및 산업체 보급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이후에도 홍경희 교수는 한국과학원의 장비를 이용하여 OTF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였으며 1987년 ICO에서 논문발표를 하였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는 1972년 인하공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인하대학교로 교명이 변경

된 후 1979년 이공계 학생의 물리학 교육을 위하여 이과대학에 물리학과를 신설하였다. 당시 

물리학과 신설을 추진한 최동철 교수와 학교 당국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공

자가 별로 없으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 분야가 될 광학분야를 중심으로 물리학과를 운영하기로 

정책을 결정한 후 과학원에서 레이저물리학을 전공한 이민희 교수를 1979년 9월 물리학과 교

수로 처음으로 임용하였다. 이어서 공홍진 교수(1981년), 박대윤 교수(1982년)를 임용하였다. 

이후 물리학과는 이민희와 박대윤이 주축이 되어 광학분야의 특성화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과

학원 원장을 역임한 이상수 교수와 함께 한국에 레이저물리학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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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하였다. 물리학과는 1980년도에 OECF 차관으로 40만 달러를 학교로부터 배정받아 분광

기, 레이저, 진공증착기, 엘립소미터 등 광학분야의 연구용 기자재와 학생 교육용 실험기자재

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1985년에 박사과정이 설립됨으로써 명실상부

한 물리학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는 정창섭, 임기건, 이형종 교수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정창섭 교수는, 영

국의 University of Reading에서 ICO 회장을 역임했고 광학계 설계와 평가에 많은 공헌을 한, 

H. H. Hopkins의 지도하에 연구를 하기 위하여 1980년 6월부터 장기출장을 떠났다. 1984년 2

월 귀국하여 주로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을 기초로 하여 광학계에서 Gaussian Beam과 무회절광

으로 알려진 Bessel Beam 그리고 Annular Aperture 등 다양한 진폭변조와 위상변조가 광학계 

성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PSF, MTF(OTF), LSF, ERF 등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임기건 교수는 1981년도에 부임한 후 1983년 6월에 도미 유학하여 1984년 6월부터 1986

년 8월까지 미국 University of New Mexico에서 김진중 교수의 지도하에 Transverse Dis-

charge Copper Vapor Laser 개발을 연구하였다. 귀국한 뒤에도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고자 

실험장치를 준비하는 한편 구리증기 레이저 발진에 대한 수치해석적 이론연구를 통하여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1981년 4월에는 이형종 교수가 부임하였고, 1985년 8월부터 1987년 8월까지 AT&T Bell 연

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100 MHz에 이르던 반도체 레이저의 선폭을 브래그 

격자 평판광회로로 반도체 레이저에 궤환시켜 기체레이저의 선폭에 근접하는 100 kHz의 레이

저가 가능함을 보였고, 이를 이용하여 주파수 변조 광통신이 가능함을 보여 당시 Bell 연구소

의 President Award 수상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하였다. 귀국 후 1988년 1월부터 1990년 12월

까지 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을 겸직하면서 광분배기, WDM소자 등의 실리카 평판광회로 소

자에 대한 국내연구를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리카 평판광회로와 광통신용 광회로 소자에 

대한 국내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는 교육차관 사업으로 도입된 기자재로 이들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하

는 시기였으며, 김화택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으로 1987년 12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1971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은 1980년 12월 잠시 KIST와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1984년 대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되어 현재의 KAIST로 되었다. KAIS 초

대 원장을 역임한 이상수 교수는 21년간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레이저 연구 분야를 국내 

최초로 개척하고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연구하였다. 1976년부터 옥소 레이저 개발에 착수하

여 43.8 MW을 달성하고 1988년에는 최대 1 GW의 첨두 출력을 갖는 레이저를 제작하였다. 또

한 옥소 레이저에 대한 능동형, 수동형 Mode-Locking를 구현하고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 등을 연구했으며, 옥소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연속 X-Ray

와 그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광범위한 가변파장 영역을 갖는 색소 레이저는 두 개의 파

장을 동시에 발진하고 연속적으로 편광을 변조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단일 모드 발진 및 주

파수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높은 효율로 고출력 발진이 수월한 TEA CO2 레이

저는 발진기와 증폭기의 출력 특성 및 Self-Focusing과 Self-Defocusing 등의 현상들에 대

해서도 연구되었다. 이외에도 고출력 Nd:Glass 레이저 펄스와 그에 의한 비선형 흡수가 연구

되었고, 반도체 레이저의 대신호 변조 특성과 초단 펄스의 발생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선형 광학현상을 더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매질에서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와 Four-Wave Mixing에 의

해 발생하는 위상공액파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KDP 결정에서의 조화파 

발생을 연구하고 전기광학 및 열광학효과가 위상 정합(Phase-Matching) 조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As2S3등의 비정질 박막매질에 대한 광암색화(Photodarkening)나 비

선형 효과를 연구하여 홀로그램 등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레이저는 높은 에너지 밀도에 의해서 강한 광압을 줄 수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광부양

(Optical Levitation)에도 적용되었다. 이상수 교수 연구실에서는 집속된 레이저에 의한 유전

체 미립자의 광부양을 실험과 이론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파의 산란을 연

구하였다. 이외에도 레이저는 Doppler 속도 간섭계 연구와 거친 표면에 의한 스펙클 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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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하였다. 물리학과는 1980년도에 OECF 차관으로 40만 달러를 학교로부터 배정받아 분광

기, 레이저, 진공증착기, 엘립소미터 등 광학분야의 연구용 기자재와 학생 교육용 실험기자재

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1985년에 박사과정이 설립됨으로써 명실상부

한 물리학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는 정창섭, 임기건, 이형종 교수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정창섭 교수는, 영

국의 University of Reading에서 ICO 회장을 역임했고 광학계 설계와 평가에 많은 공헌을 한, 

H. H. Hopkins의 지도하에 연구를 하기 위하여 1980년 6월부터 장기출장을 떠났다. 1984년 2

월 귀국하여 주로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을 기초로 하여 광학계에서 Gaussian Beam과 무회절광

으로 알려진 Bessel Beam 그리고 Annular Aperture 등 다양한 진폭변조와 위상변조가 광학계 

성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PSF, MTF(OTF), LSF, ERF 등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임기건 교수는 1981년도에 부임한 후 1983년 6월에 도미 유학하여 1984년 6월부터 1986

년 8월까지 미국 University of New Mexico에서 김진중 교수의 지도하에 Transverse Dis-

charge Copper Vapor Laser 개발을 연구하였다. 귀국한 뒤에도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고자 

실험장치를 준비하는 한편 구리증기 레이저 발진에 대한 수치해석적 이론연구를 통하여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1981년 4월에는 이형종 교수가 부임하였고, 1985년 8월부터 1987년 8월까지 AT&T Bell 연

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100 MHz에 이르던 반도체 레이저의 선폭을 브래그 

격자 평판광회로로 반도체 레이저에 궤환시켜 기체레이저의 선폭에 근접하는 100 kHz의 레이

저가 가능함을 보였고, 이를 이용하여 주파수 변조 광통신이 가능함을 보여 당시 Bell 연구소

의 President Award 수상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하였다. 귀국 후 1988년 1월부터 1990년 12월

까지 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을 겸직하면서 광분배기, WDM소자 등의 실리카 평판광회로 소

자에 대한 국내연구를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리카 평판광회로와 광통신용 광회로 소자에 

대한 국내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는 교육차관 사업으로 도입된 기자재로 이들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하

는 시기였으며, 김화택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으로 1987년 12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1971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은 1980년 12월 잠시 KIST와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1984년 대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되어 현재의 KAIST로 되었다. KAIS 초

대 원장을 역임한 이상수 교수는 21년간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레이저 연구 분야를 국내 

최초로 개척하고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연구하였다. 1976년부터 옥소 레이저 개발에 착수하

여 43.8 MW을 달성하고 1988년에는 최대 1 GW의 첨두 출력을 갖는 레이저를 제작하였다. 또

한 옥소 레이저에 대한 능동형, 수동형 Mode-Locking를 구현하고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 등을 연구했으며, 옥소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연속 X-Ray

와 그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광범위한 가변파장 영역을 갖는 색소 레이저는 두 개의 파

장을 동시에 발진하고 연속적으로 편광을 변조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단일 모드 발진 및 주

파수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높은 효율로 고출력 발진이 수월한 TEA CO2 레이

저는 발진기와 증폭기의 출력 특성 및 Self-Focusing과 Self-Defocusing 등의 현상들에 대

해서도 연구되었다. 이외에도 고출력 Nd:Glass 레이저 펄스와 그에 의한 비선형 흡수가 연구

되었고, 반도체 레이저의 대신호 변조 특성과 초단 펄스의 발생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선형 광학현상을 더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매질에서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와 Four-Wave Mixing에 의

해 발생하는 위상공액파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KDP 결정에서의 조화파 

발생을 연구하고 전기광학 및 열광학효과가 위상 정합(Phase-Matching) 조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As2S3등의 비정질 박막매질에 대한 광암색화(Photodarkening)나 비

선형 효과를 연구하여 홀로그램 등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레이저는 높은 에너지 밀도에 의해서 강한 광압을 줄 수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광부양

(Optical Levitation)에도 적용되었다. 이상수 교수 연구실에서는 집속된 레이저에 의한 유전

체 미립자의 광부양을 실험과 이론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파의 산란을 연

구하였다. 이외에도 레이저는 Doppler 속도 간섭계 연구와 거친 표면에 의한 스펙클 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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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에도 사용되었다.

광학계 설계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있었다. 4-구면 반사경으로 구성된 광학계를 수

차 해석을 통해 최적화하여 설계하였고, 이후 Aplanatic 조건을 만족하며 비점수차가 감소된 

4 비구면 반사경 줌 광학계를 수차해석을 통해 최적화하여 설계하였다. 그 응용 분야로서 5배

의 축소 배율을 갖는 UV Submicron Lithography 용 4-반사 광학계에 대한 수차해석 및 광

학 설계도 이루어졌다.

공홍진 교수는 1984년 KAIST에 부임하여 분광학, 레이저, 비선형 광학, 광학계 설계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로 2015년까지 41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분광학은 레이저의 발달과 

더불어 큰 발전이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공홍진 교수 연구실도 이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색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Na 원자 천이선의 초미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고분해능 편광, 포화 

분광기를 사용한 연구, 그리고 펌핑 강도를 변화시켜 두광자 전이율의 변화와 Stark 이동을 측

정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Na 원자 D-선의 초미세 구조에서 도플러 효과 제거 공명 신호에 

대한 Velocity-Selective Optical Pumping(VSOP)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Yb 원자의 분석을 위해서 공명이온화 분광학(Resonance Ionization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여기 및 이온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선정하고 그 경로에서 레이저와 원

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최적의 광이온화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는 2차원 공간의 정보와 각 위치에 해당하는 파장 정보를 한꺼번에 획득 가능한 초분광 분해기

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예로 공간과 파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분해능 조절이 

가능한 초분광 분해기와 비점수차가 보정된 비구면 초분광 분해기, 링필드의 기하학적 분석에 

의한 오프너 초분광 분해기 등이 설계 및 제작되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레이저는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주된 연

구 분야이며 주로 Nd:YAG와 Nd:Glass 등의 고체 레이저 개발과 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신명’이라 불리는 4중 경로 전단 증폭기와 5단 주 증폭기로 구

성된 Nd:Glass 레이저를 이용하여 40 ps의 펄스폭과 80 J 에너지를 갖는 펄스를 얻었고 첨두 

출력은 2 TW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출력 레이저이었으며, 이는 당시 세계 제9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와 별개로 Nd:YAG 레이저에 대하여 능동형, 수동형 Mode-Locking

으로 안정성 및 재현성이 높은 Picosecond 레이저 펄스를 획득하였으며 이득 매질의 열적 특

성을 측정 분석하고 공진기 설계에 응용하여 출력 및 횡모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

다. 비선형 현상인 Stimulated Raman Scattering(SRS)과, Stimulated Brillouin Scatter-

ing-Phase Conjugate Mirror(SBS-PCM)를 이용하여 Nd:YAG의 1.06 ㎛ 파장을 눈에 안전

한 파장인 1.54 ㎛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Nd:YAG 외에도 능동형 Mode-Locking된 

CW Nd:YLF 레이저의 공진기에 대하여 길이를 Detuning하여 출력과 펄스폭의 변화를 측정

하기도 하였다. 고체 레이저 뿐 아니라 기체 레이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TEA CO2 레

이저로 광펌핑하고 버퍼가스로써 SF6가 사용된 NH3 레이저를 제작하였다. TEA CO2 레이저

는 CF3Br분자의 다광자 흡수와 비선형 굴절 현상을 규명하는데도 사용되었다.

광학계 설계 분야 또한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

는 주 분야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리소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한 극자외선 및 X-Ray 리소그래피를 위한 연

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예로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위해 5배의 축소 배율을 지닌 4-

반사경과 5-반사경으로 이루어진 광학계를 각각 최적화하였다. 이후 모든 3차 수차가 제거된 

동배율의 4-구면 반사경 광학계를 설계하여 회절 한계의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그리고 더 짧

은 파장 영역대인 Soft X-Ray 리소그래피를 위한 4-구면 반사경계도 설계 및 평가하였다.

1990년대 ‘신명’ 레이저를 통하여 2 TW의 고출력 레이저를 얻었지만 대형 이득 매질로 이

루어진 증폭 시스템의 냉각은 고반복률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에 소형 이득 매

질을 이용하여 빔들을 재결합하면 냉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반복률이 가능하고 이득매질

의 개수, 곧 출력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SBS-PCM을 빔 결합에 사용하면 증폭 중에 발생

하는 왜곡을 보상하여 고품질의 빔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SBS 반사파의 위상은 임의로 정해

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홍진 교수는 매우 간단한 광학계로 이루어진 

SBS 반사파의 자체 위상제어 기법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2광자 흡수를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메조 스케일의 3차원 구조물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집속하여 광자 밀도가 

매우 높아질 때 발생하는 비선형 현상인 이광자 흡수를 통해 100 nm 미만의 정밀도로 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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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에도 사용되었다.

광학계 설계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있었다. 4-구면 반사경으로 구성된 광학계를 수

차 해석을 통해 최적화하여 설계하였고, 이후 Aplanatic 조건을 만족하며 비점수차가 감소된 

4 비구면 반사경 줌 광학계를 수차해석을 통해 최적화하여 설계하였다. 그 응용 분야로서 5배

의 축소 배율을 갖는 UV Submicron Lithography 용 4-반사 광학계에 대한 수차해석 및 광

학 설계도 이루어졌다.

공홍진 교수는 1984년 KAIST에 부임하여 분광학, 레이저, 비선형 광학, 광학계 설계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로 2015년까지 41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분광학은 레이저의 발달과 

더불어 큰 발전이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공홍진 교수 연구실도 이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색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Na 원자 천이선의 초미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고분해능 편광, 포화 

분광기를 사용한 연구, 그리고 펌핑 강도를 변화시켜 두광자 전이율의 변화와 Stark 이동을 측

정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Na 원자 D-선의 초미세 구조에서 도플러 효과 제거 공명 신호에 

대한 Velocity-Selective Optical Pumping(VSOP)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Yb 원자의 분석을 위해서 공명이온화 분광학(Resonance Ionization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여기 및 이온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선정하고 그 경로에서 레이저와 원

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최적의 광이온화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는 2차원 공간의 정보와 각 위치에 해당하는 파장 정보를 한꺼번에 획득 가능한 초분광 분해기

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예로 공간과 파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분해능 조절이 

가능한 초분광 분해기와 비점수차가 보정된 비구면 초분광 분해기, 링필드의 기하학적 분석에 

의한 오프너 초분광 분해기 등이 설계 및 제작되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레이저는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주된 연

구 분야이며 주로 Nd:YAG와 Nd:Glass 등의 고체 레이저 개발과 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신명’이라 불리는 4중 경로 전단 증폭기와 5단 주 증폭기로 구

성된 Nd:Glass 레이저를 이용하여 40 ps의 펄스폭과 80 J 에너지를 갖는 펄스를 얻었고 첨두 

출력은 2 TW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출력 레이저이었으며, 이는 당시 세계 제9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와 별개로 Nd:YAG 레이저에 대하여 능동형, 수동형 Mode-Locking

으로 안정성 및 재현성이 높은 Picosecond 레이저 펄스를 획득하였으며 이득 매질의 열적 특

성을 측정 분석하고 공진기 설계에 응용하여 출력 및 횡모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

다. 비선형 현상인 Stimulated Raman Scattering(SRS)과, Stimulated Brillouin Scatter-

ing-Phase Conjugate Mirror(SBS-PCM)를 이용하여 Nd:YAG의 1.06 ㎛ 파장을 눈에 안전

한 파장인 1.54 ㎛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Nd:YAG 외에도 능동형 Mode-Locking된 

CW Nd:YLF 레이저의 공진기에 대하여 길이를 Detuning하여 출력과 펄스폭의 변화를 측정

하기도 하였다. 고체 레이저 뿐 아니라 기체 레이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TEA CO2 레

이저로 광펌핑하고 버퍼가스로써 SF6가 사용된 NH3 레이저를 제작하였다. TEA CO2 레이저

는 CF3Br분자의 다광자 흡수와 비선형 굴절 현상을 규명하는데도 사용되었다.

광학계 설계 분야 또한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

는 주 분야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리소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한 극자외선 및 X-Ray 리소그래피를 위한 연

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예로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위해 5배의 축소 배율을 지닌 4-

반사경과 5-반사경으로 이루어진 광학계를 각각 최적화하였다. 이후 모든 3차 수차가 제거된 

동배율의 4-구면 반사경 광학계를 설계하여 회절 한계의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그리고 더 짧

은 파장 영역대인 Soft X-Ray 리소그래피를 위한 4-구면 반사경계도 설계 및 평가하였다.

1990년대 ‘신명’ 레이저를 통하여 2 TW의 고출력 레이저를 얻었지만 대형 이득 매질로 이

루어진 증폭 시스템의 냉각은 고반복률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에 소형 이득 매

질을 이용하여 빔들을 재결합하면 냉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반복률이 가능하고 이득매질

의 개수, 곧 출력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SBS-PCM을 빔 결합에 사용하면 증폭 중에 발생

하는 왜곡을 보상하여 고품질의 빔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SBS 반사파의 위상은 임의로 정해

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홍진 교수는 매우 간단한 광학계로 이루어진 

SBS 반사파의 자체 위상제어 기법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2광자 흡수를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메조 스케일의 3차원 구조물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집속하여 광자 밀도가 

매우 높아질 때 발생하는 비선형 현상인 이광자 흡수를 통해 100 nm 미만의 정밀도로 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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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과 4 ㎛의 높이의 높은 종횡비를 갖는 Voxel를 적층시킴으로써, 어떠한 3차원 형상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3번째로 만들어 냈다. 이후 기술을 더 발전시켜 근접장 현미

경(Near-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y)을 위한 탐침을 제작하였다.

2000년대 초에, 무인 로봇, 무인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한 라이다(LiDAR)도 연구되었다. 이는 고감도의 Geiger-Mode Avalanche Photodiode(G-

mAPD)를 이용하여 레이저 펄스의 Time of Flight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300 m 이상의 거리

에 있는 목표물도 3차원으로 영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150개의 펄스를 사용할 때 약 1 cm의 거리 정확도를 얻었다. 이후 두 개의 GmAPD

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오경보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별도의 노이즈 처리가 없이도 깨

끗한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에서 TW레이저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1989년 유치되

어 합류한 남창희 교수는 TW 레이저 개발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이후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10 Hz로 작동되는 20 펨토초 60 mJ(3 테라와트) 레이저, 1 kHz로 

작동되는 25 펨토초 5 mJ를 개발하였고 이를 더욱 압축하여 3.7 펨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기술

을 개발하였다. 이들 레이저로 기체 매질을 구동하여 고차조화파를 발생하고, 고차조화파 아토

초 펄스를 만들어 아토초 과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아토초 펄스 계측 기술을 개발하여 63 

아토초의 변환 한계에 접근하는 펄스 생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평면결상형 연엑스

선 분광기, 전자에너지 분광을 위한 시간비행분광기(Time of Flight Electron Spectrometer), 

Velocity Map Imaging Spectrometer 등의 진단 장비를 개발,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차조화파 아토초 펄스를 이용한 원자와 분자의 초고속 동력학 연구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는 등 아토과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하였다.

1989년에 KAIST 물리학과에 합류한 이해웅 교수는 압축광, 양자위상 공간분포함수 등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양자광학 이론연구의 기초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에는 국내 최초로 양자정보학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새로운 분야의 국내 연구를 높은 수준으

로 끌어 올리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권영세교수의 광전자연구실이 화합물반도체 GaAs 액상에피택시

(LPE)성장장치를 구축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십여년 늦었으나 1982년 GaAs LED 제작, 1983

년 국내 최초로 GaAs 반도체 단파장 레이저 다이오드 펄스발진에 성공하여, 그후 국내 반도체 

광소자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상영교수의 광파연구실은 유리 광도파로 수동소자, 리튬나

이오베이트 광도파로 광제어소자 제작연구와 함께, 집적광학 격자필터 설계이론 확립, 레이저

다이오드 직접변조 혼돈현상 최초예측, 이차원 광신경회로망을 최초 구현하였다. 한편 1989년 

과학기술대학교(KIT)에 부임한 지윤규 교수가 양기관 통합과 함께 학과의 광통신소자 및 시스

템 연구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는 1980년에 김필수 교수가 새로이 임용되어 광학연구를 수행하였

다. 안산캠퍼스에는 1982년에 이건상 교수에 이어 이수용 교수가 임용되었다. 김필수 교수는 

학교의 여러 보직을 맡으며, 한양대학교의 광학 분야를 물리학과의 주요 연구그룹으로 육성하

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 TW 신명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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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과 4 ㎛의 높이의 높은 종횡비를 갖는 Voxel를 적층시킴으로써, 어떠한 3차원 형상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3번째로 만들어 냈다. 이후 기술을 더 발전시켜 근접장 현미

경(Near-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y)을 위한 탐침을 제작하였다.

2000년대 초에, 무인 로봇, 무인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한 라이다(LiDAR)도 연구되었다. 이는 고감도의 Geiger-Mode Avalanche Photodiode(G-

mAPD)를 이용하여 레이저 펄스의 Time of Flight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300 m 이상의 거리

에 있는 목표물도 3차원으로 영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150개의 펄스를 사용할 때 약 1 cm의 거리 정확도를 얻었다. 이후 두 개의 GmAPD

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오경보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별도의 노이즈 처리가 없이도 깨

끗한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실에서 TW레이저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1989년 유치되

어 합류한 남창희 교수는 TW 레이저 개발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이후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10 Hz로 작동되는 20 펨토초 60 mJ(3 테라와트) 레이저, 1 kHz로 

작동되는 25 펨토초 5 mJ를 개발하였고 이를 더욱 압축하여 3.7 펨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기술

을 개발하였다. 이들 레이저로 기체 매질을 구동하여 고차조화파를 발생하고, 고차조화파 아토

초 펄스를 만들어 아토초 과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아토초 펄스 계측 기술을 개발하여 63 

아토초의 변환 한계에 접근하는 펄스 생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평면결상형 연엑스

선 분광기, 전자에너지 분광을 위한 시간비행분광기(Time of Flight Electron Spectrometer), 

Velocity Map Imaging Spectrometer 등의 진단 장비를 개발,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차조화파 아토초 펄스를 이용한 원자와 분자의 초고속 동력학 연구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는 등 아토과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하였다.

1989년에 KAIST 물리학과에 합류한 이해웅 교수는 압축광, 양자위상 공간분포함수 등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양자광학 이론연구의 기초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에는 국내 최초로 양자정보학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새로운 분야의 국내 연구를 높은 수준으

로 끌어 올리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권영세교수의 광전자연구실이 화합물반도체 GaAs 액상에피택시

(LPE)성장장치를 구축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십여년 늦었으나 1982년 GaAs LED 제작, 1983

년 국내 최초로 GaAs 반도체 단파장 레이저 다이오드 펄스발진에 성공하여, 그후 국내 반도체 

광소자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상영교수의 광파연구실은 유리 광도파로 수동소자, 리튬나

이오베이트 광도파로 광제어소자 제작연구와 함께, 집적광학 격자필터 설계이론 확립, 레이저

다이오드 직접변조 혼돈현상 최초예측, 이차원 광신경회로망을 최초 구현하였다. 한편 1989년 

과학기술대학교(KIT)에 부임한 지윤규 교수가 양기관 통합과 함께 학과의 광통신소자 및 시스

템 연구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는 1980년에 김필수 교수가 새로이 임용되어 광학연구를 수행하였

다. 안산캠퍼스에는 1982년에 이건상 교수에 이어 이수용 교수가 임용되었다. 김필수 교수는 

학교의 여러 보직을 맡으며, 한양대학교의 광학 분야를 물리학과의 주요 연구그룹으로 육성하

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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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한국광학 발전기의 국제 교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광학연구는 한국광학회가 탄생함으로써 전기적 변화를 맞이하였

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물리학회 내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가 구성된 후 국내의 광학관련 연

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광산업체의 증가와 광학 및 레이저에 대한 산업적 연구와 학술적 교류의 요구가 커지면

서 광학회 또는 응용물리학회의 창립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89년 10월 한국광학회

의 발족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 2월 과학기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얻음으로써 공식적

인 학회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광학연구는 각 대학별, 연구

소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학회를 통한 상호교류 역시 강화되어 갔다.

1980년대의 국제 교류는 주로 유능한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광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1년 한국물리학

회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주관하여 오던 이휘소 박사 기념강연회(B. W. Lee Memorial 

Lectures on Physics)의 제3회(1981년도) 주제를 레이저 물리학 분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10월 31일 ~ 11월 4일 5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미국의 저명한 레이

저 과학자인 스텐포드 대학의 A. E. Siegman 박사를 모시고 제3회 이휘소 기념 물리학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레이저 연구자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상당한 

강연효과를 거두었다. 강연의 전문은 “A. E. Siegman Lectures on Quantum Electronics”라

는 강의록 책자로 발간되었다. 이후 Siegman 박사(미국광학회장 역임)는 한국 광학계의 국제

적 교류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1983년 7월 1일 ~ 21일에는 Siegman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국과학원 레이저연구실의 

의지, 그리고 당시 레이저 응용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대우중공업 및 금성사,  레이

저 제품의 대리점인 우양교역, M-C International 등의 기업체와 한국과학재단, 산학협동재

단 등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국내 최초로 “극동 레이저 여름학교(Far Eastern Laser School-

Seoul ’83)”를 개최하게 되었다. 중국, 태국 등 9개 외국에서 20여 명, 국내 대학, 연구소, 산

업체 등의 학생과 연구원 40여 명이 정식으로 등록하였고, 과학원내의 전 레이저 및 관련 실

험실이 이용되었다.

Laser School은 당시 선진국에서만 주로 개최하였기 때문에 국내 개최는 우리나라 광과학 

기술분야의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당시 강사로서 참여하였던 Welford 

교수(Imperial대학, 영국)가 Coherent Optics, Walter 교수(Munchen대학, 서독)가 Applica-

tions of Lasers, Siegman 교수(Stanford대학, 미국)가 Laser Behavior, Shimoda 교수(게

이요대학, 일본)가 Laser Spectroscopy에 대해 각각 강연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Tutorial 

Program으로 11종의 레이저 관련 실험도 병행하였다.

FELS-Seoul ’83을 마치고
(뒷줄 왼쪽부터 김종진, Shimoida, 공홍진, 김 웅, 임동건, Walther, Welford, 이상수, Siegman,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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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한국광학 발전기의 국제 교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광학연구는 한국광학회가 탄생함으로써 전기적 변화를 맞이하였

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물리학회 내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가 구성된 후 국내의 광학관련 연

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광산업체의 증가와 광학 및 레이저에 대한 산업적 연구와 학술적 교류의 요구가 커지면

서 광학회 또는 응용물리학회의 창립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89년 10월 한국광학회

의 발족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 2월 과학기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얻음으로써 공식적

인 학회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광학연구는 각 대학별, 연구

소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학회를 통한 상호교류 역시 강화되어 갔다.

1980년대의 국제 교류는 주로 유능한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광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1년 한국물리학

회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주관하여 오던 이휘소 박사 기념강연회(B. W. Lee Memorial 

Lectures on Physics)의 제3회(1981년도) 주제를 레이저 물리학 분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10월 31일 ~ 11월 4일 5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미국의 저명한 레이

저 과학자인 스텐포드 대학의 A. E. Siegman 박사를 모시고 제3회 이휘소 기념 물리학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레이저 연구자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상당한 

강연효과를 거두었다. 강연의 전문은 “A. E. Siegman Lectures on Quantum Electronics”라

는 강의록 책자로 발간되었다. 이후 Siegman 박사(미국광학회장 역임)는 한국 광학계의 국제

적 교류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1983년 7월 1일 ~ 21일에는 Siegman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국과학원 레이저연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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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S-Seoul ’83을 마치고
(뒷줄 왼쪽부터 김종진, Shimoida, 공홍진, 김 웅, 임동건, Walther, Welford, 이상수, Siegman,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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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5 기 (한국광학회의 부흥기: 1991 ~ 현재)

3-5-1.  한국광학회의 탄생과 기반 조성

한국물리학회 내에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가 구성된 후 국내의 광학관련 연구가 활발

해짐에 따라 자연히 학회 발표논문수도 급증하게 되고, 광기술 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과의 

학·연·산 협동의 필요에 따라 1984년 여름 처음으로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다. 학·연·산 협동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움으로써 우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주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발표 후 그룹별로 토론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되

었으며, 이후 산업체의 호응도가 큰 심포지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5년 9월 21일 제2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광기술, 레이저 이용 등에서 공학적 이용이 급속화되는 시기에 한국과학기술원

을 비롯한 각 대학의 광전자공학분야의 광공학자들 사이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시대적 배경

에 따라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가 이

루어졌다. 이후 관련자들의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1986년 2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

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주관,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자전자 연구회와 대한전

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의 후원으로 제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은 한국광학회가 탄생하기 전까지 여름에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가 계속 주최하게 되었으며,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는 3개 학회

가 윤번으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에 후원사로 관련 회사들

이 참여하게 프로그램 및 논문집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부터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에서 ‘광학소식’이라는 소식지를 1년에 2회 발간하

여 회원 및 관련자에게 분과 소식과 광학관련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광학

회 창립이후 1990년 제6권 1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이후 ‘광학과 기술’이라는 홍보잡지

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말 광산업체의 증가와 광학 및 레이저에 대한 산업적 연구와 학술적 교류의 요

구가 커지면서 광학회 또는 응용물리학회의 창립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와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 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의 광

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와 화학에서 광화학 관련자, 기계공학분야 등 광 관련 전 분야의 중진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국 미국의 물리학협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衆論)에 따라서 한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Korea, OSK)의 발

족이 추진되었다.

1989년 9월에 접어들면서 한국광학회 설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상

수 박사가 위원장, 경희대학교의 이주희 교수, 연세대학교의 김 웅 교수, 전자통신연구소의 

강민호 박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 시키고, 육군사관학교의 홍경희 교

수, 서울대학교의 이재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상영, 공홍진 교수로 학회정관 기초위원

회를 구성하여 정관초안을 작성토록 하였다. 또한 창립 취지문은 연세대학교의 김 웅 교수가 

기초하여 1989년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원 동부 연구동(홍릉)의 101강의실에서 한국광학

회 발기인대회를 갖게 되었다. 발기인대회는 경희대 이주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준

비한 정관 초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키고 바로 한국광학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창립취지문

韓國光學會 創立에 즈음하여

1960年代레이저의 등장과 함께 급속한 發展을 거듭하여 온 光學과 그 應用技術은 이제 

基礎硏究分野에서는 물론 광범위한 産業技術영역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主要 科學技術로 定

着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2000年代에는 尖端技術産業을 先導하는 核心的役割을 擔

當하게 될것이라는 것이 斯界專門家들의 共通的인 見解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政府에서는 光, 레이저 産業을 尖端技術産業의 하나로 指定하여 이를 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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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하기 위한 中, 長期 支援 체제를 樹立하여 그 推進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時代的인 

狀況에서 光學關聯 硏究開發과 光關聯産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의 使命과 責任 또한 중

차대함을 痛感하게 됩니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光學關聯學會들이 設立되어 獨自的인 學術活動을 推進하

고 光産業界와의 有機的인 協調를 공고히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光關聯學會들이 

中心이 되어 대규모의 國際學術會議들이 定期的으로 開催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年代에 들어와서 레이저 및 光技術開發을 위한 硏究가 시작되어 여러 

分野에서 괄목할 만한 硏究實績이 蓄積되고 있으며 이 分野에 종사하는 硏究人力만도 1000

名에 肉迫하고 있고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伸張하여 온 光關聯企業의 數는 무려 六

百여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旣存學會안에 分科委員會 또는 硏究會등을 구성하

여 光學 및 光應用硏究에 대한 學術活動이 나름대로 있어왔지만 光關聯 여러 專門分野 사이

의 원활하고 有機的인 交流와 協力의 터를 마련하기에는 未洽한 점들이 많이 있었음을 否

認할 수 없읍니다.

위에 列擧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光學, 光應用技術, 光産業에 從事하

는 專門人들이 모여 獨自的인 光關聯學會를 發足하여야 할 時期를 맞이 하였다고 봅니다. 이

런 趣旨에서 그간 몇 차례의 豫備的인 모임을 거쳐 10月에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정식으로 한

국광학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學問과 技術分野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學會를 만들고 이를 원활하게 運

營하는데는 어려운 問題들이 隨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의 科學技術이 專門化되고 細分化되어 있지만 隣接分野와의 密接하고도 원활한 學術的인 交

流가 있어야만 소기의 큰 成果를 걷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發足하는 韓國光學會가 隣

接學問과의 壁을 克服하는 模範的인 學會로 發展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1989.10

韓國光學會創立準備委員會

김 웅(연세대학교)

창립총회는 당시 순천향대학교의 김기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임시의장으

로 경북대학교의 라병욱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주희 교수가 그 동안 한국광학회 설립에 대한 

배경설명과 경과보고를 하였고, 홍경희 교수가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정관에 대하여 설명

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정관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

희대 이주희 교수 외 16인이 추천한 이상수 박사를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19명의 초대 이사진을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상

삼 박사가 설명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후 이를 승인하고 총회를 무사히 마침으로서 한

국광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창립총회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창립총회

강광남(과기연), 강민호(전통연), 강형부(한양대), 공홍진(과기원), 곽철영(건국대), 권진혁

(영남대), 김경진(금성전선), 김대중(삼중과학), 김선호(과기연), 김영덕(서강대), 김요희(전기연), 

김용완(표준연), 김재기(국방연), 김진승(전북대), 김철중(에너지연), 김칠민(배재대), 김태수 

(울산대), 김홍석(국방연), 김화택(전남대), 남창희(과기원), 노태원(서울대), 라병욱(경북대), 

박동수(경북대), 박승옥(표준연), 박춘봉(한국광학기술개발), 박태복(대한광학), 변금오(삼성항공), 

서욱창(아남정밀), 신상영(과기원), 신준철(호서대), 안성청(세종대), 안수용(삼성항공연), 양준묵

(충남대), 연규철 (아남정밀), 오성담(숙명여대), 오철한(경북대), 원종욱(표준연), 유선윤(삼성

코닝), 윤수인(부산대), 이건준(고려대), 이귀호(코리아제록스), 이기백(부산대), 이상수(과기원), 

이용탁(전통연), 이용희(과기원), 이원승(한국광학기술개발), 이인원(표준연), 이일항(전통연), 

이재형(서울대), 이종일(현대산전연), 이주희(경희대), 이충희(표준연), 장준성(서울대), 정동택 

(동원광학), 정명세(표준연), 정인재(과기원), 정창섭(전남대), 정현선(현대전자), 조둥춘(코리아

제록스), 조재철(과기연), 조창호 (배재대), 한성홍(울산대), 한유희(해사연), 홍경희(육사), 홍준용

(삼양광학), 황경현(기계연), 황선효(기계연) (가나다순, 일부 명단에서 누락자가 있음)

부회장 :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이   사 :   강광남(과기연), 강민호(전통연), 공홍진(과기원),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과기연), 라병욱 

(경북대), 박대윤(인하대), 박동수(경북대), 박한규(연세대), 심상철(과기원), 이재형(서울대), 

이종민(원자연), 이충희(표준연), 임동건(고려대), 윤수인(부산대), 장준성(서울대), 정명세 

(표준연), 정창섭(전남대), 최상삼(과기연), 홍경희(육사)

감   사 : 장보현(중앙대), 이광호(광기기협)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평의원회(발기인대회 참석자 48명이 평의원이 되었

음)에서 초대 이사 및 임원 승인이 있었다. 초대 이사 및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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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하기 위한 中, 長期 支援 체제를 樹立하여 그 推進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時代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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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光産業界와의 有機的인 協調를 공고히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光關聯學會들이 

中心이 되어 대규모의 國際學術會議들이 定期的으로 開催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年代에 들어와서 레이저 및 光技術開發을 위한 硏究가 시작되어 여러 

分野에서 괄목할 만한 硏究實績이 蓄積되고 있으며 이 分野에 종사하는 硏究人力만도 1000

名에 肉迫하고 있고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伸張하여 온 光關聯企業의 數는 무려 六

百여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旣存學會안에 分科委員會 또는 硏究會등을 구성하

여 光學 및 光應用硏究에 대한 學術活動이 나름대로 있어왔지만 光關聯 여러 專門分野 사이

의 원활하고 有機的인 交流와 協力의 터를 마련하기에는 未洽한 점들이 많이 있었음을 否

認할 수 없읍니다.

위에 列擧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光學, 光應用技術, 光産業에 從事하

는 專門人들이 모여 獨自的인 光關聯學會를 發足하여야 할 時期를 맞이 하였다고 봅니다. 이

런 趣旨에서 그간 몇 차례의 豫備的인 모임을 거쳐 10月에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정식으로 한

국광학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學問과 技術分野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學會를 만들고 이를 원활하게 運

營하는데는 어려운 問題들이 隨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의 科學技術이 專門化되고 細分化되어 있지만 隣接分野와의 密接하고도 원활한 學術的인 交

流가 있어야만 소기의 큰 成果를 걷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發足하는 韓國光學會가 隣

接學問과의 壁을 克服하는 模範的인 學會로 發展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1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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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연세대학교)

창립총회는 당시 순천향대학교의 김기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임시의장으

로 경북대학교의 라병욱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주희 교수가 그 동안 한국광학회 설립에 대한 

배경설명과 경과보고를 하였고, 홍경희 교수가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정관에 대하여 설명

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정관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

희대 이주희 교수 외 16인이 추천한 이상수 박사를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19명의 초대 이사진을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상

삼 박사가 설명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후 이를 승인하고 총회를 무사히 마침으로서 한

국광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창립총회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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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광학), 황경현(기계연), 황선효(기계연) (가나다순, 일부 명단에서 누락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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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장보현(중앙대), 이광호(광기기협)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평의원회(발기인대회 참석자 48명이 평의원이 되었

음)에서 초대 이사 및 임원 승인이 있었다. 초대 이사 및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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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겨울에 3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던 파동 및 레이저학술발표회를 한국광학

회의 정기총회와 겸하도록 하여 1990년 2월에 제1차 정기총회를 서울대학교에서 갖게 되었다.

이후 사단법인 한국광학회는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허가번

호: 제86호)를 얻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인 학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한국 광학회의 발족 경위

우리나라에서도 광학 및 레이저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학술활동을 하고 미래산업으로서 광기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20일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학회의 발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된 주변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우리나라의 광학 및 레이저 분야에 종사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이 1,000

여 명 수준에 달하고 있고, 또한 전공분야는 여러개로 세분되어 각각 다른 학회에서 활동을 하

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술토론을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둘째, 국제

적인 학술교류를 위하여는 외국의 학술단체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새로운 학회의 설립이 필

요하였으며, 셋째, 최근에 국내의 광기술 관련 기업체가 100여 개에 달하여 산학협동의 분위

기가 성숙되었고 또한 정부도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개발 및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

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기들은 21세기 산업으로서 광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산학

연의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 되어 결국 새로운 학회의 발족을 유발하게 되었다.

새로운 학회가 발족하기까지 다음의 두 단계의 과정을 밟았다. 첫 단계는 학회발족을 잉

태하기 위한 요람기로서의 활동이며, 둘째 단계는 학회 발족을 결실하기 위한 발족의 준비활

동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두 단계에 대하여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위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학회 발족 요람기

우리나라에서 광학 및 레이저 분야의 학술발전상은 이 분야의 학문 자체가 발전된 역사

와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초기에는 몇 분의 교수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레이저의 출연이

후 연구활동은 급속한 발전을 보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소(1964년 ~ 1966년)로 알

려져 있다. 이 때의 연구규모는 한정된 수 명의 연구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변에서의 

관심도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초반에 이르러 한국과학원과 몇 대학 및 연구소에

서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연구집단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계가 레이저 및 

광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거의 같은 시기가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기 시작한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 분위기는 광학 및 레이저 분

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분야의 연구인력은 매년 급격히 증가되었고, 또한 이와 같은 분야

의 관련되는 전문업체가 창립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레이저가 종래의 과학기술과 접목되

면서 이의 응용은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 확산되어 새로운 학술활동을 일으키는 바의 세계

적인 추세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연구그룹들은 독자적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함에 따라 이들의 그룹은 점차적

으로 커져서 관련 학회 내에서의 학술활동을 하는 그룹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1981년 10

월에는 한국물리학회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위원회, 1983년 8월에는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

자전자연구회, 1983년 11월에는 대한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해가 거듭할수록 발표논문의 편수가 증가되고, 논문의 질적 수준도 향상

되었다. 각 학회 내에서의 활동은 봄, 가을의 정기 학술발표회와 별도의 연구발표회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년 3회 이상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85년 초에는 전기의 세 학회가 중심이 된 합동학술발표회를 년 1회 개최하여 학회간의 

학술교류와 같은 학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에 한국과학원에서 물리학회

에서 이상수, 김 웅, 장준성, 전기학회에서 이주희, 전자공학회에서 나정웅 등이 회합하여 합

동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참여하는 학회는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의 공파 및 양자전자연

구회 및 전파연구회로 하고, 합동학술 발표회의 명칭은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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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겨울에 3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던 파동 및 레이저학술발표회를 한국광학

회의 정기총회와 겸하도록 하여 1990년 2월에 제1차 정기총회를 서울대학교에서 갖게 되었다.

이후 사단법인 한국광학회는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허가번

호: 제86호)를 얻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인 학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수(한국광학기술원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한국 광학회의 발족 경위

우리나라에서도 광학 및 레이저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학술활동을 하고 미래산업으로서 광기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20일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학회의 발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된 주변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우리나라의 광학 및 레이저 분야에 종사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이 1,000

여 명 수준에 달하고 있고, 또한 전공분야는 여러개로 세분되어 각각 다른 학회에서 활동을 하

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술토론을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둘째, 국제

적인 학술교류를 위하여는 외국의 학술단체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새로운 학회의 설립이 필

요하였으며, 셋째, 최근에 국내의 광기술 관련 기업체가 100여 개에 달하여 산학협동의 분위

기가 성숙되었고 또한 정부도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개발 및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

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기들은 21세기 산업으로서 광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산학

연의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 되어 결국 새로운 학회의 발족을 유발하게 되었다.

새로운 학회가 발족하기까지 다음의 두 단계의 과정을 밟았다. 첫 단계는 학회발족을 잉

태하기 위한 요람기로서의 활동이며, 둘째 단계는 학회 발족을 결실하기 위한 발족의 준비활

동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두 단계에 대하여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위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학회 발족 요람기

우리나라에서 광학 및 레이저 분야의 학술발전상은 이 분야의 학문 자체가 발전된 역사

와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초기에는 몇 분의 교수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레이저의 출연이

후 연구활동은 급속한 발전을 보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소(1964년 ~ 1966년)로 알

려져 있다. 이 때의 연구규모는 한정된 수 명의 연구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변에서의 

관심도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초반에 이르러 한국과학원과 몇 대학 및 연구소에

서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연구집단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계가 레이저 및 

광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거의 같은 시기가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기 시작한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 분위기는 광학 및 레이저 분

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분야의 연구인력은 매년 급격히 증가되었고, 또한 이와 같은 분야

의 관련되는 전문업체가 창립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레이저가 종래의 과학기술과 접목되

면서 이의 응용은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 확산되어 새로운 학술활동을 일으키는 바의 세계

적인 추세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연구그룹들은 독자적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함에 따라 이들의 그룹은 점차적

으로 커져서 관련 학회 내에서의 학술활동을 하는 그룹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1981년 10

월에는 한국물리학회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위원회, 1983년 8월에는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

자전자연구회, 1983년 11월에는 대한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해가 거듭할수록 발표논문의 편수가 증가되고, 논문의 질적 수준도 향상

되었다. 각 학회 내에서의 활동은 봄, 가을의 정기 학술발표회와 별도의 연구발표회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년 3회 이상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85년 초에는 전기의 세 학회가 중심이 된 합동학술발표회를 년 1회 개최하여 학회간의 

학술교류와 같은 학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에 한국과학원에서 물리학회

에서 이상수, 김 웅, 장준성, 전기학회에서 이주희, 전자공학회에서 나정웅 등이 회합하여 합

동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참여하는 학회는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의 공파 및 양자전자연

구회 및 전파연구회로 하고, 합동학술 발표회의 명칭은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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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최시기는 년 중 학술활동을 시작하는 2월 중으로 하고 주관은 세 학회가 순번으로 

맡기로 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1986년 2월 14일에 한국과학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

는 1987년 2월 17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는 1988년 2월 10일 연세

대학교에서 각각 개최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제4회 학술발표회가 1989년 2월 11일에 한국전자통신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는 바, 이 학

술발표회가 끝난 후의 간담회에서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첫째는 International Commision for Optics(ICO)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파동 및 레

이저 학술발표회를 주관하는 멤버들이 모체가 되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위원회 위원

장에 이상수를 선출하였으며, 둘째는 광학 및 레이저 분야의 국내연구인력이 상당수에 달하

였으므로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의 설립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이후 레이저 및 광학분야에 관련된 모임을 개최할 때마다 학회설립의 논의가 계속되

었고 1989년 중에 학회를 설립하자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1989년 8월 18일 한국해양대학에서 개최된 제6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숍(한국물리

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 주관)의 참가자 토론에서 역시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 분

야를 포괄하는 학회를 연내에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학회의 발족준비와 창립

발족요람기를 거쳐 1989년 9월 한국과학원에서 새로운 학회를 발족하기 위한 모임을 가

졌다. 학회를 창립할 준비위원회에는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에서 

참여하고, 학회가 커버하는 학문분야는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분야를 포함하기로 하였

다.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수를 초대하고 위원은 김 웅, 이주희, 장준성, 강민호 등으

로 정하였다. 또한 창립준비위원회에 학회정관 기초위원을 두기로 하고 이에 홍경희, 이재형, 

신상영, 공흥진을 선임하였다. 학회의 명칭은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분야 즉 이공계를 포

괄하는 뜻을 가져야 하므로 여러 명칭을 토론하였으나, 결국 광에 대한 모든 과학기술의 분야

를 다루고 또한 광 또는 레이저 등의 용어를 사용한 학회명칭의 예가 많은 것을 참조하여 한

국광학회로 가칭하기로 하였다. 학회정관은 관련된 몇 개의 학회정관을 참조로 성안하였다.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최종회의를 1989년 10월 10일에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여 가칭 한국광학회 정관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학회창립 발기인 대표에는 이상수, 김 

웅, 이주희, 강민호가 맡고 창립취지문은 김 웅이 기초하기로 하였다. 창립 발기인 총회와 학

회창립 총회를 1989년 10월 20일 16시와 17시에 각각 한국과학원 101호 강의실과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회는 예정대로 준비되어 발기인 등록을 16시부터 시작한 바 정인재 외 93명이 등록하

였으며 16시 20분부터 발기인 총회가 이주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상

안된 정관은 이사 수의 증원 및 분회와 분과설치 등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

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학회창립 총회는 17시 3분부터 131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기수가 

맡았고 임시의장은 최연장자인 라병욱을 선출하였다. 정관심의는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수

정된 조항 이외에 총회의결 정족수를 재적 회원수의 1/5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전

문 통과시켰다. 임시의장은 창립 발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정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평의원

이 되었음을 공고하고, 회장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회장후보는 이상수가 단일 후보로 추

천되었으며 이상수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주희(경희대학교)

「발췌: 한국광학회지, Vol. 1, No.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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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최시기는 년 중 학술활동을 시작하는 2월 중으로 하고 주관은 세 학회가 순번으로 

맡기로 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1986년 2월 14일에 한국과학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

는 1987년 2월 17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는 1988년 2월 10일 연세

대학교에서 각각 개최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제4회 학술발표회가 1989년 2월 11일에 한국전자통신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는 바, 이 학

술발표회가 끝난 후의 간담회에서 한국광학회가 발족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첫째는 International Commision for Optics(ICO)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파동 및 레

이저 학술발표회를 주관하는 멤버들이 모체가 되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위원회 위원

장에 이상수를 선출하였으며, 둘째는 광학 및 레이저 분야의 국내연구인력이 상당수에 달하

였으므로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의 설립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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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989년 중에 학회를 설립하자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1989년 8월 18일 한국해양대학에서 개최된 제6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숍(한국물리

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 주관)의 참가자 토론에서 역시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 분

야를 포괄하는 학회를 연내에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학회의 발족준비와 창립

발족요람기를 거쳐 1989년 9월 한국과학원에서 새로운 학회를 발족하기 위한 모임을 가

졌다. 학회를 창립할 준비위원회에는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에서 

참여하고, 학회가 커버하는 학문분야는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분야를 포함하기로 하였

다.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수를 초대하고 위원은 김 웅, 이주희, 장준성, 강민호 등으

로 정하였다. 또한 창립준비위원회에 학회정관 기초위원을 두기로 하고 이에 홍경희, 이재형, 

신상영, 공흥진을 선임하였다. 학회의 명칭은 광학 및 레이저의 모든 관련분야 즉 이공계를 포

괄하는 뜻을 가져야 하므로 여러 명칭을 토론하였으나, 결국 광에 대한 모든 과학기술의 분야

를 다루고 또한 광 또는 레이저 등의 용어를 사용한 학회명칭의 예가 많은 것을 참조하여 한

국광학회로 가칭하기로 하였다. 학회정관은 관련된 몇 개의 학회정관을 참조로 성안하였다.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최종회의를 1989년 10월 10일에 한국과학원에서 

개최하여 가칭 한국광학회 정관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학회창립 발기인 대표에는 이상수, 김 

웅, 이주희, 강민호가 맡고 창립취지문은 김 웅이 기초하기로 하였다. 창립 발기인 총회와 학

회창립 총회를 1989년 10월 20일 16시와 17시에 각각 한국과학원 101호 강의실과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회는 예정대로 준비되어 발기인 등록을 16시부터 시작한 바 정인재 외 93명이 등록하

였으며 16시 20분부터 발기인 총회가 이주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상

안된 정관은 이사 수의 증원 및 분회와 분과설치 등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

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학회창립 총회는 17시 3분부터 131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기수가 

맡았고 임시의장은 최연장자인 라병욱을 선출하였다. 정관심의는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수

정된 조항 이외에 총회의결 정족수를 재적 회원수의 1/5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전

문 통과시켰다. 임시의장은 창립 발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정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평의원

이 되었음을 공고하고, 회장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회장후보는 이상수가 단일 후보로 추

천되었으며 이상수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주희(경희대학교)

「발췌: 한국광학회지, Vol. 1, No.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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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한국광학회 총회와 운영기반의 조성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000년에 접어들면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회’를 통

합된 명칭인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학술발표회’으로 개선하여 한국 광학회의 체계를 정립하

였다. 이후 정기총회는 동계학술발표회와 같은 날에 개최하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9대(신상영 회원) 10대(이재형 회원), 11대(홍경희 회원), 12대(김재창 회원), 13대(정창섭 

회원), 14대(이인원 회원), 15대(김창민 회원), 16대(이민희 회원), 17대(이범구 회원), 18대(김

병윤 회원), 19대(김상열 회원), 20대(윤태훈 회원), 21대(황보창권 회원), 22대(우정원 회원), 

23대(정윤철 회원), 24대(이상배 회원), 25대(한재원 회원), 26대(정영주 회원), 27대(이병호 

회원), 28대(박승한 회원)이 회장을 맡아 한국광학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1990년 2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약 3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초대 회장인 이

상수박사의 개회선언으로 제1회 창립정기총회를 개최하고, FY90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1989년부터 준비하였던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다. 그 후 3대

(김 웅 회원), 4대(이주희 회원), 5대(장준성 회원), 6대(박대윤 회원), 7대(최상삼 회원), 

8대(이종민 회원) 회장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동안 10회에 걸친 정기총회와 3차에 걸친 임

시총회가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초기의 학회인 만큼 총회나 학술대회의 장소는 가능

한 한 광학과 관련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원 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였고, 학회의 홍보도 증대시켰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총회를 전후하여서는 정기 이사회,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분

과총회도 개최하여 분과별 학술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1996년부터는 회장임기

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고, 정기총회에서 1년 전에 차기회장을 직접선거에 의

하여 선출하여 현 회장과 함께 보다 효율적 학회운영을 경주토록 하였다. 차기회장의 선출은 

정관 제3장과 세칙 제2장에 의거하고 별도로 마련된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관하도록 하였다.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회장과 함께 학

회업무에 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세칙 제3장과 한국광학회 분과규정(92.2.14 승인)에 의하여 광학회 내의 전문 분야별 학

술활동을 위한 분과회의가 1992년도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설립되었다.

• 1992년 11월 13일에는 광자기술 분과(Photonics Div., 초대위원장 백운출 회원)

• 1993년 1월 15일에는 광기술 분과(Optical Technology Div., 초대위원장 홍경희 회원)

• 1993년 2월 12일(제4회 정기총회) 광과학 분과(Optical Science Div., 초대위원장 이

종민 회원)

• 1993년 2월 12일 양자전자 분과(Quantum Electronics Div., 초대위원장 이재형 회원)

• 1993년 2월 12일 광정보처리 분과(Optical Information Processing Div., 초대위원장 

신상영 회원)가 발족하고, 분과별 운영위원회를 두고, 학술 대회를 계획, 개최하며 활

동하게 되었다.

1996년 3월 30일에는 대구·경부지회가 최초로 발족하여 경북대, 포항공대, 영남대, 울산

대, 계명대 등 지역의 대학 내의 광학 및 광공학 분야의 회원과 광산업 관련 업체들의 참여로

서 지역학술 활동을 꾀하고 있으며, 초대 지회장으로는 오철환(경북대) 회원이 추대되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분과회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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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한국광학회 총회와 운영기반의 조성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000년에 접어들면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회’를 통

합된 명칭인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학술발표회’으로 개선하여 한국 광학회의 체계를 정립하

였다. 이후 정기총회는 동계학술발표회와 같은 날에 개최하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9대(신상영 회원) 10대(이재형 회원), 11대(홍경희 회원), 12대(김재창 회원), 13대(정창섭 

회원), 14대(이인원 회원), 15대(김창민 회원), 16대(이민희 회원), 17대(이범구 회원), 18대(김

병윤 회원), 19대(김상열 회원), 20대(윤태훈 회원), 21대(황보창권 회원), 22대(우정원 회원), 

23대(정윤철 회원), 24대(이상배 회원), 25대(한재원 회원), 26대(정영주 회원), 27대(이병호 

회원), 28대(박승한 회원)이 회장을 맡아 한국광학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1990년 2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약 3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초대 회장인 이

상수박사의 개회선언으로 제1회 창립정기총회를 개최하고, FY90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1989년부터 준비하였던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다. 그 후 3대

(김 웅 회원), 4대(이주희 회원), 5대(장준성 회원), 6대(박대윤 회원), 7대(최상삼 회원), 

8대(이종민 회원) 회장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동안 10회에 걸친 정기총회와 3차에 걸친 임

시총회가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초기의 학회인 만큼 총회나 학술대회의 장소는 가능

한 한 광학과 관련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원 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였고, 학회의 홍보도 증대시켰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총회를 전후하여서는 정기 이사회,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분

과총회도 개최하여 분과별 학술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1996년부터는 회장임기

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고, 정기총회에서 1년 전에 차기회장을 직접선거에 의

하여 선출하여 현 회장과 함께 보다 효율적 학회운영을 경주토록 하였다. 차기회장의 선출은 

정관 제3장과 세칙 제2장에 의거하고 별도로 마련된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관하도록 하였다.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회장과 함께 학

회업무에 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세칙 제3장과 한국광학회 분과규정(92.2.14 승인)에 의하여 광학회 내의 전문 분야별 학

술활동을 위한 분과회의가 1992년도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설립되었다.

• 1992년 11월 13일에는 광자기술 분과(Photonics Div., 초대위원장 백운출 회원)

• 1993년 1월 15일에는 광기술 분과(Optical Technology Div., 초대위원장 홍경희 회원)

• 1993년 2월 12일(제4회 정기총회) 광과학 분과(Optical Science Div., 초대위원장 이

종민 회원)

• 1993년 2월 12일 양자전자 분과(Quantum Electronics Div., 초대위원장 이재형 회원)

• 1993년 2월 12일 광정보처리 분과(Optical Information Processing Div., 초대위원장 

신상영 회원)가 발족하고, 분과별 운영위원회를 두고, 학술 대회를 계획, 개최하며 활

동하게 되었다.

1996년 3월 30일에는 대구·경부지회가 최초로 발족하여 경북대, 포항공대, 영남대, 울산

대, 계명대 등 지역의 대학 내의 광학 및 광공학 분야의 회원과 광산업 관련 업체들의 참여로

서 지역학술 활동을 꾀하고 있으며, 초대 지회장으로는 오철환(경북대) 회원이 추대되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분과회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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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7년부터 세계적으로 점차 시각 및 의광학과 관련된 레이저 기술, DNA Sequenc-

ing 기술, 생체조직의 광학적 특성 등에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광학회에서도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시각 및 의광학 분과’가 신설되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된 

분과로서 활발한 활동을 개제하였다. 더불어 IT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인간과 기기간의 시각적

인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광학회는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디스플레

이 분야의 학술 행사를 주최 또는 공동주최를 함으로써 꾸준히 활동하였다. 전폭적으로 증가

된 연구수요로 인해 2005년에는 ‘디스플레이 분과’를 새롭게 개최하여 광학의 영역과 응용을 

한층 확대시켰다. 2010년에는 원자 및 분자 물리학 분야와 함께 성장한 양자광학 분야와 양자

정보분야의 학술교류를 위한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설립되었고, 2014년에는 ‘리소그

래피 분과’도 설립되었다.

◦ 위원회 설립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

선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회장선출규정, 후보선정방식 등 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민 회원이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

는 ‘성도광과학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성도광과학상 포상위원회’와 2010년 故 백운출 회원

이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는 ‘해림광자공학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해림광자공학상 포

상위원회’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회창립과 동시에 주된 학회 사업의 하나인 학회지 편집발간을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

성되었다. 뒤이어 포상위원회(91.7.16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며, 포상규정(96.12.20)을 정비하

고, 학술상, 논문상, 공로상과 감사패, 강연기념패 등의 포상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홍보지의 

비중을 고려하여서 “광학과 기술”의 발간을 위한 홍보지편집위원회를 1997년 3월에 구성하

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학용어 심의위원회는 학회 창립 후부터 필요성을 논의하

여 왔던 광학용어집의 발간을 위하여 용어선정과 심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재정 기반의 조성

광학회의 탄생은 회원들의 오랜 동안의 숙원이었기에 창립과 동시에 필요로 한 재정 문

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학회운영을 이끌어 갔다. 당시에는 회비수입과 광고수입이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법인체로 등록되고 학회운영이 정상 가동됨으로서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한국과학재단등으로 부터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를 위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회원수가 증가되고 학회지 발간횟수가 늘어나고, 전용사무실 공간과 전임사무원 

등이 필요 불가급하게 되어 새로운 재정확보가 시급하게 되었다.

학회 전용 사무실은 회원들의 주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응용광학연구실, 마포 한신 

오피스텔 1804호, 마포 구성빌딩 지하사무실 등으로 약 5년 동안을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드디어 1995년 7월경 입주 가능한 신축중인 한국과학기술회관(한국과학기술 총

연합회 신관)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학회 재정형편으로는 임대료 7천2백

만 원과 이사비용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회원자체의 사무실 마련 모금으로 충당해 보고자 회장단과 임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였으며, 그 후 회원들의 참여 모금액은 총 임대료의 45%에 이르렀다. 단기

간 내에 많은 회원들의 모금참여는 학회로서는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족분은 

1994년 8월 대전에서 열린 21차 ICHSPP(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

raphy and Photonics)에서의 간접비와 기여금으로 45% 이상 충당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으

로 기억되어 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1995년 7월 20일 그 당시 과학기술회관 811호에 사단법

인 한국광학회의 새 간판을 달게 되었다. 당시 복사기, FAX, 컴퓨터, 전화기, 응접 소파 등등 

크고 작은 사무집기 등은 특별회원 또는 개인회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학회 사무실에 면모

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에 이르러 학회지 증간, 홍보지의 창간, 영문학회지의 창간 등의 계획과 편집 업무

의 학회 사무실로의 일원화, 사무인력 증원 등에 따라 연간 예산이 5-6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상임 이사회는 연간 예산의 증가에 대처하고, 보다 조직적인 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중심으로 하여 불충분했던 학회행정을 1995년 초부터 근 6개월 이상에 걸쳐 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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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7년부터 세계적으로 점차 시각 및 의광학과 관련된 레이저 기술, DNA Sequenc-

ing 기술, 생체조직의 광학적 특성 등에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광학회에서도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시각 및 의광학 분과’가 신설되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된 

분과로서 활발한 활동을 개제하였다. 더불어 IT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인간과 기기간의 시각적

인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광학회는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디스플레

이 분야의 학술 행사를 주최 또는 공동주최를 함으로써 꾸준히 활동하였다. 전폭적으로 증가

된 연구수요로 인해 2005년에는 ‘디스플레이 분과’를 새롭게 개최하여 광학의 영역과 응용을 

한층 확대시켰다. 2010년에는 원자 및 분자 물리학 분야와 함께 성장한 양자광학 분야와 양자

정보분야의 학술교류를 위한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설립되었고, 2014년에는 ‘리소그

래피 분과’도 설립되었다.

◦ 위원회 설립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

선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회장선출규정, 후보선정방식 등 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민 회원이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

는 ‘성도광과학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성도광과학상 포상위원회’와 2010년 故 백운출 회원

이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는 ‘해림광자공학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해림광자공학상 포

상위원회’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회창립과 동시에 주된 학회 사업의 하나인 학회지 편집발간을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

성되었다. 뒤이어 포상위원회(91.7.16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며, 포상규정(96.12.20)을 정비하

고, 학술상, 논문상, 공로상과 감사패, 강연기념패 등의 포상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홍보지의 

비중을 고려하여서 “광학과 기술”의 발간을 위한 홍보지편집위원회를 1997년 3월에 구성하

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학용어 심의위원회는 학회 창립 후부터 필요성을 논의하

여 왔던 광학용어집의 발간을 위하여 용어선정과 심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 재정 기반의 조성

광학회의 탄생은 회원들의 오랜 동안의 숙원이었기에 창립과 동시에 필요로 한 재정 문

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학회운영을 이끌어 갔다. 당시에는 회비수입과 광고수입이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법인체로 등록되고 학회운영이 정상 가동됨으로서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한국과학재단등으로 부터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를 위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회원수가 증가되고 학회지 발간횟수가 늘어나고, 전용사무실 공간과 전임사무원 

등이 필요 불가급하게 되어 새로운 재정확보가 시급하게 되었다.

학회 전용 사무실은 회원들의 주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응용광학연구실, 마포 한신 

오피스텔 1804호, 마포 구성빌딩 지하사무실 등으로 약 5년 동안을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드디어 1995년 7월경 입주 가능한 신축중인 한국과학기술회관(한국과학기술 총

연합회 신관)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학회 재정형편으로는 임대료 7천2백

만 원과 이사비용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회원자체의 사무실 마련 모금으로 충당해 보고자 회장단과 임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였으며, 그 후 회원들의 참여 모금액은 총 임대료의 45%에 이르렀다. 단기

간 내에 많은 회원들의 모금참여는 학회로서는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족분은 

1994년 8월 대전에서 열린 21차 ICHSPP(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

raphy and Photonics)에서의 간접비와 기여금으로 45% 이상 충당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으

로 기억되어 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1995년 7월 20일 그 당시 과학기술회관 811호에 사단법

인 한국광학회의 새 간판을 달게 되었다. 당시 복사기, FAX, 컴퓨터, 전화기, 응접 소파 등등 

크고 작은 사무집기 등은 특별회원 또는 개인회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학회 사무실에 면모

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에 이르러 학회지 증간, 홍보지의 창간, 영문학회지의 창간 등의 계획과 편집 업무

의 학회 사무실로의 일원화, 사무인력 증원 등에 따라 연간 예산이 5-6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상임 이사회는 연간 예산의 증가에 대처하고, 보다 조직적인 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중심으로 하여 불충분했던 학회행정을 1995년 초부터 근 6개월 이상에 걸쳐 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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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이로부터 결재 과정의 체계화, 사업과 재정의 균형화, 항목별 예산의 분석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여 나갔다. 회원 확충사업도 순조로워서 회비 징수에 

따른 수입의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학회 재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갔다.

특별히 학회의 재정기반 확보와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21st ICHSPP(94.8), ICO-17(96.7), 2nd OECC(97.7), 1st APLS(98.4), OFS-13(99.4), CLEO/

PR’99(99.8) 등의 국제회의와 협력 또는 공동주최 등으로서 개최된 “Korea-USA Workshop 

in Optoelectronics”(98.9) 등과 같은 광 관련 학술대회로부터의 크고 작은 간접비와 기여금

이며, 이들은 거의 모두 한국광학회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이후에도 국제학술회의인 OECC(2005), APOC(2006년), CLEO-PR(2007년), APBP(2009

년), APNFO(2009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년), NBSIS(2013년, 

2015년), CLEO-PR(2015년), APLS(2016년), DH(2017년), ALT(2017년), OFS(2017년), 

DHIP(2017년, 2019년), MTSA(2019)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

욱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체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기부금 및 광고비가 증액하여 

재정이 점차 탄탄해졌으며, 특히 영문학회지가 SCI에 등재되면서 학회의 수입이 한층 안정화

되었다.

최근의 학회의 수입원은 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국제

학술의 개최를 통한 Overhead 적립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자립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과학기술회관에 30평 크기의 학회 전용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었

으며, 2010년 1월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적립된 기금을 바탕으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30

평의 오피스텔을 구입함으로써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3-5-3.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확충

◦ 한국광학회지의 발간

2000년 이후로는 ‘한국광학회지’의 논문심사상황을 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발간되는 논문의 색인화로 미국 OSA의 OCIS Code를 사용함

으로써 국제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2009년 편집위원회에서는 국문지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계획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간행물은 그 학회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학회창립과 동시에 편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엄정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고, 심사, 

게재판정, 편집, 출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 3월 31일자로 정기간행 국문학회지인 “한국광학회지”의 창간호를 출판하였으며 

첫해에는 1권 1, 2호를 발간하였다. 91년부터는 3, 6, 9, 12월에 출판하는 계간으로 증간하였

으며,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을 보다 신속하게 심사, 게재하기 위하여 97년 3월부터는 격월

간으로 출판이 증대되었다. 1993년 9월에는 “HANKOOK KWANGHAK HOIJI”라는 영문 

명칭으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협회(The International ISSN Center)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고유번호를 교부받아 ISSN 1225-6285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과학기술처,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등에 

한국광학회의 공식학술지로 보고하였다. 20년간 총 14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호

당 평균 70편이 게재 출판된 것이다.

편집에 관한 규정은 창간시 제정한 “논문투고규정”과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제정한 “논문

심사규정”(98.2.13 시행)에 따라 편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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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이로부터 결재 과정의 체계화, 사업과 재정의 균형화, 항목별 예산의 분석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여 나갔다. 회원 확충사업도 순조로워서 회비 징수에 

따른 수입의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학회 재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갔다.

특별히 학회의 재정기반 확보와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21st ICHSPP(94.8), ICO-17(96.7), 2nd OECC(97.7), 1st APLS(98.4), OFS-13(99.4), CLEO/

PR’99(99.8) 등의 국제회의와 협력 또는 공동주최 등으로서 개최된 “Korea-USA Workshop 

in Optoelectronics”(98.9) 등과 같은 광 관련 학술대회로부터의 크고 작은 간접비와 기여금

이며, 이들은 거의 모두 한국광학회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이후에도 국제학술회의인 OECC(2005), APOC(2006년), CLEO-PR(2007년), APBP(2009

년), APNFO(2009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년), NBSIS(2013년, 

2015년), CLEO-PR(2015년), APLS(2016년), DH(2017년), ALT(2017년), OFS(2017년), 

DHIP(2017년, 2019년), MTSA(2019)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

욱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체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기부금 및 광고비가 증액하여 

재정이 점차 탄탄해졌으며, 특히 영문학회지가 SCI에 등재되면서 학회의 수입이 한층 안정화

되었다.

최근의 학회의 수입원은 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국제

학술의 개최를 통한 Overhead 적립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자립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과학기술회관에 30평 크기의 학회 전용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었

으며, 2010년 1월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적립된 기금을 바탕으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30

평의 오피스텔을 구입함으로써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3-5-3.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확충

◦ 한국광학회지의 발간

2000년 이후로는 ‘한국광학회지’의 논문심사상황을 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발간되는 논문의 색인화로 미국 OSA의 OCIS Code를 사용함

으로써 국제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2009년 편집위원회에서는 국문지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계획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간행물은 그 학회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학회창립과 동시에 편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엄정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고, 심사, 

게재판정, 편집, 출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 3월 31일자로 정기간행 국문학회지인 “한국광학회지”의 창간호를 출판하였으며 

첫해에는 1권 1, 2호를 발간하였다. 91년부터는 3, 6, 9, 12월에 출판하는 계간으로 증간하였

으며,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을 보다 신속하게 심사, 게재하기 위하여 97년 3월부터는 격월

간으로 출판이 증대되었다. 1993년 9월에는 “HANKOOK KWANGHAK HOIJI”라는 영문 

명칭으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협회(The International ISSN Center)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고유번호를 교부받아 ISSN 1225-6285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과학기술처,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등에 

한국광학회의 공식학술지로 보고하였다. 20년간 총 14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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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98.2.13 시행)에 따라 편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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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JOSK) 발간 

2000년 이후로는 JOSK의 SCI등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

인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 중 우수논문에 대해서 영문논문

으로의 전환을 저자에게 의뢰하였으며, 초청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6월과 9월에 발간된 JOSK에서는 Special Issue란 항목을 추가하여 논문의 전문성

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08년 4월

에 JOSK가 SCIE에 등재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룸으로써 논문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장기적인 SCI등재 방안으로 JOSK 인용 홍보, 초청논문 유치, 논

문 게재율 인하 등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으며, JOSK 홈페이지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 1일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 OSA)는 JOSK에 게재된 논

문을 OSA의 온라인 논문 서비스 시스템인 Optics InfoBase에 포함시켰다고 홈페이지(www.

osa.org)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한국광학회가 영문학술지명을 Current Op-

tics and Photonics(COPP)으로 변경함에 따라 OSA 온라인 논문서비스 시스템에서 JOSK가 

COPP로 변경되었음을 공표하였다. JOSK 1997년 제 1권 1호부터 2016년 12월 호까지, COPP 

2017년 제 1권 1호에서부터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이 OSA Optics InfoBase를 

모든 학술분야가 그렇듯이 국내 광학 및 광기술 분야의 국제화는 연구 및 개발된 결과

를 빠르고 정확하게 영문학술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

안 논의하여 오던 끝에 한국광학회의 정기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 ISSN 1226-4776)를 1997년 3월 창간하게 되었고, 연 2회씩 출판하고 있다. 지

금까지 총 54편의 정선된 논문이 게재되어 호당 평균 9편을 게재하고 있다. 영문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에는 4명의 외국인 편집자문이 있어 내용과 영어 문장의 정확한 표현을 심

사하고, 교정하여 주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통해 무료 서비스로(Open Access)로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원문이 제공되게 되었다.(www.

opticsinfobase.org)따라서 JOSK 제1권 1호부터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이 

OSA Optics InfoBase를 통해 무료 서비스로(Open Access)로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원문이 

제공되게 되었다.(www.opticsinfoba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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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 Optics Info Base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1월 14일부터 불과 20일여 만에 논문 다운

로드 횟수가 417회나 되어 OSA 측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한 COPP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회수가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톰슨 로이터사의 Web 

of Science 통계에 따르면, SCIE 논문지인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의 2019년 

Impact Factor는 0.761이고, 전 세계 광학 분야 총 97개 Journal 중 상위 86위 정도에 위치하

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광학과 기술"의 발간

광학회의 사업의 적극화와 산·학·연 사이의 교류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1997년 1월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ISSN 1226-4520)을 

창간하게 되었다.

매호 특집기사를 정하여 국내 광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현황 등을 현장감 있게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해설, 국제회의참관기, 광학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회의, 학술

활동에서 회원 동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는 기사와 후원사명단과 신입회원 명단, 당해 연

도 전, 후기 석·박사 학위 취득자 프로필, 구인구직 안내 등의 기사를 수록하고 배포함으로써 

국내 광학계의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첫해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였으며, 1998년 3월부터는 

홍보지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두어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3권 2호가 출판되었으며, 

배포는 광학 및 광기술과 관련되는 회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 비회원인 개인과 기관에도 배

포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2018년부터는 “광학과 기술”을 통해 광학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인터넷화하여 홍보하

기 위하여 K-LIGHT로 명칭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타 간행물의 발간

기타 간행물로서는 동계, 하계에 열리는 학술발표회의 논문집이 매년 정기적으로 출판

되고 있으며, 국제회의의 논문집, 각 분과회 관련 학술회의의 논문집 등도 정기적으로 발간

되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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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회에서 주관하여 이어 오게 된 국내정기학술회의는 정기총회와 동시에 열리는 동계

(2월)의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Conference on Waves and Lasers)와 하계(7, 8월)의 광

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Optics and Quantum Electronics Conference)이다.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는 당초에는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위원

회가 주관하여 1984년에 “제1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으로 시작하여온 학술대회로서 

초기에는 20여 편의 초청학술발표 형식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광산업체와 학술계와의 유대

를 넓히는데 발표회의 내용과 일정을 맞추었으며, 저녁시간을 이용한 산·학·연 회원들간의 

자유 토론회를 갖는 것이 특징이었다. 16회 동안에 거의 지방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광학 및 광기술 분야의 전국적인 홍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1996년부터

는 참가회원의 증가와 광학 및 광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학술 및 기술의 토론 마당으로의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계 워크샵을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로 명칭과 진행방식을 바

꾸게 되었다(제57회 상임위, 96.3.30).

이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총 초청강연 70편과 논문 발표 615편이 발표되었으며, 초청강연

을 통하여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Steven Chu 박사 등 많은 

세계적인 광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는 당초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 분과, 대한전기학회 

파동 및 양자전자 연구회, 대한 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

파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1986년 2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작된 제1회로부터 

지금까지 14회(99.2)를 개최하였다. 80년대의 초반에 이르러서는 산업계에서의 요구가 기존

의 광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레이저응용, 광섬유, 광통신 산업 등에 대우중공업, 금성전선, 삼

성전자, 대우통신 등에서 산업적 R&D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학술 모임의 필요성이 점차 높

아져 갔고,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표준연구소 등과 대학에서 레이저응용 및 광자공학의 전문연구 및 광과학, 광공학 교육이 점

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991년 2월의 제6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부터는 한국광학회가 주최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정기적인 종합학술대회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총 53

편의 초청강연과 774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초청강연을 통하여 중국광학회장인 Wang 

Da Heng(王大王行, 93.2) 박사와 IBM의 Wylzinski 박사 등 세계적 광학자 등을 만날 수 있

었다. 국내 광산업계의 지도자들도 자리를 같이하여 국내 광학 및 광산업계의 장래를 의논

할 수 있었다.

위의 두 학술대회는 한국광학회를 탄생시키는데 직접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원화된 창구로서 대내외의 한국 광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광과학, 광공학, 광산업 분야의 광학특강(Optics Tutorials)순서를 학술발

표회에 새롭게 삽입하고, 초청강연을 활성화하여 발표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위의 두 학술발

표회의 학술대회 명칭은 학술회의 “명칭정리소위원회”가 최종 논의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

93회 상임위원회(99.8.27)에서 결의하여, 2000년 학술발표회로부터 사용키로 발표하였다. 

즉, 제00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00년도 동계 학술발표회와 한국광학회 00년도 하계 학

술발표회로 새로운 명칭을 갖기에 이르렀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3-5-4.  정기학술회의

◦ 정기 동계/하계 학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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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학술회의

창립 당시 200여 명 정도였던 회원수가 1994년에 이르러 800여 명으로 증원되었고, 

국내적으로 광과학, 광공학, 광기술 분야의 전문화 연구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

제적으로 광정보처리, 포토닉스, 양자광학, 근접장광학, 광통신, 레이저 의료 기기 등 수많

은 전문 연구 분야의 학술활동이 급진전됨에 따라 본 학회의 정관에 규정되었던 6개의 분

과회 중 5개의 분과회가 연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립 되었다. 이미 가동 중이었던 광기술 

분과와 광과학 분과에 이어서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 양자전기 분과, 광정보처리 분과

가 신설되었다.

광기술 분과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초청강연형태의 “광기술 워크샵”을 매년 개최하여 9회

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광학기기협회 또는 광산업체의 후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근래 이

르러서는 반도체 기술의 요소인 광리소그래피용 광학장비개발 기술, 광 디스플레이 기술, 고

정밀 광계측 기술분야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으로서 분과회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광과학 분과는 양자전자 분과와 공동으로 93년 이래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주최하고 있는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Laser Spectroscopy Symposium)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 심포

지움은 한국물리학회와 대한화학회의 관련분과회와 연구센터 등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 레

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은 초청강연과 일반강연 그리고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11

월초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최된다. 특히 레이저 분광학과 광과학 분야의 저명한 외국 

광학자들의 초청강연은 거의 국제적 수준의 내용이어서 국내 학자들의 학술정보 교환의 마

당으로 충분한 의의를 갖게 되었으며, 해마다 발행되는 정기 논문집도 내실화 되고 있다. 그 

동안의 초청강연의 수가 94편으로 괄목할 만하다.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는 “Photonics Conference”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물리학회와 LEOS(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 Korea Chapter, 

SPIE Korea Chapter까지 협력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광자기술을 총망라한 학술회의를 매년 

11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Photonics Conference ’99”에서는 2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국내 광자기술의 급진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관련학회와 공동주최의 위력을 학술적인 면에

서나 운영적인 면에서 발휘하고 있다.

한편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는 96년 5월 10일 성균관대학에서 개최된 제3회 광전자공

학학술회의(COOC, Conference on Optoelectrics & Optical Communication)에 주최기

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전자, 통신학회의 관련 3개 연구회와 긴밀히 협력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국내 광자공학 내지 광자기술을 이끌 수 있다는 목표는 가히 미래

지향적 학회 활동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일반 발표논문수도 증가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있다. 광자기술 분과회는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만

남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96년 제1회 광정보처리학술대회를 개최한 광정보처리 분과는 초청강연, 워크샵, 그리고 

일반논문발표로서 매년 6월 ∼ 8월 사이에 4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3차원 

영상매체기술 워크샵”을 가짐으로써 국내 광정보처리와 영상매체기술의 학술적 토의의 마

당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을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 

IEEE/LEOS 한국지부, 광운대 3D 방송·통신 연구 센터등과 협력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3차원 영상매체 기술워크샵”은 국제 워크샵으로 개최하고 있

어서 국내 영상매체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이끌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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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학술회의

창립 당시 200여 명 정도였던 회원수가 1994년에 이르러 800여 명으로 증원되었고, 

국내적으로 광과학, 광공학, 광기술 분야의 전문화 연구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

제적으로 광정보처리, 포토닉스, 양자광학, 근접장광학, 광통신, 레이저 의료 기기 등 수많

은 전문 연구 분야의 학술활동이 급진전됨에 따라 본 학회의 정관에 규정되었던 6개의 분

과회 중 5개의 분과회가 연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립 되었다. 이미 가동 중이었던 광기술 

분과와 광과학 분과에 이어서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 양자전기 분과, 광정보처리 분과

가 신설되었다.

광기술 분과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초청강연형태의 “광기술 워크샵”을 매년 개최하여 9회

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광학기기협회 또는 광산업체의 후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근래 이

르러서는 반도체 기술의 요소인 광리소그래피용 광학장비개발 기술, 광 디스플레이 기술, 고

정밀 광계측 기술분야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으로서 분과회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광과학 분과는 양자전자 분과와 공동으로 93년 이래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주최하고 있는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Laser Spectroscopy Symposium)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 심포

지움은 한국물리학회와 대한화학회의 관련분과회와 연구센터 등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 레

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은 초청강연과 일반강연 그리고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11

월초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최된다. 특히 레이저 분광학과 광과학 분야의 저명한 외국 

광학자들의 초청강연은 거의 국제적 수준의 내용이어서 국내 학자들의 학술정보 교환의 마

당으로 충분한 의의를 갖게 되었으며, 해마다 발행되는 정기 논문집도 내실화 되고 있다. 그 

동안의 초청강연의 수가 94편으로 괄목할 만하다.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는 “Photonics Conference”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물리학회와 LEOS(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 Korea Chapter, 

SPIE Korea Chapter까지 협력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광자기술을 총망라한 학술회의를 매년 

11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Photonics Conference ’99”에서는 2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국내 광자기술의 급진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관련학회와 공동주최의 위력을 학술적인 면에

서나 운영적인 면에서 발휘하고 있다.

한편 광자기술(포토닉스) 분과는 96년 5월 10일 성균관대학에서 개최된 제3회 광전자공

학학술회의(COOC, Conference on Optoelectrics & Optical Communication)에 주최기

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전자, 통신학회의 관련 3개 연구회와 긴밀히 협력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국내 광자공학 내지 광자기술을 이끌 수 있다는 목표는 가히 미래

지향적 학회 활동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일반 발표논문수도 증가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있다. 광자기술 분과회는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만

남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96년 제1회 광정보처리학술대회를 개최한 광정보처리 분과는 초청강연, 워크샵, 그리고 

일반논문발표로서 매년 6월 ∼ 8월 사이에 4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3차원 

영상매체기술 워크샵”을 가짐으로써 국내 광정보처리와 영상매체기술의 학술적 토의의 마

당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을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 

IEEE/LEOS 한국지부, 광운대 3D 방송·통신 연구 센터등과 협력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3차원 영상매체 기술워크샵”은 국제 워크샵으로 개최하고 있

어서 국내 영상매체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이끌고 있다.

장준성(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윤(인하대 명예교수)

「발췌: 한국광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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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전자 분과는 2002년부터 독자적인 분과학술발표회인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

크숍’을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레이저 개발 연구와 레이저를 응용한 산업체

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학술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을 통해서 의료용 레이저와 이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세션을 함께 

진행하면서 미래 레이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첨단 의료

용 레이저 개발과 임상 연구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는 1999년 ‘시각 및 의광학 분과’라는 명칭으로 한국광학회의 여섯 번

째 분과로 창립되었으며, 2000년 6월 ‘제1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을 개최한 이래 꾸준히 학

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분과명은 창립 당시에는 시각 및 의광학(Vision and Medical Op-

tics) 분과에서 2007년 의광학 분과로 바뀌었고, 2010년 더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위하

여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로 변경하였다. 초기 분과 활동으로는 매년 분과 Workshop이 개최되

었으며, 2009년 APBP(4th Asian Pacific Symposium on BioPhotonics)를 필두로 2015년 

NBSIS(2nd SP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

troscopy) 등의 국제 학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제1회 ABC(Annual Biopho-

tonic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본 학회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를 중

심으로 한 학술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본 분과의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과는 2003년에 개최된 Photonics Conference에서 설립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들의 대략적인 의견이 처음 나왔고, 2004년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같은 해 Photonics Conference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 이듬해 2005년도 2월 이사

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신설되었다. 디스플레이 분과는 주로 매년 개최되는 한국광학회 학

술발표회에서의 디스플레이 분과의 논문 발표, Workshop 개최, 국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

업 기획 참여 등을 통해 점차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양자광학 분야가 원자 및 분자 물리학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 

새천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양자정보학과 융합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2010년 신설되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는 2010년 

신설 초기부터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리소그래피 기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생산기술이며, 노광장치, 장치의 초

정밀 조작 운영, 검사장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2년 한국

광학회 주관으로 동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3

년 4월에는 독자적으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4년 한국광학회의 분과로 등록

이 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특징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LG 등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체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산업계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분과로 볼 수 있다.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광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

들의 정보 교환과 이 지역의 광 관련 산업 육성발전 및 광산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1996년 

6월 28일 한국광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2015년까지 활동을 하

고 있다. 초기의 지회 창립 기간 동안 회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가 되

면서 회의 활동성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회원 개인의 활동은 각자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3-5-5.  대학/연구소 연구기반의 획기적 발전

◦ 한국원자력원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990년대는 고출력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연구의 부흥기였다. 1992

년부터 착수한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레이저 및 원자분광기술개발사업(책

임자: 이종민)의 연구개발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시설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었다. 1995년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던 자신감과, 이전시기부터 지속되었던 경

제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1996

년 OECD 회원국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이 재고되었다. 2000년 대에는 본격

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실현되었고 이 시기에 정보 통신 분야가 주목받았다. 이러한 사회 

발전에 대학 및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광학 분야의 발전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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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전자 분과는 2002년부터 독자적인 분과학술발표회인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

크숍’을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레이저 개발 연구와 레이저를 응용한 산업체

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학술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을 통해서 의료용 레이저와 이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세션을 함께 

진행하면서 미래 레이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첨단 의료

용 레이저 개발과 임상 연구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는 1999년 ‘시각 및 의광학 분과’라는 명칭으로 한국광학회의 여섯 번

째 분과로 창립되었으며, 2000년 6월 ‘제1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을 개최한 이래 꾸준히 학

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분과명은 창립 당시에는 시각 및 의광학(Vision and Medical Op-

tics) 분과에서 2007년 의광학 분과로 바뀌었고, 2010년 더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위하

여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로 변경하였다. 초기 분과 활동으로는 매년 분과 Workshop이 개최되

었으며, 2009년 APBP(4th Asian Pacific Symposium on BioPhotonics)를 필두로 2015년 

NBSIS(2nd SP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

troscopy) 등의 국제 학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제1회 ABC(Annual Biopho-

tonic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본 학회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를 중

심으로 한 학술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본 분과의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과는 2003년에 개최된 Photonics Conference에서 설립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들의 대략적인 의견이 처음 나왔고, 2004년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같은 해 Photonics Conference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 이듬해 2005년도 2월 이사

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신설되었다. 디스플레이 분과는 주로 매년 개최되는 한국광학회 학

술발표회에서의 디스플레이 분과의 논문 발표, Workshop 개최, 국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

업 기획 참여 등을 통해 점차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양자광학 분야가 원자 및 분자 물리학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 

새천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양자정보학과 융합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2010년 신설되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는 2010년 

신설 초기부터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리소그래피 기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생산기술이며, 노광장치, 장치의 초

정밀 조작 운영, 검사장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2년 한국

광학회 주관으로 동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3

년 4월에는 독자적으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4년 한국광학회의 분과로 등록

이 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특징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LG 등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체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산업계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분과로 볼 수 있다.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광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

들의 정보 교환과 이 지역의 광 관련 산업 육성발전 및 광산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1996년 

6월 28일 한국광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2015년까지 활동을 하

고 있다. 초기의 지회 창립 기간 동안 회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가 되

면서 회의 활동성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회원 개인의 활동은 각자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3-5-5.  대학/연구소 연구기반의 획기적 발전

◦ 한국원자력원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990년대는 고출력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연구의 부흥기였다. 1992

년부터 착수한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레이저 및 원자분광기술개발사업(책

임자: 이종민)의 연구개발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시설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었다. 1995년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던 자신감과, 이전시기부터 지속되었던 경

제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1996

년 OECD 회원국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이 재고되었다. 2000년 대에는 본격

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실현되었고 이 시기에 정보 통신 분야가 주목받았다. 이러한 사회 

발전에 대학 및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광학 분야의 발전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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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Yb), 사마리움(Sm) 등 저융점 안정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시설이, 1997년에는 가돌리늄

(Gd), 지르코늄(Zr) 등 고융점 안정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시설이 사업 책임자 이종민 단장의 지

휘 감독 하에 각각 완공되었다. 이들 시설은 고반복율 고출력의 레이저 시스템과 반응 챔버 시

스템(고전류 전자총을 이용한 금속증기 발생장치와 이온 분리장치)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원자력 산업용 및 원자분광용 레이저들을 지속적으로 대출력화, 장수명

화 및 고분해능화해 나갔다. 동시에 개발된 레이저들을 이용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레이저 보

수용접, 대형 구조물의 정밀 변형 및 진동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산업응용 기술들도 새로이 개

발(책임자: 김철중)하였다.

한편, 1997년 IMF 위기와 함께 정부의 벤처 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빛레이저(대표: 

김정묵), ㈜텔레옵틱스(대표: 김성호), ㈜금광레이저(대표: 김광석) 등의 연구원 창업 벤처 기

업체들이 탄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레이저 분광기술 개발사업(책임자: 이종민)이 진행되면

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50여 개 연구팀들에게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관련 기초연구를 위

탁 연구과제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여 개 국내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에 고출력용 레이

저 광학 부품, 박막 코팅, 광조정용 정밀 기계 가공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 기술 개발도 의뢰함

으로써, 국내 레이저 광학 기초연구 활성화 및 국내 광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진국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이종민 단장 주도하에 1993년부터 개최하

기 시작한 국제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엄(SOLS)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W. D. Phillips(1998년)

를 비롯하여 300명 이상의 국내외 석학들이 초청되었으며, 2010년까지 매년 한국원자력연구

고반복율 구리증기 레이저고분해능 파장 가변 색소레이저

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998년에 설립된 AMO(Atomic, Molecular, and Optical) 데이터센

터(책임자: 이용주)는 원자 및 분자, 레이저 응용, 핵융합,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연료주기 기

술과 관련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책임자인 이종민 박사와 이병철, 정영욱, 조성오(KAIST) 등이 주도하여 러시

아 핵물리연구소(BINP)에서 도입하여 전자빔 특성을 개선한 마이크로트론 전자 가속기(8 ~ 

10 MeV)로 구동되는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FIR-FEL)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유명 국제 FEL 학술회의에 초청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기까지 레이저분광기술을 이용한 극미량 분석기술 및 원격 대기분석 장

치(LiDAR)를 개발(책임자: 차형기)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때 송규

석, 김덕현(한밭대) 등이 참여하였다. 레이저와 질량 분광기술을 혼합 사용하여 희토류, 란탄

계, 악티늄계 핵종들에 대한 극미량 분석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으며, 당시에 개발한 대표

적인 기술로는 Laser Atomic Photoionization Spectrometry, Ion Trap Mass Spectrometry,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aser-Ablation Time-of-Flight Mass Spec-

trometry, Aerosol Mass Spectroscopy, Atom Trap Mass Spectroscopy 등이 있다.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FIR-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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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Yb), 사마리움(Sm) 등 저융점 안정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시설이, 1997년에는 가돌리늄

(Gd), 지르코늄(Zr) 등 고융점 안정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시설이 사업 책임자 이종민 단장의 지

휘 감독 하에 각각 완공되었다. 이들 시설은 고반복율 고출력의 레이저 시스템과 반응 챔버 시

스템(고전류 전자총을 이용한 금속증기 발생장치와 이온 분리장치)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원자력 산업용 및 원자분광용 레이저들을 지속적으로 대출력화, 장수명

화 및 고분해능화해 나갔다. 동시에 개발된 레이저들을 이용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레이저 보

수용접, 대형 구조물의 정밀 변형 및 진동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산업응용 기술들도 새로이 개

발(책임자: 김철중)하였다.

한편, 1997년 IMF 위기와 함께 정부의 벤처 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빛레이저(대표: 

김정묵), ㈜텔레옵틱스(대표: 김성호), ㈜금광레이저(대표: 김광석) 등의 연구원 창업 벤처 기

업체들이 탄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레이저 분광기술 개발사업(책임자: 이종민)이 진행되면

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50여 개 연구팀들에게 레이저 및 레이저 분광학 관련 기초연구를 위

탁 연구과제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여 개 국내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에 고출력용 레이

저 광학 부품, 박막 코팅, 광조정용 정밀 기계 가공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 기술 개발도 의뢰함

으로써, 국내 레이저 광학 기초연구 활성화 및 국내 광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진국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이종민 단장 주도하에 1993년부터 개최하

기 시작한 국제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엄(SOLS)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W. D. Phillips(1998년)

를 비롯하여 300명 이상의 국내외 석학들이 초청되었으며, 2010년까지 매년 한국원자력연구

고반복율 구리증기 레이저고분해능 파장 가변 색소레이저

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998년에 설립된 AMO(Atomic, Molecular, and Optical) 데이터센

터(책임자: 이용주)는 원자 및 분자, 레이저 응용, 핵융합,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연료주기 기

술과 관련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책임자인 이종민 박사와 이병철, 정영욱, 조성오(KAIST) 등이 주도하여 러시

아 핵물리연구소(BINP)에서 도입하여 전자빔 특성을 개선한 마이크로트론 전자 가속기(8 ~ 

10 MeV)로 구동되는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FIR-FEL)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유명 국제 FEL 학술회의에 초청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기까지 레이저분광기술을 이용한 극미량 분석기술 및 원격 대기분석 장

치(LiDAR)를 개발(책임자: 차형기)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때 송규

석, 김덕현(한밭대) 등이 참여하였다. 레이저와 질량 분광기술을 혼합 사용하여 희토류, 란탄

계, 악티늄계 핵종들에 대한 극미량 분석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으며, 당시에 개발한 대표

적인 기술로는 Laser Atomic Photoionization Spectrometry, Ion Trap Mass Spectrometry,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aser-Ablation Time-of-Flight Mass Spec-

trometry, Aerosol Mass Spectroscopy, Atom Trap Mass Spectroscopy 등이 있다.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FIR-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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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양자광학그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레이저 및 원

자분광기술개발 사업 총책임을 맡았던 이종민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단장이 2001년 광주과

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새로이 설립하여 초대 소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철중 부장이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단장에 임명되었고, 그

즈음 몇몇 연구원들도 대학 교수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원자력 중장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수행되고 있던 레이저 및 원자 분광

기술 개발사업은 10여 년간 지속되 온 후 2003년 서서히 종료되면서 단위과제 수행체제로 변

환되었다. 따라서 기초 연구와 함께 이제까지의 연구 개발로 축적된 기술들을 이용한 실용화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00년 이후의 주요 연구 사업으로서, 2001년에는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출

력의 화학레이저(COIL)를 개발(책임자: 김철중)하였고, 2003년에는 산업용 고체레이저를 실

용화하였으며,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서 고출력 색소레이저(Dye Laser) 발진을 위한 광펌핑에 

응용될 수 있는 고출력 고체레이저(DPSSL: Diode-Pumped Solid-State Laser)와 2차 조

화파 발진(SHG: Second Harmonic Generation)된 녹색광 고체 레이저를 개발(책임자: 이종

민)하였다.

DPSSL은 안정성 및 효율이 높기 때문에 동위원소 제조 공정의 경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장비 운용의 편의성도 매우 크다. 초기 응용 실험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적외선 파장에서 400 W 이상의 높은 평균 출력과 80 ns 이하의 짧은 펄스폭, 그

리고 5 ~ 10 kHz의 펄스 반복율을 갖는 DPSSL이 요구되었으므로, 선편광된 짧은 펄스폭과 

고반복율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발진기와 레이저 빔 증폭계로 구성되는 레이저 증폭 장치인 

MOPA(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004년에는 IAEA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라, 레이저 및 원자분광 기술개발 사업(책임자: 

이종민)의 일환으로 수행된 가돌리늄(Gd), 지르코늄(Zr) 등 고융점 안정 동위원소 분리 실험

과 함께, 장차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에 대비한 기초 연구로 2000년 말까지 동시 수행하여 자

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였던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에 대해 자진 신고하였으며, IAEA

DPSSL(Nd:YAG)의 2차조화파 녹색레이저광 발생

의 사찰도 받아 국제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였다. IAEA 사찰 이후, 국제적인 규범에 따

라 원자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동위원소들의 레이저 분광법에 의한 분리 연구를 지금

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10 TW급 초고출력 레이저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신 방사선원(펄스형 감마선, 고속중성자 등) 개발에 대한 연구를 착수(책임자: 차형기)하였고, 

이후 30 TW급까지 레이저 출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일본, EU 등

과 고출력 레이저 및 관성 핵융합 기초 연구 분야(책임자: 이용주)의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었

고, 레이저 초음파 발생 및 비파괴 물성 분야는 미국과의 기술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8년에

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도움으로 관성 핵융합 기반 연구 및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1 kJ

급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이 구축(책임자: 임창환)되었다.

최근에는, 이제까지 축적된 안정 동위원소 분리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심장질환 진단용 

원료인 Tl-203 안정 동위원소 및 산업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Yb-168 안정 동위원소를 

각각 분리하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Yb-168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면 Yb-169

로 핵 변환된다. 따라서 Yb-169는 높은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으로 인해 작은 크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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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양자광학그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레이저 및 원

자분광기술개발 사업 총책임을 맡았던 이종민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단장이 2001년 광주과

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새로이 설립하여 초대 소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철중 부장이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단장에 임명되었고, 그

즈음 몇몇 연구원들도 대학 교수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원자력 중장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수행되고 있던 레이저 및 원자 분광

기술 개발사업은 10여 년간 지속되 온 후 2003년 서서히 종료되면서 단위과제 수행체제로 변

환되었다. 따라서 기초 연구와 함께 이제까지의 연구 개발로 축적된 기술들을 이용한 실용화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00년 이후의 주요 연구 사업으로서, 2001년에는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출

력의 화학레이저(COIL)를 개발(책임자: 김철중)하였고, 2003년에는 산업용 고체레이저를 실

용화하였으며,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서 고출력 색소레이저(Dye Laser) 발진을 위한 광펌핑에 

응용될 수 있는 고출력 고체레이저(DPSSL: Diode-Pumped Solid-State Laser)와 2차 조

화파 발진(SHG: Second Harmonic Generation)된 녹색광 고체 레이저를 개발(책임자: 이종

민)하였다.

DPSSL은 안정성 및 효율이 높기 때문에 동위원소 제조 공정의 경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장비 운용의 편의성도 매우 크다. 초기 응용 실험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적외선 파장에서 400 W 이상의 높은 평균 출력과 80 ns 이하의 짧은 펄스폭, 그

리고 5 ~ 10 kHz의 펄스 반복율을 갖는 DPSSL이 요구되었으므로, 선편광된 짧은 펄스폭과 

고반복율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발진기와 레이저 빔 증폭계로 구성되는 레이저 증폭 장치인 

MOPA(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004년에는 IAEA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라, 레이저 및 원자분광 기술개발 사업(책임자: 

이종민)의 일환으로 수행된 가돌리늄(Gd), 지르코늄(Zr) 등 고융점 안정 동위원소 분리 실험

과 함께, 장차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에 대비한 기초 연구로 2000년 말까지 동시 수행하여 자

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였던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에 대해 자진 신고하였으며, IAEA

DPSSL(Nd:YAG)의 2차조화파 녹색레이저광 발생

의 사찰도 받아 국제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였다. IAEA 사찰 이후, 국제적인 규범에 따

라 원자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동위원소들의 레이저 분광법에 의한 분리 연구를 지금

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10 TW급 초고출력 레이저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신 방사선원(펄스형 감마선, 고속중성자 등) 개발에 대한 연구를 착수(책임자: 차형기)하였고, 

이후 30 TW급까지 레이저 출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일본, EU 등

과 고출력 레이저 및 관성 핵융합 기초 연구 분야(책임자: 이용주)의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었

고, 레이저 초음파 발생 및 비파괴 물성 분야는 미국과의 기술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8년에

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도움으로 관성 핵융합 기반 연구 및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1 kJ

급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이 구축(책임자: 임창환)되었다.

최근에는, 이제까지 축적된 안정 동위원소 분리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심장질환 진단용 

원료인 Tl-203 안정 동위원소 및 산업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Yb-168 안정 동위원소를 

각각 분리하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Yb-168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면 Yb-169

로 핵 변환된다. 따라서 Yb-169는 높은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으로 인해 작은 크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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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만들 수 있고, 반감기가 짧아서 비파괴 검사용 선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특성

을 갖는 고부가 가치 소재이다. 한편, 레이저 가공 산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DPSSL에 대

한 국내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서, 2008년부터 산업체와 함께 kW급 이상의 고출력과 고품질의 

레이저 빔 특성을 갖는 DPSSL을 자체 개발(책임자: 차병헌)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광학그룹은 박사급 전

문 인력 3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레이저 광학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로

이 영입된 연구원들로는 박현민, 문희종(세종대), 고광훈, 권덕희, 김재우, 김택수, 박성희, 김용

기(공주대), 이기태, 차용호, 문한섭(부산대), 박상언(표준연), 임용식(건국대), 장원권(한서대), 

정태문(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진태(조선대), 김현수(조선대), 조민식(ADD) 등이 있었다.

◦ 국방과학연구소

90년대 초에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이전인 1983년부터 미국이 주도하여 진

행해 온 전략방위구상계획(SDI)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레이저 무기 개발은 비록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전체 계획이 중단된 후에도 선진 강대국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1990년대부터 착

수되었다. 레이저빔 무기 개발의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엑시머 레이저(Eximer Laser), 화학 레

이저(Chemical Laser), COIL(Chemical Oxigen Iodine Laser), FEL(Free-Electron Laser) 

등이 있었으며, 연구소에서는 김재기 박사 주도하에 주로 화학레이저를 집중 개발하여 2002

년 중반에 10 kW 출력까지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지속적 연구개발 대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강응철 박사의 책임 하에 반도체 레이저로 광펌핑(Op-

tical-Pumping)되는 고체 레이저인 고출력 DPSSL(High-Power Diode-Pumped Solid-State 

Laser) 연구 개발 사업이 수십 kW급을 목표로 국내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에서는 1980년

대부터 각종 레이저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홀로그램 기술, 광섬유 격자소

자, 반도체 광원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수 광섬유 기술, EUV 관련 

기술, 중적외선 반도체 광원 기술, 2차원물질을 응용한 레이저 기술, 기타 반도체 소자를 이용

한 센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설립된 응용광학연구실과 1986년에 설립된 

광전자연구실이 1996년 광기술연구센터로 통합되었으며, 이후에 센서시스템연구센터와 나노

포토닉스연구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CO2(10.6 μm)레이저를 시작으로, 1994년 XeCl(308 nm) 및 KrF(248 nm) Ex-

cimer 레이저를 개발하였다.(김동환 박사, 전영민 박사) 이를 이용하여 국내최초로 광섬유격

자(Fiber Bragg Grating)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당시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섬유소자연구를 

KIST가 시작하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응력과 온도 등을 정밀 계측할 수 

있는 소형 광섬유센서와 여러 광통신용 광소자들이 개발되었다.(이상배 박사) Chirped 광섬유 

회절격자와 장주기형 광섬유 회절격자 등도 개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대한전선과 공동으

로 FTTH 용 저굽힘손실 다공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였다.(이관일 박사) 

 

초극저손실 광섬유 기술도 개발하였는데, 장파장 영역에서 이론적 광 손실이 실리카 광섬유

보다 훨씬 더 낮은 플로린(F) 기반의 복합유리 광섬유 기술을 캐스팅 법으로 개발하였다. 1994

년부터는 고출력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리카 단일모드 광섬유 내부에 회절격자를 형성

시켜 이를 광계측이나 광섬유 소자 등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양질의 광섬유 격자가 제작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응력과 온도 등을 정밀 계측할 수 있는 소

형 광섬유센서와 일부 광통신용 광소자들이 개발되었다. 길이 방향에 따라 그 주기가 변화하는 

chirped 광섬유 회절격자와 EDFA의 파장에 따른 광증폭도 변화를 감소시켜 주는 데 이용되는 

장주기형 광섬유 회절격자 등도 개발하였다. 또한 제작된 광섬유 격자를 이용하여 광섬유 격자 

센서 시스템을 제작하여 남해대교, 콘크리트 파일 등에 시범 적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포토닉 크리스탈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여 대한전선과 공동으로 FTTH

용 저굽힘손실 다공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포토닉 크리스탈 광섬유 및 포토닉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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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만들 수 있고, 반감기가 짧아서 비파괴 검사용 선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특성

을 갖는 고부가 가치 소재이다. 한편, 레이저 가공 산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DPSSL에 대

한 국내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서, 2008년부터 산업체와 함께 kW급 이상의 고출력과 고품질의 

레이저 빔 특성을 갖는 DPSSL을 자체 개발(책임자: 차병헌)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광학그룹은 박사급 전

문 인력 3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레이저 광학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로

이 영입된 연구원들로는 박현민, 문희종(세종대), 고광훈, 권덕희, 김재우, 김택수, 박성희, 김용

기(공주대), 이기태, 차용호, 문한섭(부산대), 박상언(표준연), 임용식(건국대), 장원권(한서대), 

정태문(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진태(조선대), 김현수(조선대), 조민식(ADD) 등이 있었다.

◦ 국방과학연구소

90년대 초에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이전인 1983년부터 미국이 주도하여 진

행해 온 전략방위구상계획(SDI)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레이저 무기 개발은 비록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전체 계획이 중단된 후에도 선진 강대국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1990년대부터 착

수되었다. 레이저빔 무기 개발의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엑시머 레이저(Eximer Laser), 화학 레

이저(Chemical Laser), COIL(Chemical Oxigen Iodine Laser), FEL(Free-Electron Laser) 

등이 있었으며, 연구소에서는 김재기 박사 주도하에 주로 화학레이저를 집중 개발하여 2002

년 중반에 10 kW 출력까지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지속적 연구개발 대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강응철 박사의 책임 하에 반도체 레이저로 광펌핑(Op-

tical-Pumping)되는 고체 레이저인 고출력 DPSSL(High-Power Diode-Pumped Solid-State 

Laser) 연구 개발 사업이 수십 kW급을 목표로 국내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에서는 1980년

대부터 각종 레이저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홀로그램 기술, 광섬유 격자소

자, 반도체 광원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수 광섬유 기술, EUV 관련 

기술, 중적외선 반도체 광원 기술, 2차원물질을 응용한 레이저 기술, 기타 반도체 소자를 이용

한 센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설립된 응용광학연구실과 1986년에 설립된 

광전자연구실이 1996년 광기술연구센터로 통합되었으며, 이후에 센서시스템연구센터와 나노

포토닉스연구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CO2(10.6 μm)레이저를 시작으로, 1994년 XeCl(308 nm) 및 KrF(248 nm) Ex-

cimer 레이저를 개발하였다.(김동환 박사, 전영민 박사) 이를 이용하여 국내최초로 광섬유격

자(Fiber Bragg Grating)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당시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섬유소자연구를 

KIST가 시작하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응력과 온도 등을 정밀 계측할 수 

있는 소형 광섬유센서와 여러 광통신용 광소자들이 개발되었다.(이상배 박사) Chirped 광섬유 

회절격자와 장주기형 광섬유 회절격자 등도 개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대한전선과 공동으

로 FTTH 용 저굽힘손실 다공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였다.(이관일 박사) 

 

초극저손실 광섬유 기술도 개발하였는데, 장파장 영역에서 이론적 광 손실이 실리카 광섬유

보다 훨씬 더 낮은 플로린(F) 기반의 복합유리 광섬유 기술을 캐스팅 법으로 개발하였다. 1994

년부터는 고출력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리카 단일모드 광섬유 내부에 회절격자를 형성

시켜 이를 광계측이나 광섬유 소자 등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양질의 광섬유 격자가 제작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응력과 온도 등을 정밀 계측할 수 있는 소

형 광섬유센서와 일부 광통신용 광소자들이 개발되었다. 길이 방향에 따라 그 주기가 변화하는 

chirped 광섬유 회절격자와 EDFA의 파장에 따른 광증폭도 변화를 감소시켜 주는 데 이용되는 

장주기형 광섬유 회절격자 등도 개발하였다. 또한 제작된 광섬유 격자를 이용하여 광섬유 격자 

센서 시스템을 제작하여 남해대교, 콘크리트 파일 등에 시범 적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포토닉 크리스탈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여 대한전선과 공동으로 FTTH

용 저굽힘손실 다공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포토닉 크리스탈 광섬유 및 포토닉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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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갭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집적 광학소자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단일 반도체칩 위에 

다양한 기능의 여러 광소자들을 많이 집적시키기 위해서 밀집된 도파로와 저손실 도파로 기술

의 필요성에 의해 1990년도 초부터 GaAs와 AlGaAs를 이용한 광소자를 연구하여 왔다. 

 

광전자 기술과 관련하여 1990년 초반부터 GaAs와 AlGaAs를 이용한 광소자를 연구하여 

왔으며, 1993년 국내 최초로 화학빔 에피탁시(CBE)장비를 갖추어 III-V 족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광전소자의 개발에 힘썼다.(우덕하 박사) InP MSM 수광소자, 광변조기, 매트릭스 광

스위치, 양자우물의 무질서화, 화합물반도체/절연체의 계면성질 연구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

다. 이후 화합물 반도체 결정성장과 이를 이용한 고출력 반도체 광원, 단전자 소자, 실리콘나

노결정, ZnOx 박막, GaN, 광자띠틈재료(PBG),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 양자우물 및 양자

점의 무질서화(파장 가변), MOSFET의 광반응 등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자성재료 팀과 협력

하여 스핀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MBE(분자속에피성장장치)에 기초한 화

합물 반도체 나노구조를 이용한 단광자 발생기, 태양전지, 레이저 광원 등을 개발하고 있다.

 

MBE를 활용한 화합물 반도체 초격자 소재 연구가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일기 박사) 최근에는 type II 초격자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MBE를 이용한 

발진파장 7~10 ㎛ 대역의 InGaAs/InAlAs 양자폭포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s, QCL) 

용 초격자 소재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가스분광센서 연구가 진

행되었고, 77K 온도에서 발진하는 QCL을 국내 처음 개발하였다. 2015년부터 휴대용 고감도 

가스검출용 7.7 및 10.3㎛ 파장의 중적외선 QCL레이저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상온에서 발진

하는 QCL소자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초고속 광통신/광컴퓨팅에 기반이 되는 광연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2000년 10Gbps에서 동작이 가능한 AND 로직을 필두로 하여 6개의 단일 로직을 모두 구현

하였으며, 초고속 광통신/광컴퓨팅으로 가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체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물질인 DNA를 기반으로 하는 광로직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초고속 광통신 관

련하여 1998년 10GHz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2001년 초고속 광대역 파장가변 반도체레이저, 

2006년 이후 40GHz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OPLL회로 등을 개발하였다. (김재헌박사, 전영

민 박사) 1996년에 개발한 Nd:YAG (1.06 μm) 및 Er:YAG(2.94 μm) 2파장 의료용 레이저 기

술을 토대로 2000년 (주)레이저옵텍이 설립되어(주홍 박사) 현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30 여

개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의료용 레이저를 수출하는 등 국내 굴지의 레이저의료기기 개발업

체로 발전하였다. 

2012년부터 High-order Harmonic Generation을 이용한 13.5 nm EUV(Extreme UV) 

레이저를 개발하여 2015년 Gas-cell type으로서는 세계 최고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

한 EUV 마스크 검사장비를 개발하였다.(전영민 박사) 또한 2013년부터 개발한 의료용 피코초 

Alexandrite 레이저는 기존 레이저에 비해 열적효과가 적어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과를 극대

화한 레이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2008년부터 THz 레이저 시스템은 투과도가 높아 바이

러스, 마약, 약품 검출, 또는 비침습 혈당측정 등 많은 산업적 분야에 활용된다.(서민아 박사)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감도

를 높이는 분광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2014년부터는 망막질환으로 

소실된 시각을 생체 적합도가 매

우 높으면서도 사람의 시각 능력

과 유사하게 복원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김재헌 박사) 2014

년부터 신물질로 각광받는 2차원 

13.5 nm  HHG EUV 광원 및 13.5 nm EUV 리소그래피용 마스크 검사장치

메타물질을 이용한 고감도 테라헤르쯔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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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갭 광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집적 광학소자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단일 반도체칩 위에 

다양한 기능의 여러 광소자들을 많이 집적시키기 위해서 밀집된 도파로와 저손실 도파로 기술

의 필요성에 의해 1990년도 초부터 GaAs와 AlGaAs를 이용한 광소자를 연구하여 왔다. 

 

광전자 기술과 관련하여 1990년 초반부터 GaAs와 AlGaAs를 이용한 광소자를 연구하여 

왔으며, 1993년 국내 최초로 화학빔 에피탁시(CBE)장비를 갖추어 III-V 족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광전소자의 개발에 힘썼다.(우덕하 박사) InP MSM 수광소자, 광변조기, 매트릭스 광

스위치, 양자우물의 무질서화, 화합물반도체/절연체의 계면성질 연구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

다. 이후 화합물 반도체 결정성장과 이를 이용한 고출력 반도체 광원, 단전자 소자, 실리콘나

노결정, ZnOx 박막, GaN, 광자띠틈재료(PBG),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 양자우물 및 양자

점의 무질서화(파장 가변), MOSFET의 광반응 등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자성재료 팀과 협력

하여 스핀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MBE(분자속에피성장장치)에 기초한 화

합물 반도체 나노구조를 이용한 단광자 발생기, 태양전지, 레이저 광원 등을 개발하고 있다.

 

MBE를 활용한 화합물 반도체 초격자 소재 연구가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일기 박사) 최근에는 type II 초격자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MBE를 이용한 

발진파장 7~10 ㎛ 대역의 InGaAs/InAlAs 양자폭포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s, QCL) 

용 초격자 소재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가스분광센서 연구가 진

행되었고, 77K 온도에서 발진하는 QCL을 국내 처음 개발하였다. 2015년부터 휴대용 고감도 

가스검출용 7.7 및 10.3㎛ 파장의 중적외선 QCL레이저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상온에서 발진

하는 QCL소자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초고속 광통신/광컴퓨팅에 기반이 되는 광연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2000년 10Gbps에서 동작이 가능한 AND 로직을 필두로 하여 6개의 단일 로직을 모두 구현

하였으며, 초고속 광통신/광컴퓨팅으로 가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체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물질인 DNA를 기반으로 하는 광로직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초고속 광통신 관

련하여 1998년 10GHz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2001년 초고속 광대역 파장가변 반도체레이저, 

2006년 이후 40GHz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OPLL회로 등을 개발하였다. (김재헌박사, 전영

민 박사) 1996년에 개발한 Nd:YAG (1.06 μm) 및 Er:YAG(2.94 μm) 2파장 의료용 레이저 기

술을 토대로 2000년 (주)레이저옵텍이 설립되어(주홍 박사) 현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30 여

개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의료용 레이저를 수출하는 등 국내 굴지의 레이저의료기기 개발업

체로 발전하였다. 

2012년부터 High-order Harmonic Generation을 이용한 13.5 nm EUV(Extreme UV) 

레이저를 개발하여 2015년 Gas-cell type으로서는 세계 최고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

한 EUV 마스크 검사장비를 개발하였다.(전영민 박사) 또한 2013년부터 개발한 의료용 피코초 

Alexandrite 레이저는 기존 레이저에 비해 열적효과가 적어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과를 극대

화한 레이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2008년부터 THz 레이저 시스템은 투과도가 높아 바이

러스, 마약, 약품 검출, 또는 비침습 혈당측정 등 많은 산업적 분야에 활용된다.(서민아 박사)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감도

를 높이는 분광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2014년부터는 망막질환으로 

소실된 시각을 생체 적합도가 매

우 높으면서도 사람의 시각 능력

과 유사하게 복원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김재헌 박사) 2014

년부터 신물질로 각광받는 2차원 

13.5 nm  HHG EUV 광원 및 13.5 nm EUV 리소그래피용 마스크 검사장치

메타물질을 이용한 고감도 테라헤르쯔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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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광학적으로 응용하여 펨토초 레이저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TMDC 물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MXene 물질을 응용한 펨토초 레이저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다양한 특성의 레이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에 선정되었다.(전영민 박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길이표준용으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KRISS 

I2/HeNe-1를 개발하여 국제도량형국과 국제비교측정을 1991년에 하였으며 주파수 차이가 

6.7 kHz 이내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요오드 안정화 레이저를 기반으로 게이지 블록 간섭

계, 각도 측정 간섭계, 거칠기 표준 등을 확립하였으며, 1996년에는 국제도량형 위원회의 위원

으로 KRISS 원장이었던 정명세 박사가 선임되었고 길이자문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됨으로

써, KRISS의 위상이 국제측정표준 분야 선진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명세 박사가 

CIPM 위원과 CCDM(길이정의 자문위) 위원장직을 역임하기까지 길이 분야에서는 원종욱, 임

재선, 서호성, 엄태봉, 엄천일, 김재완, 강주식 등 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고, 최근

에는 김종안, 이재용, 진종한 박사가 합류하여 공정용 형상측정연구를 하고 있다.

광도표준 분야에서는 1988년에 CCPR(광도복사도자문위원회)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실

리콘 표준검출기의 분광감응도 국제비교를 1992년에 하였다. 1994년의 제13차 CCPR 회의에

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정확도에서 전체 18개 참가국 중에

서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1995년에는 액체 헬륨 온도에서 동작되는 저

온 ECR(Electrically Calibrated Radiometer)이 도입되어 광측정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인원 박사와 정영붕, 김용완, 신동주 박사가 수행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CARS(Coherent Anti-Stokes Raman Spectroscopy) 연소진단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공간분해능을 향상시켜 온도와 기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기술이다. 1990년에 CARS를 이용하여 저밀도 플라스마를 진단하는 기술, 1991년에는 CARS 

분광기가 제작되고 질소, CO, 아세칠렌 등의 기체에 대한 CARS 신호를 측정하였다. 1992년

에는 무모드 색소 레이저를 개발하여 광대역 분광기의 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치의 안정도 

및 편리성을 향상시켰으며, 미국 NIST에서 박사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재원 박사의 적극

적인 노력과 이은성 박사 등의 협력으로 세계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물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1990년 초에 독자적인 복사온도계 개발 및 교정체

계연구를 시작하였다. 실리콘 광검출기를 센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복사온도계에 비해 선

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측정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박승남 박사의 노력으로 1994년에 측정표준분야 최고 권위 학

술지인 Metrologia에 복사도계 교정을 위한 내삽공식의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OIML(국제

법정계량기구) 잡지에 보급형 표준복사온도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결상광학 분야에서는 1985년부터 카메라 성능평가를 위한 OTF 측정표준연구를 수행하면

서 국내 광학기기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하였다. OTF 측정장치를 국산화하여 산업체에 보급함

으로써 독자적인 광학계 성능평가능력을 확립하였다. 유리와 액체의 굴절률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Littrow 프리즘을 이용한 자동시준형 분광굴절률 측정표준기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장치의 정밀도는 10-6 수준으로 우수하였다. 1992년부터는 광입

출력장치의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팩시밀리용 Selfoc Lens Array의 결상능력을 평가하였

고 CCD 소자 특성평가, 복사기와 팩스 렌즈의 실시간 MTF 측정기술, LCD TV의 MTF와 분

광분포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1996년에는 삼성전자의 수탁과제로 반도체 박막의 두께측정용 기준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산화박막의 두께가 계속 얇아졌고 삼성

전자는 세계최고의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장 얇은 박막을 다루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두

께 10 nm까지만 기준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더 얇은 수 nm 박막을 측정해야 했

기 때문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공동연구를 의뢰하였고 편광측정표준연구를 수행하던 이윤

우, 조현모, 조용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Ellipsometry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제측정표준을 선도할 수 있었다.

레이저 연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었는데 1989년에서 1993년의 4

년 동안은 독립적인 레이저 연구실이 설치되어 레이저 개발, 특성평가,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레이저연구실은 처음에는 원종욱 박사가 실장을 맡았었는데 원 박사가 창업하여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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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광학적으로 응용하여 펨토초 레이저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TMDC 물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MXene 물질을 응용한 펨토초 레이저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다양한 특성의 레이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에 선정되었다.(전영민 박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길이표준용으로 요오드 안정화 HeNe 레이저 KRISS 

I2/HeNe-1를 개발하여 국제도량형국과 국제비교측정을 1991년에 하였으며 주파수 차이가 

6.7 kHz 이내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요오드 안정화 레이저를 기반으로 게이지 블록 간섭

계, 각도 측정 간섭계, 거칠기 표준 등을 확립하였으며, 1996년에는 국제도량형 위원회의 위원

으로 KRISS 원장이었던 정명세 박사가 선임되었고 길이자문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됨으로

써, KRISS의 위상이 국제측정표준 분야 선진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명세 박사가 

CIPM 위원과 CCDM(길이정의 자문위) 위원장직을 역임하기까지 길이 분야에서는 원종욱, 임

재선, 서호성, 엄태봉, 엄천일, 김재완, 강주식 등 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고, 최근

에는 김종안, 이재용, 진종한 박사가 합류하여 공정용 형상측정연구를 하고 있다.

광도표준 분야에서는 1988년에 CCPR(광도복사도자문위원회)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실

리콘 표준검출기의 분광감응도 국제비교를 1992년에 하였다. 1994년의 제13차 CCPR 회의에

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정확도에서 전체 18개 참가국 중에

서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1995년에는 액체 헬륨 온도에서 동작되는 저

온 ECR(Electrically Calibrated Radiometer)이 도입되어 광측정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인원 박사와 정영붕, 김용완, 신동주 박사가 수행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CARS(Coherent Anti-Stokes Raman Spectroscopy) 연소진단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공간분해능을 향상시켜 온도와 기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기술이다. 1990년에 CARS를 이용하여 저밀도 플라스마를 진단하는 기술, 1991년에는 CARS 

분광기가 제작되고 질소, CO, 아세칠렌 등의 기체에 대한 CARS 신호를 측정하였다. 1992년

에는 무모드 색소 레이저를 개발하여 광대역 분광기의 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치의 안정도 

및 편리성을 향상시켰으며, 미국 NIST에서 박사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재원 박사의 적극

적인 노력과 이은성 박사 등의 협력으로 세계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물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1990년 초에 독자적인 복사온도계 개발 및 교정체

계연구를 시작하였다. 실리콘 광검출기를 센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복사온도계에 비해 선

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측정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박승남 박사의 노력으로 1994년에 측정표준분야 최고 권위 학

술지인 Metrologia에 복사도계 교정을 위한 내삽공식의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OIML(국제

법정계량기구) 잡지에 보급형 표준복사온도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결상광학 분야에서는 1985년부터 카메라 성능평가를 위한 OTF 측정표준연구를 수행하면

서 국내 광학기기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하였다. OTF 측정장치를 국산화하여 산업체에 보급함

으로써 독자적인 광학계 성능평가능력을 확립하였다. 유리와 액체의 굴절률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Littrow 프리즘을 이용한 자동시준형 분광굴절률 측정표준기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장치의 정밀도는 10-6 수준으로 우수하였다. 1992년부터는 광입

출력장치의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팩시밀리용 Selfoc Lens Array의 결상능력을 평가하였

고 CCD 소자 특성평가, 복사기와 팩스 렌즈의 실시간 MTF 측정기술, LCD TV의 MTF와 분

광분포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1996년에는 삼성전자의 수탁과제로 반도체 박막의 두께측정용 기준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산화박막의 두께가 계속 얇아졌고 삼성

전자는 세계최고의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장 얇은 박막을 다루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두

께 10 nm까지만 기준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더 얇은 수 nm 박막을 측정해야 했

기 때문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공동연구를 의뢰하였고 편광측정표준연구를 수행하던 이윤

우, 조현모, 조용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Ellipsometry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제측정표준을 선도할 수 있었다.

레이저 연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었는데 1989년에서 1993년의 4

년 동안은 독립적인 레이저 연구실이 설치되어 레이저 개발, 특성평가,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레이저연구실은 처음에는 원종욱 박사가 실장을 맡았었는데 원 박사가 창업하여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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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퇴직하고 김용평, 김규욱, 최종운 박사 등에 의해 연구가 추진

되었다. 엑시머 레이저 개발에서는 308 nm 자외선을 20 ns, 100 mJ, 40 Hz 반복률로 방출하

는 특성을 얻었고, Ti:Saphire 레이저는 700-800 nm, 75 MHz, 1 ps, 평균출력 500 mW를 얻

었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맞는 X선 발생과 레이저 레이더용 안정화 CO2 레이저도 개발되었다.

2000년에는 광학 연구실들의 기술적 상승작용을 높이기 위하여 광기술표준부를 만들게 되

었고 2005년 7월 기준으로 광기술표준부의 길이연구그룹, 시간주파수연구그룹, 광도복사도그

룹, 나노광계측연구그룹에는 박사 39명을 포함한 정규직 54명과 박사후 연수원을 포함한 외부

인력 6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인원 박사에 이어 이호성 박사가 부장으로 이끌었으며 2006

년에는 KRISS의 방침이 변경되어 연구부를 기술 중심이 아닌 활용목적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

어 광학전문 인력들이 다시 여러 부서로 분산되었다.

길이연구분야에서는 측량기기교정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리측정기기인 ED-

M(Electro-Optical Distance Meter)이나 반사프리즘의 프리즘 상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

거리표준용 기선장을 물리동과 행정동 앞 잔디밭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과

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화염 및 초음속 유체 시공간 분해 진단기법”을 개발하여 4000 ℃까지 

고온 연소기체를 진단할 수 있는 레이저응용 첨단계측기술을 확보하였다. 계측에 필요한 핵심 

광원인 무모드 색소레이저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키고 잡음비율을 2배 이상 줄

이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개발된 기술은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연소연구센

터에 수출되었는데 장비의 보급과 함께 KRISS 연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

는 등 선진국으로 우리의 측정기술을 전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2001년부터 수행한 “정밀광학계 평가능력 확충사업”과 2005년의 국가전문연구사업에 선

정된 우주광학연구단을 통하여 결상광학 분야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대구경 비구면을 가

공하고 평가하는 시설과 기술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직경 2 m의 비구면을 형상 오차 20 ㎚ 

이하로 가공하게 되었다. KRISS는 대구경 정밀광학계 광기계 설계, 가공 그리고 평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기관에 속하게 되었고,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와 대형 

천체망원경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광학연구단장 이윤우 박사와 양호순, 이

혁교, 송재봉, 이재협, 문일권, 김학용, 전병혁, 이회윤, 김영식 등이 수행하였다.

원자광학 연구는 1988년에 KRISS의 기관고유사업으로 광펌핑 세슘원자시계 개발 과제가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KRISS-1으로 명명된 이 원자시계는 이호성, 양성훈, 권택용 등

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2009년에 BIPM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박상언이 

시간주파수그룹에 합류하여 레이저 냉각 및 세슘원자분수시계 개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

다. KRISS-F1으로 명명된 이 세슘원자분수시계는 2021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박창용, 유대혁, 이원규, 허명선 등은 이트븀 광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여 10-17의 불확도를 얻었는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시간의 단위인 초의 재정의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광도복사도 분야에도 박승남, 김승관, 이동훈, 박철웅, 유용심, 박성종, 황지수 등이 합류

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기존 측정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체계화하는 연구와 함께 광섬유특

성 측정표준 확립, LED 특성측정표준확립 등의 새로운 역량이 축적되었다. 특히 LED 광특성

에 대한 국제비교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광도표준을 선도하는 연구실임을 인정받

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온도분야와 광도분야를 연결하기 위한 실

험이 수행된 점이다. 온도표준에 소급성을 가지는 복사온도계로 고온흑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흑체의 광도를 조명도계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2019년부

터 물리상수를 바탕으로 국제단위계가 개정되면서, 절대복사온도계를 사용하여절대온도 눈금

을 실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광도복사도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인 NEWRAD는 미주와 유럽에서만 개최

되었는데 2005년 스위스 Davos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KRISS 연구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논문

도 발표하였으며 차기 대회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여 승인되었고 2008년에 대전 컨벤션센터

와 KRISS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광도복사도 분야의 KRISS 위상이 아시아 최고 수준임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에는 국제조명위원회 Mid-term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

으로 개최하였다.

◦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광주 광산업의 토대가 될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첨단 

광과학기술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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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퇴직하고 김용평, 김규욱, 최종운 박사 등에 의해 연구가 추진

되었다. 엑시머 레이저 개발에서는 308 nm 자외선을 20 ns, 100 mJ, 40 Hz 반복률로 방출하

는 특성을 얻었고, Ti:Saphire 레이저는 700-800 nm, 75 MHz, 1 ps, 평균출력 500 mW를 얻

었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맞는 X선 발생과 레이저 레이더용 안정화 CO2 레이저도 개발되었다.

2000년에는 광학 연구실들의 기술적 상승작용을 높이기 위하여 광기술표준부를 만들게 되

었고 2005년 7월 기준으로 광기술표준부의 길이연구그룹, 시간주파수연구그룹, 광도복사도그

룹, 나노광계측연구그룹에는 박사 39명을 포함한 정규직 54명과 박사후 연수원을 포함한 외부

인력 6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인원 박사에 이어 이호성 박사가 부장으로 이끌었으며 2006

년에는 KRISS의 방침이 변경되어 연구부를 기술 중심이 아닌 활용목적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

어 광학전문 인력들이 다시 여러 부서로 분산되었다.

길이연구분야에서는 측량기기교정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리측정기기인 ED-

M(Electro-Optical Distance Meter)이나 반사프리즘의 프리즘 상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

거리표준용 기선장을 물리동과 행정동 앞 잔디밭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과

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화염 및 초음속 유체 시공간 분해 진단기법”을 개발하여 4000 ℃까지 

고온 연소기체를 진단할 수 있는 레이저응용 첨단계측기술을 확보하였다. 계측에 필요한 핵심 

광원인 무모드 색소레이저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키고 잡음비율을 2배 이상 줄

이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개발된 기술은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연소연구센

터에 수출되었는데 장비의 보급과 함께 KRISS 연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

는 등 선진국으로 우리의 측정기술을 전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2001년부터 수행한 “정밀광학계 평가능력 확충사업”과 2005년의 국가전문연구사업에 선

정된 우주광학연구단을 통하여 결상광학 분야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대구경 비구면을 가

공하고 평가하는 시설과 기술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직경 2 m의 비구면을 형상 오차 20 ㎚ 

이하로 가공하게 되었다. KRISS는 대구경 정밀광학계 광기계 설계, 가공 그리고 평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기관에 속하게 되었고,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와 대형 

천체망원경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광학연구단장 이윤우 박사와 양호순, 이

혁교, 송재봉, 이재협, 문일권, 김학용, 전병혁, 이회윤, 김영식 등이 수행하였다.

원자광학 연구는 1988년에 KRISS의 기관고유사업으로 광펌핑 세슘원자시계 개발 과제가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KRISS-1으로 명명된 이 원자시계는 이호성, 양성훈, 권택용 등

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2009년에 BIPM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박상언이 

시간주파수그룹에 합류하여 레이저 냉각 및 세슘원자분수시계 개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

다. KRISS-F1으로 명명된 이 세슘원자분수시계는 2021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박창용, 유대혁, 이원규, 허명선 등은 이트븀 광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여 10-17의 불확도를 얻었는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시간의 단위인 초의 재정의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광도복사도 분야에도 박승남, 김승관, 이동훈, 박철웅, 유용심, 박성종, 황지수 등이 합류

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기존 측정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체계화하는 연구와 함께 광섬유특

성 측정표준 확립, LED 특성측정표준확립 등의 새로운 역량이 축적되었다. 특히 LED 광특성

에 대한 국제비교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광도표준을 선도하는 연구실임을 인정받

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온도분야와 광도분야를 연결하기 위한 실

험이 수행된 점이다. 온도표준에 소급성을 가지는 복사온도계로 고온흑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흑체의 광도를 조명도계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2019년부

터 물리상수를 바탕으로 국제단위계가 개정되면서, 절대복사온도계를 사용하여절대온도 눈금

을 실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광도복사도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인 NEWRAD는 미주와 유럽에서만 개최

되었는데 2005년 스위스 Davos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KRISS 연구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논문

도 발표하였으며 차기 대회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여 승인되었고 2008년에 대전 컨벤션센터

와 KRISS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광도복사도 분야의 KRISS 위상이 아시아 최고 수준임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에는 국제조명위원회 Mid-term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

으로 개최하였다.

◦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광주 광산업의 토대가 될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첨단 

광과학기술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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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으로 근무하던 이종민 박사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겸 고등광기술연구소 초

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정부로부터 5년간 교수 10명, 연구원 40명, 직

원 18명 등 총 68명을 연구소 정원으로 배정받았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광과학기술 전문 연

구소 추진을 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설립되었다. 레이저 개발 전문가인 노영철 박사가 첫 

연구원으로 입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소자 분야 전문가인 이영락 박사, 레이저 분야 전문가

인 정창수, 유태준 박사, 레이저-플라즈마 분야 전문가인 최일우 박사 등이 설립 초기에 연구

소에 입소하였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자광학부에 근무하던 고도경 박사가 고등광기술

연구소 근무 정규직 교수로 입소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연구소 업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고등광기술연구

소 운영사업을 수탁 받아 연구소 자체의 독립 연구동을 건설하고, 연구 환경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3년 8월에는 연구소장인 이종민 교

수의 대형 국책 연구사업 수주 노력이 성과를 얻어 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 총액 480억 규모

의 “극초단 광양자빔 설치 운영 사업(사업 책임자: 이종민)”과 연구비 총액 169억 규모의 “극

초단 광양자빔 이용기술 개발 사업(사업 책임자: 이종민)”을 수주하였다. 이 두 사업은 2005년 

이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통합 관리된다. 

 

2004년도를 기점으로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증가, 조직 정비, 그리고 대형 연구

개발 사업 연구비 수주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연구소 운

영사업비도 매년 15퍼센트 이상 계속 증액되었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페타와트(Petawatt, 

10^15W) 수준의 순간 출력을 발생시키는 대형 고출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당시의 국내 연구 수준 및 인력 확보 수준에서 판단하면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야심

찬 계획이었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실험 연구는 국내 연구 환

경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초단 광양자빔 이용기술 사업을 통

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들에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한 응용 연구 분야 수탁연구비를 지원함으

로서, 관련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05년 초에는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독자적인 연구소 본관 건물

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광공학

연구부와 경영지원부를 설립하여 연구소 조직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연구부장에 고도경 

박사, 경영지원부장에 본원 행정처장이었던 노해득씨가 각각 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구부 산

하에는 레이저 연구실, 펨토과학 연구실, 레이저 분광학 연구실, 레이저-플라즈마 가속 연구

실, 광소재소자 연구실, 광정보통신 연구실, 나노광학 연구실, 생명광학 연구실, 미세광학 연

구실, 양자광학 연구실 등 10개의 연구실 체제를 구축하였다. 

 

각 관련 연구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원 충원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기에

는 분광학 연구를 위해서 변지수, 한송희, 오명규 박사, 나노광학 연구를 위해서 정문석, 김종

수 박사, 비선형광학 연구를 위해서 유난이 박사, 테라헤르쯔파 연구를 위해서 기철식, 강철 

박사, 광정보통신 연구를 위해서 유봉안 박사, 레이저를 이용한 초정밀 미세가공연구를 위해

서 손익부 박사, 광소재소자 연구를 위해서 신우진, 엄태중, 김소은 박사, 생명광학 연구를 위

해서 김준헌 박사 등이 입소하였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연구원

들에 대한 채용도 많이 이루어졌다. 레이저 분야에서는 홍경한 박사, 이성구 박사, 성재희 박

사, 정태문 박사가, 레이저-플라즈마 분야 이론 연구 분아에서는 김정훈, 김철민 박사가, 레

이저-플라즈마 응용실험 분야에서는 김형택, 김이종, 김경택 박사가 새롭게 가세하였다. 극초

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창원과 강승우를 각각 기술원과 기능원으로 채용하여 시설을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등광기술연구소 건물 1층 청정실험실에 100 테라와

트(Terawatt, 10^12W) 레이저 시스템과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플라즈마 응용실험을 할 수 있

는 기초연구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다. 설치된 레이저는 30 펨토초(femtosecond, 10^-15sec) 

레이저 펄스폭과 최대 3 주울(Joule)의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펄스를 10 헤르쯔(Hz)의 반복

률로 발생시킬 수 있었다. 100 테라와트 레이저가 설치된 이후로는 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

구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초강력 레이저 펄스를 이용한 전자 가속, 양성자 가속, 결맞

는 X-선 발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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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으로 근무하던 이종민 박사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겸 고등광기술연구소 초

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정부로부터 5년간 교수 10명, 연구원 40명, 직

원 18명 등 총 68명을 연구소 정원으로 배정받았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광과학기술 전문 연

구소 추진을 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설립되었다. 레이저 개발 전문가인 노영철 박사가 첫 

연구원으로 입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소자 분야 전문가인 이영락 박사, 레이저 분야 전문가

인 정창수, 유태준 박사, 레이저-플라즈마 분야 전문가인 최일우 박사 등이 설립 초기에 연구

소에 입소하였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자광학부에 근무하던 고도경 박사가 고등광기술

연구소 근무 정규직 교수로 입소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연구소 업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고등광기술연구

소 운영사업을 수탁 받아 연구소 자체의 독립 연구동을 건설하고, 연구 환경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3년 8월에는 연구소장인 이종민 교

수의 대형 국책 연구사업 수주 노력이 성과를 얻어 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 총액 480억 규모

의 “극초단 광양자빔 설치 운영 사업(사업 책임자: 이종민)”과 연구비 총액 169억 규모의 “극

초단 광양자빔 이용기술 개발 사업(사업 책임자: 이종민)”을 수주하였다. 이 두 사업은 2005년 

이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통합 관리된다. 

 

2004년도를 기점으로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증가, 조직 정비, 그리고 대형 연구

개발 사업 연구비 수주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연구소 운

영사업비도 매년 15퍼센트 이상 계속 증액되었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페타와트(Petawatt, 

10^15W) 수준의 순간 출력을 발생시키는 대형 고출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당시의 국내 연구 수준 및 인력 확보 수준에서 판단하면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야심

찬 계획이었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실험 연구는 국내 연구 환

경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초단 광양자빔 이용기술 사업을 통

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들에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한 응용 연구 분야 수탁연구비를 지원함으

로서, 관련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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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부•총사 119 3장•해방 이후 한국 광학의 발달



 2008년 11월에는 드디어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이 완공되고 모든 시설들이 이 전용 

연구동으로 이전되어 페타와트 레이저 구축을 위한 목표 달성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결실을 얻어서 2008년 당시 세계 최초로 1.5 G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순수 국내 연구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를 

Nature Photonics(Sept. 2008)에 출판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용 특수연구동과 함께 100 테라와트 레이저가 안정적으로 운용되자 이 레이저를 이용한 

국내·외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레이저 시설을 이용한 대표적인 공동연구 그룹들

로,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KAIST 등이 있었고, 국외에서는 일본의 

일본원자력연구기구(JAEA), 체코의 PALS, 독일의 MBI 등이 있었다.    

고등광기술연구소는 2008년 후반에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맡게 된다. 우선, 초대와 2대 소장

을 맡아서 연구소를 이끌고 정착시킨 이종민 소장이 정년퇴임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직과 

고등광기술연구소 소장직에서 물러나고 석좌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12년 초에 종료 예정인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사업 책임자만 계속 맡아서 연구 사업과 관련 연구에만 전념하게 된

다. 이종민 소장의 후임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선임부장을 역임한 이인원 박사가 2008

년 10월 제 3대 고등광기술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2009년 초에 이인원 소장은 변화된 

연구소 환경에 맞도록 고등광기술연구소 연구조직을 재편하고, 레이저연구실과 펨토과학연구

실을 새로 완공된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으로 이전하여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본 사업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세계적인 연구결과 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였

다. 우선, 2010년에는 레이저 펄스폭이 30 fs이고 30 J의 에너지를 갖는 티타늄 사파이어 기반 

1 페타와트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광학 및 레이저 분야 최고 전문 학술지인 Optics 

Letters(2010)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년 후인 2012년에는 펄스폭은 같게 유지하면서, 에

너지는 45 J로 1.5배 더 큰 출력의 1.5 페타와트 레이저를 다시 한 번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내·외 연구진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후로 많은 견학 및 방문을 통하여 고

등광기술연구소가 국내 및 국외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고등광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세계적인 연구시설은 곧 세계적인 연구 결과 창출로 이어졌다. 

이 페타와트 레이저 시설을 이용해서 초강력 레이저와 고체 표적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초고

차 고차조화파 발생 연구 (2012년 Nature Comm. 발표), 세계 최초로 페타와트 레이저 펄스

를 이용한 45 MeV의 고에너지 양성자 빔 발생 (2013년 PRL 발표)과 3.5 GeV의 고에너지 전

자빔 발생 (2013년 PRL 발표) 등 독창성 있는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우수 연구 

결과물들은 기존의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유럽의 ELI-beamlines, 일본 오사카 대학의 ILE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새롭게 맺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등

광기술연구소가 수행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2012년 말에 종료되었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 운영 사업 종료 이후에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이 기

초과학연구원(IBS)의 광주과학기술원 캠퍼스 연구단으로 2012년 12월에 발족하여 극초단 광
고등광기술연구소 (사진 중앙)와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 (연구소 뒷편 회색 건물)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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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빔 연구시설을 이용하였다.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남창희 교수를 연구단장으로 하여 고등광기술연구소 초강력레이저연구실의 연구원들을  주축

으로 운영되었다. 연구단에서는 초강력 레이저를 강하게 집속시킬 때 형성되는 초강력 레이저

장을 이용하여 전자, 양성자, 중이온과 같은 하전 입자를 가속시키고, 엑스선과 감마선과 같

은 고에너지 광자를 발생시켜 근본적인 물리 현상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

행하였다.   

초강력레이저연구실의 연구진과 연구단에서는 세계적인 연구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 분야

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초강력 레이저 시설의 성능 향상과 함께 새로운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였다. 먼저 기존의 1.5 페타와트 초강력 레이저의 성능 향상을 통해 20 fs의 펄스폭과 

84 J의 에너지로 4.2 페타와트의 세계 최고 출력을 가지는 초강력 레이저를 2016년에 개발하

였고, 그 결과를 Optics Letters 학술지에 발표하여 바로 ‘OSA Spotlight on Optics’로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4.2 페타와트 레이저의 파면 보상 및 회절한계 집속을 통해 5x10^22 W/cm2 

이상의 세계 최고 레이저 세기를 달성하였다 (2019년 Opt. Express 발표). 그리고 이러한 4.2 

페타와트 레이저와 함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5 Hz의 높은 반복률로 활용도가 높은 다목

적 150 테라와트 레이저를 2017년도에 새롭게 개발하여 상대론 영역에서의 레이저와 물질간

의 상호작용 연구에 활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통해 극한의 물리 환경을 실험실에서 안정적으

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극한의 물리 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색펄스 고차조화

파 분광법을 이용한 분자 다중 오비탈 특성 분석 연구(2015년 PRL 발표), 페타와트 레이저를 

이용한 93 MeV의 고에너지 양성자 빔 발생(2016년 Physics of Plasmas 발표), 페타와트 레

이저의 스펙트럼 위상 조절을 통한 안정된 2 GeV의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2017년 Scientific 

Reports 발표) 등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비선형 양자전기역학 현상을 실험

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비선형 콤프턴 산란을 통한 극초단 감마선 발생 실험을 수행하는 등 새

로운 물리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한국광기술원

한국광기술원은 지역 산업 육성과 광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2001년 4월 설립

되었다. 한국이 광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020억원을 투입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에 현 청사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설립 이후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현재는 300여명의 인력

이 연구 개발과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광기술·제품 개발 장비와 시험·계측·인증 및 신뢰성 평

가 장비 등 820여 대 이상의 첨단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광관련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기술 융복합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신규 사업화에 주력하

페타와트 레이저 실험실 (왼쪽)과 레이저-플라즈마 응용 연구 실험실 (오른쪽) 고등광기술연구소 초강력 레이저 개발 연혁

2005 2008 2010 2011 2016 20172012.12

100 TW 레이저
개발

4.2 PW 레이저
개발

1.5 PW 레이저
개발

1.0 PW 레이저
개발

IBS 사업
시작

다목적 150 TW
레이저 추가 개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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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빔 연구시설을 이용하였다.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남창희 교수를 연구단장으로 하여 고등광기술연구소 초강력레이저연구실의 연구원들을  주축

으로 운영되었다. 연구단에서는 초강력 레이저를 강하게 집속시킬 때 형성되는 초강력 레이저

장을 이용하여 전자, 양성자, 중이온과 같은 하전 입자를 가속시키고, 엑스선과 감마선과 같

은 고에너지 광자를 발생시켜 근본적인 물리 현상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

행하였다.   

초강력레이저연구실의 연구진과 연구단에서는 세계적인 연구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 분야

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초강력 레이저 시설의 성능 향상과 함께 새로운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였다. 먼저 기존의 1.5 페타와트 초강력 레이저의 성능 향상을 통해 20 fs의 펄스폭과 

84 J의 에너지로 4.2 페타와트의 세계 최고 출력을 가지는 초강력 레이저를 2016년에 개발하

였고, 그 결과를 Optics Letters 학술지에 발표하여 바로 ‘OSA Spotlight on Optics’로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4.2 페타와트 레이저의 파면 보상 및 회절한계 집속을 통해 5x10^22 W/cm2 

이상의 세계 최고 레이저 세기를 달성하였다 (2019년 Opt. Express 발표). 그리고 이러한 4.2 

페타와트 레이저와 함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5 Hz의 높은 반복률로 활용도가 높은 다목

적 150 테라와트 레이저를 2017년도에 새롭게 개발하여 상대론 영역에서의 레이저와 물질간

의 상호작용 연구에 활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통해 극한의 물리 환경을 실험실에서 안정적으

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극한의 물리 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색펄스 고차조화

파 분광법을 이용한 분자 다중 오비탈 특성 분석 연구(2015년 PRL 발표), 페타와트 레이저를 

이용한 93 MeV의 고에너지 양성자 빔 발생(2016년 Physics of Plasmas 발표), 페타와트 레

이저의 스펙트럼 위상 조절을 통한 안정된 2 GeV의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2017년 Scientific 

Reports 발표) 등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비선형 양자전기역학 현상을 실험

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비선형 콤프턴 산란을 통한 극초단 감마선 발생 실험을 수행하는 등 새

로운 물리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한국광기술원

한국광기술원은 지역 산업 육성과 광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2001년 4월 설립

되었다. 한국이 광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020억원을 투입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에 현 청사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설립 이후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현재는 300여명의 인력

이 연구 개발과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광기술·제품 개발 장비와 시험·계측·인증 및 신뢰성 평

가 장비 등 820여 대 이상의 첨단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광관련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기술 융복합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신규 사업화에 주력하

페타와트 레이저 실험실 (왼쪽)과 레이저-플라즈마 응용 연구 실험실 (오른쪽) 고등광기술연구소 초강력 레이저 개발 연혁

2005 2008 2010 2011 2016 20172012.12

100 TW 레이저
개발

4.2 PW 레이저
개발

1.5 PW 레이저
개발

1.0 PW 레이저
개발

IBS 사업
시작

다목적 150 TW
레이저 추가 개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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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해외 공동연구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 별로 보면 △마이크로LED 

△고출력 레이저 △LED조명 △광학렌즈 △AR・VR △광센서 △광의료 등 광융합분야에 초

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LED 핵심기술 기반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R/G/B 마이

크로 LED 광원, 칩 대량전사(이송) 및 소재, Flexible & stretchable 소자 개발 뿐만 아니라 

AlGaInP 기반 의료・식물용 특수 광원, AlGaAs 기반 Night Vision, 생체신호 획득용 적외

선 광원, UV LED 소자 및 응용 기술역량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6년 3mW급 380nm 

UV LED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2014년 초고방열 접착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

다. 2016년에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한 실리콘 봉지재 초고속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무

응력) 경화기술'을 개발하였다.

 

레이저 연구분야는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패키지・모듈, 특수 광섬유 소재 개발

과 GaN 기반 자외선 및 B/G 레이저 다이오드, GaAs 기반 적외선 VCSEL 등 화합물 반도

체 레이저 개발 등 UV/VIS/IR 레이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급(크기 

450×750×59㎣) 광섬유 레이저를 개발하였고,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4.5㎾급 산업

용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듈 국산화에 성공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IoT기반 스마트 광센서는 다양한 물리량 계측을 위한 분포형, 배열형 및 포인트형 광센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가 기반 시설이나 대형 산업 시설

물, 스마트 시티의 안전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응용되고 있다. 2016년 ‘전력설비 아크

플래시 방전 모니터링 광섬유센서’를 전력제어시스템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2017

년에 지중전력선 송전용량 산출 및 화재감시를 위한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 DTS)’을 한전 KDN㈜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018년에

는 방사선 노출 설비나 원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포형 방사선 감지와 모니터링 시스템

(DRS·Distributed Radiation Sensor)’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광섬유로 온도와 변형률

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계측하여 교량, 철로 등 산업 시설의 예방 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광

주파수영역 반사측정 (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OFDR) 시스템 국산화 개

발에 성공하였다.

 

이밖에 광학소재, 광학설계, 공정기술(가공, 성형, 코팅), 측정평가 등 전주기 광학 기술도 

선도하고 있다. 가시광선 광학분야, 적외선 광학분야, 적외선 광학소재 분야 뿐 아니라 차세대 

광학모듈 분야까지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열변형 시뮬레이션기법을 도입해 적외

선 광학렌즈 성형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2단계 금형코어 성형기술을 적용해 적외선 비구

면 광학렌즈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7년에

는 차세대 광학 모듈 핵심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친환경 소재인 칼코지나이드 

광학유리 소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초소형 광학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LED, Laser, Sensor, Lens 관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환경, 의료・바이

오, 자율주행차, ICT융합・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광융합기술 개발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저조도 발전가능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 빛공

해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등을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 개발한 LED 가로등이 해외수출로 이어

졌고, 2015년에는 고광도 육지 초인용 LED 대형등명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국광기술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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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해외 공동연구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 별로 보면 △마이크로LED 

△고출력 레이저 △LED조명 △광학렌즈 △AR・VR △광센서 △광의료 등 광융합분야에 초

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LED 핵심기술 기반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R/G/B 마이

크로 LED 광원, 칩 대량전사(이송) 및 소재, Flexible & stretchable 소자 개발 뿐만 아니라 

AlGaInP 기반 의료・식물용 특수 광원, AlGaAs 기반 Night Vision, 생체신호 획득용 적외

선 광원, UV LED 소자 및 응용 기술역량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6년 3mW급 380nm 

UV LED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2014년 초고방열 접착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

다. 2016년에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한 실리콘 봉지재 초고속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무

응력) 경화기술'을 개발하였다.

 

레이저 연구분야는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패키지・모듈, 특수 광섬유 소재 개발

과 GaN 기반 자외선 및 B/G 레이저 다이오드, GaAs 기반 적외선 VCSEL 등 화합물 반도

체 레이저 개발 등 UV/VIS/IR 레이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급(크기 

450×750×59㎣) 광섬유 레이저를 개발하였고,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4.5㎾급 산업

용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듈 국산화에 성공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IoT기반 스마트 광센서는 다양한 물리량 계측을 위한 분포형, 배열형 및 포인트형 광센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가 기반 시설이나 대형 산업 시설

물, 스마트 시티의 안전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응용되고 있다. 2016년 ‘전력설비 아크

플래시 방전 모니터링 광섬유센서’를 전력제어시스템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2017

년에 지중전력선 송전용량 산출 및 화재감시를 위한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 DTS)’을 한전 KDN㈜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018년에

는 방사선 노출 설비나 원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포형 방사선 감지와 모니터링 시스템

(DRS·Distributed Radiation Sensor)’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광섬유로 온도와 변형률

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계측하여 교량, 철로 등 산업 시설의 예방 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광

주파수영역 반사측정 (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OFDR) 시스템 국산화 개

발에 성공하였다.

 

이밖에 광학소재, 광학설계, 공정기술(가공, 성형, 코팅), 측정평가 등 전주기 광학 기술도 

선도하고 있다. 가시광선 광학분야, 적외선 광학분야, 적외선 광학소재 분야 뿐 아니라 차세대 

광학모듈 분야까지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열변형 시뮬레이션기법을 도입해 적외

선 광학렌즈 성형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2단계 금형코어 성형기술을 적용해 적외선 비구

면 광학렌즈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7년에

는 차세대 광학 모듈 핵심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친환경 소재인 칼코지나이드 

광학유리 소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초소형 광학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LED, Laser, Sensor, Lens 관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환경, 의료・바이

오, 자율주행차, ICT융합・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광융합기술 개발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저조도 발전가능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 빛공

해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등을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 개발한 LED 가로등이 해외수출로 이어

졌고, 2015년에는 고광도 육지 초인용 LED 대형등명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국광기술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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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광송수신기 단위 전송속도를 10Gbps, 40Gbps, 100Gbps, 200Gbps, 

400Gbps로 계속 고속화시키고 시스템의 주요 기능의 모듈화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

하였다.

ETRI는 2004년도 이후 광전송 기술 핵심 요소 기술인 광트랜시버 및 광송수신기 기술 개

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80km 전송 

100G CFP 광트랜시버를 개발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200Gbps 

및 400Gbps 광트랜시버 기술을 확보하였다. 

 

ETRI는 2002년부터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을 통해 집안까지 광신호가 직접 지원되

는 기가비트 FTTH 시대를 개척하였다. 2015년에는 대용량 NG-PON2 기술을 개발하여 기

존보다 ‘100배 빠른 10Gbps 광인터넷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1/1,000초 이내에 

정보 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25Gbps급 촉각 인터넷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2020년에는 

Indoor 환경에서 전파 음영 지역 없이 5G 서비스를 맘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5G 이동통

신용 광중계기/DAS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광통신 시스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에 임

하고 있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피부치료용 스트레처블 LED 패치 시스템, 개인 맞춤형 광융합 

휴먼케어 스마트 시스템, AI기능 탑재 망막수술용 형광망막 촬영기기 등을 개발하였다. 2017

년 치아와 잇몸구조를 3차원(D) 입체영상으로 스캔해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공초점 방식의 

3차원 구강스캐너를 개발하였고, 2020년에는 2·3차원(D) 영상획득용 망막 광간섭단층영상기

기(OCT)를 개발하였으며, 피부 부착형 무선 마이크로 LED 광패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상용

화를 추진중이다.

 

자율주행차/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사용자 맞춤형 인터랙티브 조명, 스마트 헤드램프/

해안환경 맞춤형 가로등 시스템,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시스템, 라이다 광원용 유리 광섬유 

소재 등을 개발하였다. 2018년 인피니티 미러(Infinity mirror) 기술을 이용해 3D 효과를 줄 

수 있는 자동차용 리어램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2019년 한국전력의 성능 규격을 만

족하는 고광도 LED 항공장애표시등을 개발하였다.

 

ICT융합/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안경방식 투시형 AR 영상구현 시스템, 고속 샘플링 레이

저 변위 계측 센서, 완전 입체영상 구현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하였다. 2019년 높은 

수준의 광(廣)시야각, 고해상도, 고선명성을 지닌 증강현실영상구현 시스템 개발과 라이트 필

드 기술기반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속 레이저 센

서 기술을 활용한 K-9 자주포 등 전차의 포신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다.

 

2020년 1월에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로부터 광융합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지정되었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광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

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1992년 SDH 방식의 155Mbps 동기식 전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이어, 

2.5Gbps 및 10Gbps 광전송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국가 정보통신망의 기반인 광통신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부터는 WDM 방식의 160Gbps 및 1.6테라비트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용량 초고속 광통신 기술개발을 선도하였다. 이후 새로운 서비스와 
10Gbps SDH 광전송 시스템 시험, 1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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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광송수신기 단위 전송속도를 10Gbps, 40Gbps, 100Gbps, 200Gbps, 

400Gbps로 계속 고속화시키고 시스템의 주요 기능의 모듈화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

하였다.

ETRI는 2004년도 이후 광전송 기술 핵심 요소 기술인 광트랜시버 및 광송수신기 기술 개

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80km 전송 

100G CFP 광트랜시버를 개발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200Gbps 

및 400Gbps 광트랜시버 기술을 확보하였다. 

 

ETRI는 2002년부터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을 통해 집안까지 광신호가 직접 지원되

는 기가비트 FTTH 시대를 개척하였다. 2015년에는 대용량 NG-PON2 기술을 개발하여 기

존보다 ‘100배 빠른 10Gbps 광인터넷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1/1,000초 이내에 

정보 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25Gbps급 촉각 인터넷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2020년에는 

Indoor 환경에서 전파 음영 지역 없이 5G 서비스를 맘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5G 이동통

신용 광중계기/DAS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광통신 시스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에 임

하고 있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피부치료용 스트레처블 LED 패치 시스템, 개인 맞춤형 광융합 

휴먼케어 스마트 시스템, AI기능 탑재 망막수술용 형광망막 촬영기기 등을 개발하였다. 2017

년 치아와 잇몸구조를 3차원(D) 입체영상으로 스캔해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공초점 방식의 

3차원 구강스캐너를 개발하였고, 2020년에는 2·3차원(D) 영상획득용 망막 광간섭단층영상기

기(OCT)를 개발하였으며, 피부 부착형 무선 마이크로 LED 광패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상용

화를 추진중이다.

 

자율주행차/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사용자 맞춤형 인터랙티브 조명, 스마트 헤드램프/

해안환경 맞춤형 가로등 시스템,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시스템, 라이다 광원용 유리 광섬유 

소재 등을 개발하였다. 2018년 인피니티 미러(Infinity mirror) 기술을 이용해 3D 효과를 줄 

수 있는 자동차용 리어램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2019년 한국전력의 성능 규격을 만

족하는 고광도 LED 항공장애표시등을 개발하였다.

 

ICT융합/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안경방식 투시형 AR 영상구현 시스템, 고속 샘플링 레이

저 변위 계측 센서, 완전 입체영상 구현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하였다. 2019년 높은 

수준의 광(廣)시야각, 고해상도, 고선명성을 지닌 증강현실영상구현 시스템 개발과 라이트 필

드 기술기반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속 레이저 센

서 기술을 활용한 K-9 자주포 등 전차의 포신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다.

 

2020년 1월에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로부터 광융합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지정되었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광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

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1992년 SDH 방식의 155Mbps 동기식 전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이어, 

2.5Gbps 및 10Gbps 광전송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국가 정보통신망의 기반인 광통신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부터는 WDM 방식의 160Gbps 및 1.6테라비트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용량 초고속 광통신 기술개발을 선도하였다. 이후 새로운 서비스와 
10Gbps SDH 광전송 시스템 시험, 1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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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광통신부품은 1985년 1.3μm LD 칩의 연속 동작 및 1.55μm LD 칩의 펄스 동작을 

구현을 시작으로 1995년에 2.5 Gbps 광통신 시스템용 1.55 μm 단일 파장의 PBH-DFB-LD 

칩을 개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대용량 WDM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2004년 33nm의 파장 가변 범

위에 50GHz 간격으로 40개 채널의 스펙트럼과 35dB 이상의 사이드 모드 억제 비율, 11dBm 

이상의 광섬유 결합 광 출력의 성능을 가진 tunable LD 모듈을 개발하였다. 광통신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도입하는 FTTH(Fiber-To-The-Home, 가입자망) 시대에 맞추어 반사형 광증

폭기를 이용한 ‘파장 무의존형 광원 기술’을 개발하여 2004년 1.25Gbps 신호 전송이 가능한 

광송수신 모듈을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시스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기가급 

WDM-PON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클라우드 보급으로 데이터센터 통신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개발을 시작, 2014년 100G 광송수신부품 및 광트랜시버를,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400G 광송수신부품과 초소형 광학엔진을 개발하여 데이터센터 라인카드 용량을 

8배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5G 이동통신 프론트홀에 필요한 25G 광소자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체를 통한 상

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달망에 필요한 200G 코히어런트 통신용 광소자 및 모듈, 전달망 네

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ROADM용 광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차세대 광

통신을 위한 초소형, 초집적, 초고속을 목표로 이종결합에 기반한 테라급 3D 광전집적 소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토닉스 기반의 테라헤르츠 핵심 부품기술을 201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테라헤르츠 

통신, 산업 응용에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테라헤르츠 핵심 부품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였다. 6G 무선 통신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의 하나로 테라헤르츠 무선 전송 기술을 개발중

이며, 2019년부터 포토닉스 기반의 소자와 전자 소자 기술을 융합, 테라헤르츠 무선전송을 위

한 핵심 부품기술을 개발 중이다. 짧게는 2023년까지 100Gbps 10m급 테라헤르츠 근거리 무

선 전송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테라헤르츠 무선전송 시대의 핵심

기술을 착실하게 확보하고자 연구개발 중이다.

  
ETRI 개발 광부품 (a) 4x25G EML 어레이 (b) 200G 코히어런트 광수신기 (c) 400G 광학엔진

1991년도 이후 현재까지 한국광학회의 부흥기에는 대학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이 획

기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는 물론 선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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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최초로 라이다(LiDAR) 기술을 국제공동 연구

를 통해 자체 개발하였고, 세계적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라이다 기술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라이다에 대한 연구개발은 199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Prokhorov 박사의 제안으로 시

작되었다. 경희대학교 레이저공학연구소 부설 라이다센터를 설치하여, 1992년 1월 러시아 일

반물리연구소산하 PIC(Physical Instrumentation Center)와 라이다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협

력을 체결하였다. 1992년 9월에는 PIC 소장인 Bukreev 박사 연구팀과의 협력으로 성층권 오

존 관측 라이다를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수원상공 성층권(10 ~ 30 km) 오존 관측에 성공하였

다. 1992년 10월에는 러시아 SPA(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 TYPHOON연구소의 

Khmelevtsov 박사와 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동개발협력을 체결하였다. 1993년에

는 PIC 및 TYPHOON과 공동으로 대류권오존 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층권시스템과 조합형

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이용하여 박찬봉 등은 1990년대 말 까지 수원상공의 오존층 및 피나투

보 화산에 의한 에어로졸 화합물의 정밀 관측하는 연구를 국내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러시아 TYPHOON연구소 및 LG 산전과 공동 참여하여 대기오염(SO2/NO2/O3) 측

정용 이동형 DIAL 라이다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에는 이용우·박성규·박찬봉 등

이 Khmelevtsov팀과 Bukreev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개발된 라이다를 사용하여 수원지역 권

선지구 공단의 오염물질을 성공적으로 계측하였다. 1998년에는 박찬봉·하동훈·장재경 등은 기

존의 에어로졸 라이다를 PIC와 TYPHOON과 협력을 다파장(355/532/1064 nm) 라이다로 성

능을 확장하여, 수원상공 에어로졸 및 황사의 입경분포 및 형상분포를 계측하였다. 2002년에

는 박찬봉·김진환 등은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의 Sugimoto팀과 국제공동연구로 대류권 상공

의 황사 및 에어로졸을 24시간 연속으로 관측하는 전자동 에어로졸 라이다(ACA-LiDAR) 개

발하여 운영하였다. 2005년에는 박찬봉 등은 TYPHOON 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자의 다파장 

에어로졸 라이다를 2파장 편광채널로 개조하고 또 라만채널을 추가하여 5 km 내의 수증기 측

정에 성공하였다.

또한 각종 라이다의 성공적인 개발로 9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국제관측망에 가입하여 국제

적인 공동 관측연구를 수행하였다. 1994년에는 NASA 우주왕복선 탑재 라이다시스템 관측데

이터의 비교검증 프로그램(LITE Progra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98년에는 국제적 대

기 관측망인 NDSC (성층권변화 측정네트워크; 현재는 NDACC(Network for the Detection 

of Atmospheric Composition Change)의 2차 관측소(37.2N-127.6E)로 지정되었다. 이어 

2001년에는 Ad-NET(아시아지역 황사 관측망)에 가입하고, 황사 및 에어로졸에 관련된 관측

활동을 하였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NASA 대기관측위성(CALIPSO)의 CALIP-

SO/QPQ 데이터검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CALIPSO 라이다와 ACA라이다 및 HACA라이다

의 동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 1월에 경희대학교에서 라이다센터의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모든 라이다 설비와 

보유 관측데이터들은 목원대학교 국제환경관측센터로 2010년 2월 10일 이전하였다. 목원

대학교 국제환경관측센터에서는 이영우·박찬봉에 의해 라이다 관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오염물질계측 이동형 라이다 분광기 및 혼합가스 원격계측분석 알고리즘

이 개발되었으며, 2013년에는 조합형 라만/에어로졸 라이다가 개발되었다. 2013년 5월에는 

WMO(세계기상기구)산하 GAW(국제대기관측망)의 라이다관측망인 GALION의 대전 관측소

(36.33N-127.34E)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다를 이용한 수원상공 대기계측 (경희대학교 레이저공학연구소 19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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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관측 라이다를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수원상공 성층권(10 ~ 30 km) 오존 관측에 성공하였

다. 1992년 10월에는 러시아 SPA(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 TYPHOON연구소의 

Khmelevtsov 박사와 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동개발협력을 체결하였다. 1993년에

는 PIC 및 TYPHOON과 공동으로 대류권오존 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층권시스템과 조합형

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이용하여 박찬봉 등은 1990년대 말 까지 수원상공의 오존층 및 피나투

보 화산에 의한 에어로졸 화합물의 정밀 관측하는 연구를 국내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러시아 TYPHOON연구소 및 LG 산전과 공동 참여하여 대기오염(SO2/NO2/O3) 측

정용 이동형 DIAL 라이다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에는 이용우·박성규·박찬봉 등

이 Khmelevtsov팀과 Bukreev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개발된 라이다를 사용하여 수원지역 권

선지구 공단의 오염물질을 성공적으로 계측하였다. 1998년에는 박찬봉·하동훈·장재경 등은 기

존의 에어로졸 라이다를 PIC와 TYPHOON과 협력을 다파장(355/532/1064 nm) 라이다로 성

능을 확장하여, 수원상공 에어로졸 및 황사의 입경분포 및 형상분포를 계측하였다. 2002년에

는 박찬봉·김진환 등은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의 Sugimoto팀과 국제공동연구로 대류권 상공

의 황사 및 에어로졸을 24시간 연속으로 관측하는 전자동 에어로졸 라이다(ACA-LiDAR) 개

발하여 운영하였다. 2005년에는 박찬봉 등은 TYPHOON 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자의 다파장 

에어로졸 라이다를 2파장 편광채널로 개조하고 또 라만채널을 추가하여 5 km 내의 수증기 측

정에 성공하였다.

또한 각종 라이다의 성공적인 개발로 9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국제관측망에 가입하여 국제

적인 공동 관측연구를 수행하였다. 1994년에는 NASA 우주왕복선 탑재 라이다시스템 관측데

이터의 비교검증 프로그램(LITE Progra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98년에는 국제적 대

기 관측망인 NDSC (성층권변화 측정네트워크; 현재는 NDACC(Network for the Detection 

of Atmospheric Composition Change)의 2차 관측소(37.2N-127.6E)로 지정되었다. 이어 

2001년에는 Ad-NET(아시아지역 황사 관측망)에 가입하고, 황사 및 에어로졸에 관련된 관측

활동을 하였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NASA 대기관측위성(CALIPSO)의 CALIP-

SO/QPQ 데이터검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CALIPSO 라이다와 ACA라이다 및 HACA라이다

의 동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 1월에 경희대학교에서 라이다센터의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모든 라이다 설비와 

보유 관측데이터들은 목원대학교 국제환경관측센터로 2010년 2월 10일 이전하였다. 목원

대학교 국제환경관측센터에서는 이영우·박찬봉에 의해 라이다 관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오염물질계측 이동형 라이다 분광기 및 혼합가스 원격계측분석 알고리즘

이 개발되었으며, 2013년에는 조합형 라만/에어로졸 라이다가 개발되었다. 2013년 5월에는 

WMO(세계기상기구)산하 GAW(국제대기관측망)의 라이다관측망인 GALION의 대전 관측소

(36.33N-127.34E)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다를 이용한 수원상공 대기계측 (경희대학교 레이저공학연구소 19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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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임동건 교수 혼자 이끌어 오던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광학분야에 1994년 조동현 교수가 합

류하면서 연구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동현 교수는 원자를 대상으로 하

는 레이저분광학 연구자로, 특히 원자와 분자를 이용한 자연법칙의 대칭성연구 분야의 전문가

이다. 부임 후 레이저분광학 연구실을 만들었으며 연구실에서는 주로 알칼리 금속원자의 광포

획에 관해서 연구해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원형편광된 적절한 파장의 광선이 일으키는 Stark 이동이 자기장에 의한 

Zeeman 이동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해서 자기장 포획과 같은 기능을 갖는 광포

획장치를 개발하고, 자기장 기울기를 광선세기의 기울기로 대신한 광학적 Stern-Gerlach 실

험 등을 수행했다. 이 밖에 Fabry-Perot 공진기와 위상변조를 이용한 모양변환이 가능한 광

포획장치를 개발했다. 그 후 분광학 연구실에서는 광포획된 원자를 이용한 분광학 측정의 걸

림돌이던, 포획광선에 의한 외부섭동이 가져오는 분광신호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3준위 구도를 이용한 매직 파장, Area Theorem을 이용한 펄스형 광

포획 장치에서의 매직 파워, 그리고 원자의 텐서 분극률을 이용한 매직 편광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조동현 교수는 도약과제 연구자로 선정되어 리튬 원자

를 대상으로 하는 매직 편광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 물리학과에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 9년 동안 근무하였던 박규환 교수가 새로 

부임했다. 박규환 교수는 원래 중력 및 초대칭 이론 분야의 박사학위자로 1990년대 말 솔리톤 

이론을 광학 분야로 확장하면서 광학분야에 발을 디뎠으며 2000년 미국 Rochester 대학의 광 

연구소를 방문연구하며 광학분야로 이동했다. 박규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부임 후 나노광학 연

구실을 열고, 전산모사를 통한 나노 광학의 계산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였다. 이 노력을 통해 현

재 200여 계산 Core를 가진 PC Cluster 시스템과 FDTD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계산 코드

를 자체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GPU(Graphic Processor Unit)를 활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국내외 실험 연구진 

및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표면 플라즈몬, 광결정 LED 등 나노 광소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

행하였다. 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구입하여 메타물질 제작과 측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실험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가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임동건 교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양자광학실에서는 각종 디스플레이에 이용

될 액정 연구가 행해졌다. 액정을 이용한 Flexible Display 같은 응용 연구에서부터 Asymmetric 

Shape이 액정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들의 상 전이 현상 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2004년 9월과 2005년 3월에는 광학적 툴을 바탕으로 생물리와 정밀측정을 전공하는 홍석

철 교수와 윤태현 교수가 각각 부임하면서 광학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홍석철 

교수는 다양한 광학적 방법으로 단분자 생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석철 교수의 실험 방

법은 단분자 수준에서 생물리 연구가 가능한 자성트위저, 전반사형광이미징, 단분자 프렛 기

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성트위저 기술은 DNA 연구에 유용한데, 개별 DNA 끝에 부착한 구

슬의 광학적 영상을 통해 DNA 양끝거리와 힘을 측정한다. 또한 전반사 형광이미징은 개별 형

광분자를 감지할 수 있어 유용하고, 이웃한 두 다른 염료의 형광신호를 분석하여 나노미터 길

이 변화를 측정하는 단분자 프렛 기술은 생물분자들의 결합 및 구조 연구에 핵심 기술이다.

윤태현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펨토초 모드록 레이저를 이용한 광주파수 합성 연

구를 주제로 연구하고 2005년 3월 물리학과에 부임하여 포획된 원자에서의 원자물리 연구와 

양자광학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적외선, 가시광, 및 자외성 영역에 걸쳐서 일정한 주파

수 간격으로 분포하는 펨토초 모드록 레이저 광주파수 빛을 발생시켜서 기본 물리상수의 초정

밀 측정과 Dimensional Metrology에의 응용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윤태현 교수는 펨토초 모

드록 레이저를 이용한 광주파수 빗 직접분광법을 응용하고 새로운 고안정도 Yb 광섬유 모드

록 레이저 광주파수 빗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국가우주연구실 사업으로 “우주

기초물리 실험용 광·RF 기준 주파수 동시발생 시스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형 광주파수 

빗 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나노레이저 연구를 전공하는 박홍규 교수가 2007년에 9월에 부임하여 Nanophoton-

ics, Wavelength-Scale 능동 및 수동 광결정, All-Optical Integrated Circuit 분야를 활발히 

연구 중이며, 2008년 창의연구사업에 선정되어 “극미세 나노선 광소자 연구단”을 이끌고 있

다. 2009년 9월에는 원자물리 분야와 이미징 광학 분야를 전공한 최원식 교수가 부임하여 바

이오 이미징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최원식 교수는 바이오 물리 분야에서 굴절율의 3차원 분포

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새로운 Optical Field Microscopy를 창안하여 Biophysics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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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임동건 교수 혼자 이끌어 오던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광학분야에 1994년 조동현 교수가 합

류하면서 연구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동현 교수는 원자를 대상으로 하

는 레이저분광학 연구자로, 특히 원자와 분자를 이용한 자연법칙의 대칭성연구 분야의 전문가

이다. 부임 후 레이저분광학 연구실을 만들었으며 연구실에서는 주로 알칼리 금속원자의 광포

획에 관해서 연구해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원형편광된 적절한 파장의 광선이 일으키는 Stark 이동이 자기장에 의한 

Zeeman 이동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해서 자기장 포획과 같은 기능을 갖는 광포

획장치를 개발하고, 자기장 기울기를 광선세기의 기울기로 대신한 광학적 Stern-Gerlach 실

험 등을 수행했다. 이 밖에 Fabry-Perot 공진기와 위상변조를 이용한 모양변환이 가능한 광

포획장치를 개발했다. 그 후 분광학 연구실에서는 광포획된 원자를 이용한 분광학 측정의 걸

림돌이던, 포획광선에 의한 외부섭동이 가져오는 분광신호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3준위 구도를 이용한 매직 파장, Area Theorem을 이용한 펄스형 광

포획 장치에서의 매직 파워, 그리고 원자의 텐서 분극률을 이용한 매직 편광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조동현 교수는 도약과제 연구자로 선정되어 리튬 원자

를 대상으로 하는 매직 편광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 물리학과에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 9년 동안 근무하였던 박규환 교수가 새로 

부임했다. 박규환 교수는 원래 중력 및 초대칭 이론 분야의 박사학위자로 1990년대 말 솔리톤 

이론을 광학 분야로 확장하면서 광학분야에 발을 디뎠으며 2000년 미국 Rochester 대학의 광 

연구소를 방문연구하며 광학분야로 이동했다. 박규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부임 후 나노광학 연

구실을 열고, 전산모사를 통한 나노 광학의 계산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였다. 이 노력을 통해 현

재 200여 계산 Core를 가진 PC Cluster 시스템과 FDTD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계산 코드

를 자체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GPU(Graphic Processor Unit)를 활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국내외 실험 연구진 

및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표면 플라즈몬, 광결정 LED 등 나노 광소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

행하였다. 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구입하여 메타물질 제작과 측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실험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가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임동건 교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양자광학실에서는 각종 디스플레이에 이용

될 액정 연구가 행해졌다. 액정을 이용한 Flexible Display 같은 응용 연구에서부터 Asymmetric 

Shape이 액정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들의 상 전이 현상 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2004년 9월과 2005년 3월에는 광학적 툴을 바탕으로 생물리와 정밀측정을 전공하는 홍석

철 교수와 윤태현 교수가 각각 부임하면서 광학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홍석철 

교수는 다양한 광학적 방법으로 단분자 생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석철 교수의 실험 방

법은 단분자 수준에서 생물리 연구가 가능한 자성트위저, 전반사형광이미징, 단분자 프렛 기

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성트위저 기술은 DNA 연구에 유용한데, 개별 DNA 끝에 부착한 구

슬의 광학적 영상을 통해 DNA 양끝거리와 힘을 측정한다. 또한 전반사 형광이미징은 개별 형

광분자를 감지할 수 있어 유용하고, 이웃한 두 다른 염료의 형광신호를 분석하여 나노미터 길

이 변화를 측정하는 단분자 프렛 기술은 생물분자들의 결합 및 구조 연구에 핵심 기술이다.

윤태현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펨토초 모드록 레이저를 이용한 광주파수 합성 연

구를 주제로 연구하고 2005년 3월 물리학과에 부임하여 포획된 원자에서의 원자물리 연구와 

양자광학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적외선, 가시광, 및 자외성 영역에 걸쳐서 일정한 주파

수 간격으로 분포하는 펨토초 모드록 레이저 광주파수 빛을 발생시켜서 기본 물리상수의 초정

밀 측정과 Dimensional Metrology에의 응용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윤태현 교수는 펨토초 모

드록 레이저를 이용한 광주파수 빗 직접분광법을 응용하고 새로운 고안정도 Yb 광섬유 모드

록 레이저 광주파수 빗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국가우주연구실 사업으로 “우주

기초물리 실험용 광·RF 기준 주파수 동시발생 시스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형 광주파수 

빗 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나노레이저 연구를 전공하는 박홍규 교수가 2007년에 9월에 부임하여 Nanophoton-

ics, Wavelength-Scale 능동 및 수동 광결정, All-Optical Integrated Circuit 분야를 활발히 

연구 중이며, 2008년 창의연구사업에 선정되어 “극미세 나노선 광소자 연구단”을 이끌고 있

다. 2009년 9월에는 원자물리 분야와 이미징 광학 분야를 전공한 최원식 교수가 부임하여 바

이오 이미징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최원식 교수는 바이오 물리 분야에서 굴절율의 3차원 분포

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새로운 Optical Field Microscopy를 창안하여 Biophysics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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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광학기술과 관련한 발자취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교육과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94년 1월에 원의 제 1호 교수이

자 정보통신공학과의 교수로 영입된 고 백운출 박사가 시발점이 되어 광주과학기술원의 광섬

유와 광통신 기술의 서막이 올랐다.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해외 저명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수

많은 국제 저명저널에 많은 논문이 게재되는 등 연구실적 등으로 초기의 인지도가 약했던 광

주과학기술원이 해외에 먼저 알려지고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 AT&T Bell에서 광섬유, 레이저와 광통신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를 이루어낸 백운출 

박사는 정보통신공학과의 광기술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초기부터 진행하였다. 수월성과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과를 포토닉스, 반도체, 유무선 네트워크, 컴퓨터로 크게 네 그룹

으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개별교수들이 선호하는 장비의 구비보다 공동연구가 가능한 대형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

하여 실험실을 정비하였다. 이 결과 광섬유 모재 제조설비인 MCVD (Modified Chemical Va-

por Deposition) 2대, 광섬유 모재로부터 고온에서 광섬유를 인출할 수 있는 Drawing Tower, 

광섬유 모재 굴절률 측정장치, 광특성 측정 장치 등을 구비하여 광섬유를 설계에서부터 최종 

제조까지 가능케 한 시설로서 대학교 시설로는 그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완비하였다. 반도체 

공정시설로는 클린룸 시설을 필두로, 반도체 증착장비인 MBE, MOCVD, PECVD, 에칭장비

로 RIE, ICP, 반도체 Fab.에 필요한 Sputter, Evaporator, Furnace 등을 설치해 LD 및 LED 

소자, Microwave 소자 등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였다. 이후 정보통신공학과는 발전을 

거듭하여 통신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그룹, 포토닉스 및 광학 연구그룹, 반도체 광전

자 및 초고주파 전자공학 연구그룹,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그룹 등의 세부그룹으로 분화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통신공학과는 1994년부터 삼성전자(주)와 산학연 협동연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지도 및 광통신 핵심기술 자체개발을 선도하였다. 특히, 광섬

유 인출기술 개발의 지원을 통하여 광섬유 인출속도를 240%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의 원가경

쟁력을 높임으로써 광섬유 케이블 수출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1994년에는 또한 국

내최초로 광증폭기를 제작하는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1995년에는 백운출 교수와 이용탁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국제 광통신 학술회의인 OECC97을 

한국에 유치하여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였고 전 세계에서 7백여 명의 과학자들

이 참석하였다. 동시에 서울 COEX에서 광통신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세계의 80여개 회사에

서 광통신 관련 소재, 부품, 시스템 등을 전시하여 수천 명이 참관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정보통신공학과의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Ul-

tra-Fast Fiber-Optic Networks: UFON)가 한국과학재단지정 우수연구센터(ERC)로 선정되

었고, 이후 9년간 지원을 받아 광섬유, 광통신 소자, 광통신 시스템 개발에 큰 공헌을 하였다.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는 (1) 광섬유의 설계 및 제조, 기능성 광섬유 소자, 평면 광집적 회

로 등을 연구 개발하는 광섬유 및 광회로소자 그룹, (2) 광기반 광대역 광가입자망 구조，유/무

선 통합 가입자망 시스템, 광대역 가입자망 접속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하는 광대역 Access

망 그룹, (3) 광ATM 스위치 구조 및 방식, 공간/파장분할 스위치 기술 등을 연구하는 광스위칭 

그룹, (4) Femto초 펄스생성 및 전송기술, 초고속 전광논리 소자, 초고주파 광전 정합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하는 Femto초 광전기술 그룹 등 총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그룹에 속해 있는 12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과학기술원과 외부 5개 대학교 

20명의 교수와 78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광자기술 (Photonics) 그룹의 특수광섬유 기술 분야에는 한원택 교수, 광섬유격자 및 

센서 분야에는 정영주 교수, 광섬유소자 및 광이미징 기술에는 이병하 교수, 광도파로 이론에

는 송계휴 교수, 비선형광학 및 광 측정기술에는 김덕영 교수, 광증폭기 기술에는 오경환 교

수 등 세계적인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광대역 Access망 그룹의 유/무선 통합 시스템 분

야에는 김기선 교수, 광기반 광대역 광가입자망 분야에는 박창수 교수, 광스위칭 그룹에는 이

용탁 교수, Femto초 광전기술 그룹에는 송종인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었다. 이들은 초고속광네트워크 연구센터의 광자기술과 광전기술 분야를 탁월하게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활동과 국제저널의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으로 세계의 광통신학계 및 연구/산업계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수준 높은 광자기술을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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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광학기술과 관련한 발자취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교육과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94년 1월에 원의 제 1호 교수이

자 정보통신공학과의 교수로 영입된 고 백운출 박사가 시발점이 되어 광주과학기술원의 광섬

유와 광통신 기술의 서막이 올랐다.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해외 저명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수

많은 국제 저명저널에 많은 논문이 게재되는 등 연구실적 등으로 초기의 인지도가 약했던 광

주과학기술원이 해외에 먼저 알려지고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 AT&T Bell에서 광섬유, 레이저와 광통신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를 이루어낸 백운출 

박사는 정보통신공학과의 광기술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초기부터 진행하였다. 수월성과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과를 포토닉스, 반도체, 유무선 네트워크, 컴퓨터로 크게 네 그룹

으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개별교수들이 선호하는 장비의 구비보다 공동연구가 가능한 대형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

하여 실험실을 정비하였다. 이 결과 광섬유 모재 제조설비인 MCVD (Modified Chemical Va-

por Deposition) 2대, 광섬유 모재로부터 고온에서 광섬유를 인출할 수 있는 Drawing Tower, 

광섬유 모재 굴절률 측정장치, 광특성 측정 장치 등을 구비하여 광섬유를 설계에서부터 최종 

제조까지 가능케 한 시설로서 대학교 시설로는 그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완비하였다. 반도체 

공정시설로는 클린룸 시설을 필두로, 반도체 증착장비인 MBE, MOCVD, PECVD, 에칭장비

로 RIE, ICP, 반도체 Fab.에 필요한 Sputter, Evaporator, Furnace 등을 설치해 LD 및 LED 

소자, Microwave 소자 등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였다. 이후 정보통신공학과는 발전을 

거듭하여 통신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그룹, 포토닉스 및 광학 연구그룹, 반도체 광전

자 및 초고주파 전자공학 연구그룹,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그룹 등의 세부그룹으로 분화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통신공학과는 1994년부터 삼성전자(주)와 산학연 협동연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지도 및 광통신 핵심기술 자체개발을 선도하였다. 특히, 광섬

유 인출기술 개발의 지원을 통하여 광섬유 인출속도를 240%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의 원가경

쟁력을 높임으로써 광섬유 케이블 수출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1994년에는 또한 국

내최초로 광증폭기를 제작하는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1995년에는 백운출 교수와 이용탁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국제 광통신 학술회의인 OECC97을 

한국에 유치하여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였고 전 세계에서 7백여 명의 과학자들

이 참석하였다. 동시에 서울 COEX에서 광통신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세계의 80여개 회사에

서 광통신 관련 소재, 부품, 시스템 등을 전시하여 수천 명이 참관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정보통신공학과의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Ul-

tra-Fast Fiber-Optic Networks: UFON)가 한국과학재단지정 우수연구센터(ERC)로 선정되

었고, 이후 9년간 지원을 받아 광섬유, 광통신 소자, 광통신 시스템 개발에 큰 공헌을 하였다.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는 (1) 광섬유의 설계 및 제조, 기능성 광섬유 소자, 평면 광집적 회

로 등을 연구 개발하는 광섬유 및 광회로소자 그룹, (2) 광기반 광대역 광가입자망 구조，유/무

선 통합 가입자망 시스템, 광대역 가입자망 접속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하는 광대역 Access

망 그룹, (3) 광ATM 스위치 구조 및 방식, 공간/파장분할 스위치 기술 등을 연구하는 광스위칭 

그룹, (4) Femto초 펄스생성 및 전송기술, 초고속 전광논리 소자, 초고주파 광전 정합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하는 Femto초 광전기술 그룹 등 총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그룹에 속해 있는 12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과학기술원과 외부 5개 대학교 

20명의 교수와 78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광자기술 (Photonics) 그룹의 특수광섬유 기술 분야에는 한원택 교수, 광섬유격자 및 

센서 분야에는 정영주 교수, 광섬유소자 및 광이미징 기술에는 이병하 교수, 광도파로 이론에

는 송계휴 교수, 비선형광학 및 광 측정기술에는 김덕영 교수, 광증폭기 기술에는 오경환 교

수 등 세계적인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광대역 Access망 그룹의 유/무선 통합 시스템 분

야에는 김기선 교수, 광기반 광대역 광가입자망 분야에는 박창수 교수, 광스위칭 그룹에는 이

용탁 교수, Femto초 광전기술 그룹에는 송종인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었다. 이들은 초고속광네트워크 연구센터의 광자기술과 광전기술 분야를 탁월하게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활동과 국제저널의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으로 세계의 광통신학계 및 연구/산업계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수준 높은 광자기술을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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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광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크

게 일조하였다. 그중에서도 광자기술 그룹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2015년까지 세계유수의 저널

에 게재한 SCI 논문은 도합 6백편이 넘으며, 국내외 학회에 발표한 논문은 3천편이 넘는 등 가

시적 실적을 달성하였다. 

1999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들의 노력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

광역시에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국가 전략사업으로 광산업을 유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백운출, 한원택, 송종인, 박창수, 이용탁 교수 등이 광기술분야의 기획전문위원

으로 활동하며 광산업 개념과 육성 의미를 잘 정리하고 기획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1년에는 광기술과 관련한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 (IPTC 2001)”를 창립하여 한원택 교

수가 초대 조직/운영 위원장을 맡아 한국 광자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백운출 박사의 호를 딴 

‘해림광자공학상’이 제정된 후 최근 5년간 광자공학 분야에서 창의성 있는 우수 논문을 발표하

고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학과의 포토닉스(광자) 기술 분야에 포진한 이용탁, 한원택, 박창수, 정영

주, 이병하 교수와 원 내 고등광연구소 및 각 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광 관련 분야의 고도경, 노

도영, 석희용, 조병기 교수 등이 결집하여 2007년에는 광학제학부를 설립하였고 한원택 교수

가 초대 학부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광학제학부는 물리광과학과로 확대 발전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공학과의 명칭도 융합학문의 성격을 반영한 정보통신공학부로 바뀌게 되며 

다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일신하게 되었다. 광자기술 분야의 김덕영 교수, 오경환 교수는 

연세대학교로 이직하였고, 초고속 광전소자 분야에는 장재형 교수, 차세대 LED 소자 분야에는 

이동선 교수, 테라헬츠 포토닉스 분야에는 조영달 교수, 바이오 포토닉스 분야에는 김재관 교

수 등 신진 연구자들이 교수로 충원되었다. 이병하 교수는 광단층영상술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을 개발하여 바이오포토닉스 분야를 주도하였다. 함병승 교수는 최근 빛

의 파동성이 빛의 양자성을 결정짓는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입증해 미시세계에 국한된 양

자역학을 거시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장재형 교수는 40 

Gbps 장거리 광통신을 가능케 하는 메타모픽 InGaAs 포토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보고한 바 

있으며, THz 전자기파를 스위칭 할 수 있는 배릭터 다이오드를 연구하고 있다. 

학부의 명칭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바뀜과 함께 교수진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

다. 2016년 이용탁 교수, 2020년 박창수 교수, 2021년 한원택 교수가 은퇴하였고, 송영민, 이

민재, 홍성민, 정현호 교수 등이 신임교수로 부임하였다.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광학연구는 1995년 이후 차명식(물리학과, 비선형광학), 김광석(물리교육과, 

반도체/나노입자의 형광동역학), 문한섭(물리학과, 원자/분자광학), 김창석(나노시스템공정

공학과, 광섬유/의광학) 등의 교수들이 새로이 초빙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학부 및 대학

원 학생들의 광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광학을 전공한 전문 고급인력

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는 반도체 레이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으나, 열악한 장비 때

문에 포기하고, 1990년대 초에 연구 방향을 액정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바꾸어, 현재까지 정부, 

삼성 SDI,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액정 디스

플레이의 다양한 모드의 광학 설계 및 액정의 광학적 특성, 반투과형 액정 디스플레이 설계, 전

자 종이·전자책에 적용할 쌍안정 액정 모드, 다이나믹 모드와 메모리 모드를 함께 구현하기 위

한 듀얼 모드를 설계 또는 제안했다. 한편 2003년에는 KAIST에서 광전자공학을 전공한 오민

철 박사가 초빙되어 현재 광 센서, 나노-광소자, 바이오 광소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범구 교수와 김도석 교수가 영입됨으로써 비선형 광학 분야가 중요 연

구 테마의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양자광학 이론 및 실험분야의 김명식 교수가 영입되

면서 양자정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결과를 내며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되었다. 또한 

조규만 교수가 영입되면서 광 통신에까지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기존의 광섬유에 대

한 연구 분야와 아울러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 그 사이 김영덕 

교수의 퇴임으로 광통계와 레이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고체 분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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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광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크

게 일조하였다. 그중에서도 광자기술 그룹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2015년까지 세계유수의 저널

에 게재한 SCI 논문은 도합 6백편이 넘으며, 국내외 학회에 발표한 논문은 3천편이 넘는 등 가

시적 실적을 달성하였다. 

1999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들의 노력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

광역시에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국가 전략사업으로 광산업을 유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백운출, 한원택, 송종인, 박창수, 이용탁 교수 등이 광기술분야의 기획전문위원

으로 활동하며 광산업 개념과 육성 의미를 잘 정리하고 기획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1년에는 광기술과 관련한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 (IPTC 2001)”를 창립하여 한원택 교

수가 초대 조직/운영 위원장을 맡아 한국 광자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백운출 박사의 호를 딴 

‘해림광자공학상’이 제정된 후 최근 5년간 광자공학 분야에서 창의성 있는 우수 논문을 발표하

고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학과의 포토닉스(광자) 기술 분야에 포진한 이용탁, 한원택, 박창수, 정영

주, 이병하 교수와 원 내 고등광연구소 및 각 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광 관련 분야의 고도경, 노

도영, 석희용, 조병기 교수 등이 결집하여 2007년에는 광학제학부를 설립하였고 한원택 교수

가 초대 학부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광학제학부는 물리광과학과로 확대 발전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공학과의 명칭도 융합학문의 성격을 반영한 정보통신공학부로 바뀌게 되며 

다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일신하게 되었다. 광자기술 분야의 김덕영 교수, 오경환 교수는 

연세대학교로 이직하였고, 초고속 광전소자 분야에는 장재형 교수, 차세대 LED 소자 분야에는 

이동선 교수, 테라헬츠 포토닉스 분야에는 조영달 교수, 바이오 포토닉스 분야에는 김재관 교

수 등 신진 연구자들이 교수로 충원되었다. 이병하 교수는 광단층영상술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을 개발하여 바이오포토닉스 분야를 주도하였다. 함병승 교수는 최근 빛

의 파동성이 빛의 양자성을 결정짓는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입증해 미시세계에 국한된 양

자역학을 거시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장재형 교수는 40 

Gbps 장거리 광통신을 가능케 하는 메타모픽 InGaAs 포토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보고한 바 

있으며, THz 전자기파를 스위칭 할 수 있는 배릭터 다이오드를 연구하고 있다. 

학부의 명칭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바뀜과 함께 교수진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

다. 2016년 이용탁 교수, 2020년 박창수 교수, 2021년 한원택 교수가 은퇴하였고, 송영민, 이

민재, 홍성민, 정현호 교수 등이 신임교수로 부임하였다.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광학연구는 1995년 이후 차명식(물리학과, 비선형광학), 김광석(물리교육과, 

반도체/나노입자의 형광동역학), 문한섭(물리학과, 원자/분자광학), 김창석(나노시스템공정

공학과, 광섬유/의광학) 등의 교수들이 새로이 초빙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학부 및 대학

원 학생들의 광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광학을 전공한 전문 고급인력

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는 반도체 레이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으나, 열악한 장비 때

문에 포기하고, 1990년대 초에 연구 방향을 액정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바꾸어, 현재까지 정부, 

삼성 SDI,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액정 디스

플레이의 다양한 모드의 광학 설계 및 액정의 광학적 특성, 반투과형 액정 디스플레이 설계, 전

자 종이·전자책에 적용할 쌍안정 액정 모드, 다이나믹 모드와 메모리 모드를 함께 구현하기 위

한 듀얼 모드를 설계 또는 제안했다. 한편 2003년에는 KAIST에서 광전자공학을 전공한 오민

철 박사가 초빙되어 현재 광 센서, 나노-광소자, 바이오 광소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범구 교수와 김도석 교수가 영입됨으로써 비선형 광학 분야가 중요 연

구 테마의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양자광학 이론 및 실험분야의 김명식 교수가 영입되

면서 양자정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결과를 내며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되었다. 또한 

조규만 교수가 영입되면서 광 통신에까지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기존의 광섬유에 대

한 연구 분야와 아울러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 그 사이 김영덕 

교수의 퇴임으로 광통계와 레이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고체 분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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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정현식 교수의 영입으로 라만 산란에 대한 연구는 그 맥을 잇게 되었으며 정현식 교수

의 열성으로 이 분야에서도 비약적 발전이 있어 왔다. 그사이 김명식 교수는 Belfast Queens 

University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이후 새로운 교수로 김칠민 교수가 영입되어 현재 극소형 

레이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레이저 연구에 대한 맥을 이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아울러 X-선을 이용한 분광학 분야로 김현정 교수가 영입되어 현재 5명

의 교수들이 5개 분야로 광학 그룹을 이끌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광학 그룹의 연구는 크게 비선형 광학, 포토닉스, 양자 혼돈을 

이용한 미소 공진기 레이저 개발, 연성 물질에 대한 분광학, 그리고 X-선을 이용한 분광학 그

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선형 광학은 반도체, 고분자, 유기분자 박막 등의 다양한 물질에서의 

비선형 광학 특성을 각동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포토닉스 연구는 간섭계를 이용

한 초정밀 센서의 개발을 비롯하여 광통신 소자 및 시스템 연구 뿐 아니라 바이오 포토닉스와 

플라즈모닉스 등 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양자 혼돈 응용은 양자 혼돈을 이용하여 미소 공진기의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섬유에

서의 각종 산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성물질 분광학에 대한 연구는 액체, 분자막, 

다공성 물질 등의 연성 물질과 생체 분자들이 보이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런 물

질들의 비선형성도 각종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X-선 분광은 코히런

트 X-선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이미징과 다이나믹스 측정기술을 개발하며 물질시스템의 구

조 및 동역학특성을 연구하며 OLED, Bio Membrane, Polymer 시스템의 박막의 표면과 계

면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는 석사과정에서 연구훈련이 된 학생들 중 일부가 박

사과정에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 마련된 기자재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경쟁

력이 있는 비선형광학에서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다수의 석·박사 과정

생들이 꾸준히 연구실로 진입하면서, 통칭 “광학 그룹”이라는 “레이저 및 양자광학 연구실”의 

연구그룹을 형성을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7차 IBRD 차관자금, 대학원 중점 지원자금, 그리고 국고지원 등으로 모

드 잠금 레이저, 10 W 아르곤-이온 레이저, 피코초 및 펨토초 레이저 등의 연구기자재를 확

충, 유지하게 되고,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구비, 과학재단연구비,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국방

과학연구소의 위탁연구비 등의 필요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선형광학 분야에

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1992년에는 제원호 교수가 부임하여 저온 냉각된 원자와 원자포획장치의 연구가 시

작되었다. 가장 간단한 트랩장치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원자냉각 및 포획, 국제공동연구 등

을 통한 원자도파로 연구 등을 하였고, 아울러 근접장 광학분야에 관한 연구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7년부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9년 동안 수행하였다. 2000년

대에는 실험실 자체적으로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근접장 광학현미경을 개발하여 나노 광학 및 

반도체 양자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나노 물기둥을 구현하여 나노 액체라는 새로운 분야

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제원호 교수는 2006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상(자

연과학부분)을 수상하였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저온원자 구름에서의 비선형동역학 현상, 

상전이 현상, 비평형동역학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 미국물리학회(APS) 

Fellow로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한국광학회의 성도광과학상을 수상하였다. 또 제8회 국제 

근접장 나노 광 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제1회 아시아 태평양 근접장광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화 및 국내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물리학부의 물성과학연

구소를 자연대 산하 응용물리연구소로 승격시켜 현재 초대 및 2대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김대식 교수가 1994년 부임하여 초기에는 광학분야보다는 반도체 분야 연구를 레이

저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반도체의 전자 및 포논의 장벽투과 현상을 GaAs/AlGaAs계에서 

라만 산란 및 형광여기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후 2개의 펨토초 레이저를 동기화

하여 펨토초 사파혼합 등의 방법으로 반도체 동역학을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이재형 교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대식 교수는 2000년 ~ 2009년 기간 동안에 다양한 선형 및 비선

형, 펨토초, 근접장 및 테라파 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및 플라즈몬 계를 연구하였다. 

김대식 교수는 이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2009년에 미국광학회(OSA) Fellow로 선정되었

다. 2010년 ~ 2015년 기간에는 장파장의 빛이 집속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여 1 nm 구멍에 mm파가 통과하면서 전기장이 수만배 증폭됨을 관측하였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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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정현식 교수의 영입으로 라만 산란에 대한 연구는 그 맥을 잇게 되었으며 정현식 교수

의 열성으로 이 분야에서도 비약적 발전이 있어 왔다. 그사이 김명식 교수는 Belfast Queens 

University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이후 새로운 교수로 김칠민 교수가 영입되어 현재 극소형 

레이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레이저 연구에 대한 맥을 이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아울러 X-선을 이용한 분광학 분야로 김현정 교수가 영입되어 현재 5명

의 교수들이 5개 분야로 광학 그룹을 이끌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광학 그룹의 연구는 크게 비선형 광학, 포토닉스, 양자 혼돈을 

이용한 미소 공진기 레이저 개발, 연성 물질에 대한 분광학, 그리고 X-선을 이용한 분광학 그

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선형 광학은 반도체, 고분자, 유기분자 박막 등의 다양한 물질에서의 

비선형 광학 특성을 각동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포토닉스 연구는 간섭계를 이용

한 초정밀 센서의 개발을 비롯하여 광통신 소자 및 시스템 연구 뿐 아니라 바이오 포토닉스와 

플라즈모닉스 등 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양자 혼돈 응용은 양자 혼돈을 이용하여 미소 공진기의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섬유에

서의 각종 산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성물질 분광학에 대한 연구는 액체, 분자막, 

다공성 물질 등의 연성 물질과 생체 분자들이 보이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런 물

질들의 비선형성도 각종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X-선 분광은 코히런

트 X-선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이미징과 다이나믹스 측정기술을 개발하며 물질시스템의 구

조 및 동역학특성을 연구하며 OLED, Bio Membrane, Polymer 시스템의 박막의 표면과 계

면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는 석사과정에서 연구훈련이 된 학생들 중 일부가 박

사과정에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 마련된 기자재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경쟁

력이 있는 비선형광학에서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다수의 석·박사 과정

생들이 꾸준히 연구실로 진입하면서, 통칭 “광학 그룹”이라는 “레이저 및 양자광학 연구실”의 

연구그룹을 형성을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7차 IBRD 차관자금, 대학원 중점 지원자금, 그리고 국고지원 등으로 모

드 잠금 레이저, 10 W 아르곤-이온 레이저, 피코초 및 펨토초 레이저 등의 연구기자재를 확

충, 유지하게 되고,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구비, 과학재단연구비,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국방

과학연구소의 위탁연구비 등의 필요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선형광학 분야에

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1992년에는 제원호 교수가 부임하여 저온 냉각된 원자와 원자포획장치의 연구가 시

작되었다. 가장 간단한 트랩장치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원자냉각 및 포획, 국제공동연구 등

을 통한 원자도파로 연구 등을 하였고, 아울러 근접장 광학분야에 관한 연구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7년부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9년 동안 수행하였다. 2000년

대에는 실험실 자체적으로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근접장 광학현미경을 개발하여 나노 광학 및 

반도체 양자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나노 물기둥을 구현하여 나노 액체라는 새로운 분야

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제원호 교수는 2006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상(자

연과학부분)을 수상하였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저온원자 구름에서의 비선형동역학 현상, 

상전이 현상, 비평형동역학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 미국물리학회(APS) 

Fellow로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한국광학회의 성도광과학상을 수상하였다. 또 제8회 국제 

근접장 나노 광 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제1회 아시아 태평양 근접장광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화 및 국내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물리학부의 물성과학연

구소를 자연대 산하 응용물리연구소로 승격시켜 현재 초대 및 2대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김대식 교수가 1994년 부임하여 초기에는 광학분야보다는 반도체 분야 연구를 레이

저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반도체의 전자 및 포논의 장벽투과 현상을 GaAs/AlGaAs계에서 

라만 산란 및 형광여기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후 2개의 펨토초 레이저를 동기화

하여 펨토초 사파혼합 등의 방법으로 반도체 동역학을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이재형 교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대식 교수는 2000년 ~ 2009년 기간 동안에 다양한 선형 및 비선

형, 펨토초, 근접장 및 테라파 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및 플라즈몬 계를 연구하였다. 

김대식 교수는 이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2009년에 미국광학회(OSA) Fellow로 선정되었

다. 2010년 ~ 2015년 기간에는 장파장의 빛이 집속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여 1 nm 구멍에 mm파가 통과하면서 전기장이 수만배 증폭됨을 관측하였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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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더 나아가서는 그래핀을 활용하여 0.1 nm의 틈을 만들어 THz파를 강하게 집속하는데 

성공하였다(2015년).

2002년에 정년퇴임한 장준성 교수 후임으로 2001년 안경원 교수가 부임하면서부터 양자

광학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MIT에서 단일원자 레이저로 학위를 받은 안경원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KAIST에서 창의연구를 수행하다가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부임 이후 이재형 교수와 공동으로 공진기-QED 마이크로 레이저, 단일원자 포획 을 이용한 

양자정보, 미소공진기에서 양자혼돈 현상탐구 등을 연구하였으며, 공진기-QED 마이크로레

이저에서 양자광 관측(2006년), 단일원자포획 구현(2006년) 등이 있다. 특히 미소공진기에서 

상흔모드의 최초 관측(2002년), 미소공진기에서 회전문 현상 최초 관측(2008년), 미소 공진

기에서 특이점 현상 최초 관측(2009년), 원자-공진기 계에서 특이점 관측(2010년) 등으로 미

소 공진기 및 양자혼돈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2009년에는 미소 공진기 국

제 워크샵(WOMA)을 창설하여 서울대에서 개최하였으며, WOMA가 부산대(2011년), 북경대

(2013년)를 거쳐 2015년 일본 홋가이도 대학에서 개최되는 등 미소 공진기 분야 최고의 국제

학회로 발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안경원 교수는 2008년부터 World Class 

University(WCU)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로서 신용일 교수, 정현석 교수와 함께 국

내에서 최초로 보즈-아인슈타인 응집물질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성공하였다. 아울러 이 기

간 동안에 진공요동분포의 3차원 이미지를 단일원자를 검출기로 사용하여 공진기 안에서 관

측하는데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2014년). 안경원 교수는 2015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의 지원을 받아 진공요동 제어와 양자쌍극자 물질을 이용한 문턱 없는 양자광 레이저 개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현석 교수는 2008년 부임하여 2010년부터 양자정보 이론연구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안경원 교수의 WCU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보

즈-아인슈타인 응집물질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양자역학의 기초와 관련하여 

보존 교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탈리아 국립광학연구소 실험그룹과의 공

동연구를 통해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2009년). 또 거시적 측정만으로도 국소적 실재론

(Local Realism)이 위배되는 양자 세계가 측정자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였고(2009

년),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으로 묘사되는 거시적 양자 중첩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

는 일반적인 척도를 최초로 제안하였으며(2011년), 거시적인 한계에서 양자세계가 사라지는 

양자-고전 전이의 이유를 측정이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설명하였다(2014년). 2013년에는 일본 

국립 정보통신기술연구소 실험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 빛의 증폭-공간이동 방법을 최

초로 제안하고 구현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빛 사이에 양자 얽힘을 만들어 내

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2014년부터는 Annals 

of Physics의 공동편집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용일 교수는 2009년 안경원 교수의 WCU과제에 해외학자로 참여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WCU 과제를 통해 2010년도에 국내 최초로 보즈-아인슈타인 응

집체 생성에 성공하여 국내 양자기체 실험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양자기체 실험연구는 1995

년도에 나노켈빈의 극저온 원자기체시료에서 보즈-아인슈타인 응집효과가 관측되면서 시작

되었고, 2001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이 분야에 주어지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순수 기초과학 분야이다. 이 후 반강자성 응집체의 이차원 스커미온 상태 관측, 

이차원 초유체 내의 열적 위상요동 및 양자 소용돌이 쌍맺음 관측 등의 연구성과를 이루어 국

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신용일 교수는 2014년도에 원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

는 ‘국제원자물리학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강연을 한 바가 있다. 신용일 교수는 WCU과제 

수행중이던 2011년에 물리학과의 전임교수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는 이 혁 교수가 1991년 2월에 부임하여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

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광학 분야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길러내기 시작하였

다. 불행히도 이 혁 교수는 지병으로 1996년 초에 사망하였다. 또한 이병호 교수가 1994년 9

월 부임하여 광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병호 교수는 국가지정 홀로그래피 기

술 연구실, 액티브 플라즈모닉스 응용시스템 창의연구단 등의 국가 과제를 수행하며 많은 석

사와 박사를 배출하였고 그들은 우리나라 산학연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이

병호 교수는 SPIE, OSA, IEEE의 Fellow로 선정되었고, OSA의 Director-at-Large, Mem-

bers and Education Services Council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6년부터는 CLEO Pacific 

RimSteering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박남규 교수는 1997년 3월 부임하여, 초기에는 Erbium-Doped Fiber Amplifier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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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더 나아가서는 그래핀을 활용하여 0.1 nm의 틈을 만들어 THz파를 강하게 집속하는데 

성공하였다(2015년).

2002년에 정년퇴임한 장준성 교수 후임으로 2001년 안경원 교수가 부임하면서부터 양자

광학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MIT에서 단일원자 레이저로 학위를 받은 안경원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KAIST에서 창의연구를 수행하다가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부임 이후 이재형 교수와 공동으로 공진기-QED 마이크로 레이저, 단일원자 포획 을 이용한 

양자정보, 미소공진기에서 양자혼돈 현상탐구 등을 연구하였으며, 공진기-QED 마이크로레

이저에서 양자광 관측(2006년), 단일원자포획 구현(2006년) 등이 있다. 특히 미소공진기에서 

상흔모드의 최초 관측(2002년), 미소공진기에서 회전문 현상 최초 관측(2008년), 미소 공진

기에서 특이점 현상 최초 관측(2009년), 원자-공진기 계에서 특이점 관측(2010년) 등으로 미

소 공진기 및 양자혼돈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2009년에는 미소 공진기 국

제 워크샵(WOMA)을 창설하여 서울대에서 개최하였으며, WOMA가 부산대(2011년), 북경대

(2013년)를 거쳐 2015년 일본 홋가이도 대학에서 개최되는 등 미소 공진기 분야 최고의 국제

학회로 발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안경원 교수는 2008년부터 World Class 

University(WCU)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로서 신용일 교수, 정현석 교수와 함께 국

내에서 최초로 보즈-아인슈타인 응집물질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성공하였다. 아울러 이 기

간 동안에 진공요동분포의 3차원 이미지를 단일원자를 검출기로 사용하여 공진기 안에서 관

측하는데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2014년). 안경원 교수는 2015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의 지원을 받아 진공요동 제어와 양자쌍극자 물질을 이용한 문턱 없는 양자광 레이저 개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현석 교수는 2008년 부임하여 2010년부터 양자정보 이론연구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안경원 교수의 WCU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보

즈-아인슈타인 응집물질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양자역학의 기초와 관련하여 

보존 교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탈리아 국립광학연구소 실험그룹과의 공

동연구를 통해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2009년). 또 거시적 측정만으로도 국소적 실재론

(Local Realism)이 위배되는 양자 세계가 측정자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였고(2009

년),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으로 묘사되는 거시적 양자 중첩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

는 일반적인 척도를 최초로 제안하였으며(2011년), 거시적인 한계에서 양자세계가 사라지는 

양자-고전 전이의 이유를 측정이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설명하였다(2014년). 2013년에는 일본 

국립 정보통신기술연구소 실험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 빛의 증폭-공간이동 방법을 최

초로 제안하고 구현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빛 사이에 양자 얽힘을 만들어 내

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2014년부터는 Annals 

of Physics의 공동편집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용일 교수는 2009년 안경원 교수의 WCU과제에 해외학자로 참여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WCU 과제를 통해 2010년도에 국내 최초로 보즈-아인슈타인 응

집체 생성에 성공하여 국내 양자기체 실험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양자기체 실험연구는 1995

년도에 나노켈빈의 극저온 원자기체시료에서 보즈-아인슈타인 응집효과가 관측되면서 시작

되었고, 2001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이 분야에 주어지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순수 기초과학 분야이다. 이 후 반강자성 응집체의 이차원 스커미온 상태 관측, 

이차원 초유체 내의 열적 위상요동 및 양자 소용돌이 쌍맺음 관측 등의 연구성과를 이루어 국

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신용일 교수는 2014년도에 원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

는 ‘국제원자물리학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강연을 한 바가 있다. 신용일 교수는 WCU과제 

수행중이던 2011년에 물리학과의 전임교수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는 이 혁 교수가 1991년 2월에 부임하여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

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광학 분야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길러내기 시작하였

다. 불행히도 이 혁 교수는 지병으로 1996년 초에 사망하였다. 또한 이병호 교수가 1994년 9

월 부임하여 광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병호 교수는 국가지정 홀로그래피 기

술 연구실, 액티브 플라즈모닉스 응용시스템 창의연구단 등의 국가 과제를 수행하며 많은 석

사와 박사를 배출하였고 그들은 우리나라 산학연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이

병호 교수는 SPIE, OSA, IEEE의 Fellow로 선정되었고, OSA의 Director-at-Large, Mem-

bers and Education Services Council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6년부터는 CLEO Pacific 

RimSteering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박남규 교수는 1997년 3월 부임하여, 초기에는 Erbium-Doped Fiber Amplifier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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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였고, 이후 광섬유 통신에서의 편광모드분산에 대한 연구를 거쳐, Global Research 

Lab, 프론티어사업 등을 통해 나노광학 및 메타물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우수 인력을 배출

하였다. 이신두 교수는 서강대에 근무하다가 1997년 9월에 서울대학교로 이직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액정광학 연구와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이러한 공로로 이신두 교수는 OSA의 Fellow

로 선정되었다. 이창희 교수는 인하대에 근무하다가 2004년 2월에 서울대로 이직하여 유기발

광다이오드(OLED)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홍용

택 교수는 2009년 3월에 서울대에 부임하여 Flexible Display 등의 분야 연구를 이끌며 각종 

국가 디스플레이 기획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윤찬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연구교수를 한 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고출력 광섬유 레

이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한 때, 이신두 교수, 이병호 교수, 

박남규 교수, 정윤찬 교수가 Optics Express, Optics Letters, Applied Optics 등 OSA 저널

들에 동시에 모두 편집위원들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김 웅 교수는 한국광학회 3대 회장(1994년 ~ 1995년)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

써 국내 광학발전을 주도함은 물론 수많은 광학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

한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의 한국지부회장으로 활약하여 

국내 광산업, 광기술 분야 네트워크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고 동시에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

의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은 1991년 박승한 교수가 부임한 이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었다. 박

승한 교수는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까지 University of Pitts-

burgh에서 조교수로 반도체 양자와 양자점 구조의 선형, 비선형 광학 특성과 초고속 광스위

치 장치의 응용을 연구하다 1991년에 연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비선형 광

학 중에서 NSOM이며, 그 외에 반도체 양자점에서의 양자 가둠 효과, 금속 입자의 플라스마 

공명, 금속 반도체 나노 합성 물질에서의 로컬 필드 효과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도 연구

하였다. 박승한 교수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고분해능 레이저 분광기를 개발하였고, 현

재까지 10개 이상의 특허를 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995년에는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선정되

어 ‘시공간 고분해능 비선형 광학 측정 및 계측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분해능 전자현미경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간 고분해 비선형 광학 

측정 및 계측을 시도하고 이를 응용하는 국내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박승한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단장으로써 나노

바이오 신경소자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SPIE의 Fellow로 선임되었고 2012년에는 

SPIE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ICO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광섬유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오경환 교수가 부임

하였고, 2010년에는 3차원 고분해능 광학현미경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김덕영 

교수가 새로 부임하여 연세대학교 광학분야의 연구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오경

환 교수는 국가지정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광도파로를 기반으로 하여 광자의 생

성, 전파, 제어를 통해 빛과 물질간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광섬유 설

계 및 제작, 푸리에 광학, 광섬유를 통한 마이크로 플라즈마와 빛 사이의 상호 작용, 플라즈모

닉스에 바탕을 둔 나노구조 광섬유 연구 및 광확산, 분산, 전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

덕영 교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펨토초 펄스레이저 및 비선형 광

대역 광원을 이용한 실시간 분광이미징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2광자 3차원 공초점 현미경, 3

차원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 초고속 Lifetime 이미징 기술 및 레이저 간섭 위상 현미경 등

을 개발하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998년에는 실험장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Zygo사 제품인 4인치 

구경 Fizeau간섭계 등의 광학 및 음향실험을 위한 연구용 실험장치를 구입하게 되었다. 또 

1999년 군사과학대학원 예산으로 Holography 실험장치를 구비하게 되어 보다 확충된 실험환

경을 토대로 광학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홍경희 교수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위탁과제로 유도탄 유도광학계, 야시장비, 

열상장비 및 레이저 신관 등 광학계를 설계를 담당하여 연구원들에게 학술 세미나를 통해 설계

기술을 전수하였고, 2006년 퇴직 전·후로 제자인 정 관, 이호찬 교수가 그 뒤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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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였고, 이후 광섬유 통신에서의 편광모드분산에 대한 연구를 거쳐, Global Research 

Lab, 프론티어사업 등을 통해 나노광학 및 메타물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우수 인력을 배출

하였다. 이신두 교수는 서강대에 근무하다가 1997년 9월에 서울대학교로 이직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액정광학 연구와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이러한 공로로 이신두 교수는 OSA의 Fellow

로 선정되었다. 이창희 교수는 인하대에 근무하다가 2004년 2월에 서울대로 이직하여 유기발

광다이오드(OLED)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홍용

택 교수는 2009년 3월에 서울대에 부임하여 Flexible Display 등의 분야 연구를 이끌며 각종 

국가 디스플레이 기획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윤찬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연구교수를 한 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고출력 광섬유 레

이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한 때, 이신두 교수, 이병호 교수, 

박남규 교수, 정윤찬 교수가 Optics Express, Optics Letters, Applied Optics 등 OSA 저널

들에 동시에 모두 편집위원들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김 웅 교수는 한국광학회 3대 회장(1994년 ~ 1995년)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

써 국내 광학발전을 주도함은 물론 수많은 광학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

한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의 한국지부회장으로 활약하여 

국내 광산업, 광기술 분야 네트워크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고 동시에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

의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은 1991년 박승한 교수가 부임한 이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었다. 박

승한 교수는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까지 University of Pitts-

burgh에서 조교수로 반도체 양자와 양자점 구조의 선형, 비선형 광학 특성과 초고속 광스위

치 장치의 응용을 연구하다 1991년에 연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비선형 광

학 중에서 NSOM이며, 그 외에 반도체 양자점에서의 양자 가둠 효과, 금속 입자의 플라스마 

공명, 금속 반도체 나노 합성 물질에서의 로컬 필드 효과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도 연구

하였다. 박승한 교수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고분해능 레이저 분광기를 개발하였고, 현

재까지 10개 이상의 특허를 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995년에는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광학연구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선정되

어 ‘시공간 고분해능 비선형 광학 측정 및 계측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분해능 전자현미경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간 고분해 비선형 광학 

측정 및 계측을 시도하고 이를 응용하는 국내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박승한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단장으로써 나노

바이오 신경소자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SPIE의 Fellow로 선임되었고 2012년에는 

SPIE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ICO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광섬유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오경환 교수가 부임

하였고, 2010년에는 3차원 고분해능 광학현미경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김덕영 

교수가 새로 부임하여 연세대학교 광학분야의 연구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오경

환 교수는 국가지정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광도파로를 기반으로 하여 광자의 생

성, 전파, 제어를 통해 빛과 물질간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광섬유 설

계 및 제작, 푸리에 광학, 광섬유를 통한 마이크로 플라즈마와 빛 사이의 상호 작용, 플라즈모

닉스에 바탕을 둔 나노구조 광섬유 연구 및 광확산, 분산, 전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

덕영 교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펨토초 펄스레이저 및 비선형 광

대역 광원을 이용한 실시간 분광이미징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2광자 3차원 공초점 현미경, 3

차원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 초고속 Lifetime 이미징 기술 및 레이저 간섭 위상 현미경 등

을 개발하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998년에는 실험장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Zygo사 제품인 4인치 

구경 Fizeau간섭계 등의 광학 및 음향실험을 위한 연구용 실험장치를 구입하게 되었다. 또 

1999년 군사과학대학원 예산으로 Holography 실험장치를 구비하게 되어 보다 확충된 실험환

경을 토대로 광학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홍경희 교수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위탁과제로 유도탄 유도광학계, 야시장비, 

열상장비 및 레이저 신관 등 광학계를 설계를 담당하여 연구원들에게 학술 세미나를 통해 설계

기술을 전수하였고, 2006년 퇴직 전·후로 제자인 정 관, 이호찬 교수가 그 뒤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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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도 광학 분야 교수가 충원되었다. 1991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광학이

론을 전공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김기식 박사, 1992년에는 애리조나

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한 이석목 박사, 1995년에 로체스터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한 노재우 박

사가 부임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광학전공과 이론물리전공으로 분리

하여 운영함으로써 광학분야에 보다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광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

중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에는 BK21 핵심사업에서 ‘광과학센터’와 ‘응집물질물리학센터’의 과제가 선정되었

고, 이듬해 광과학센터가 설립되어 매년 학계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광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1999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을 시작한 것이다. 2000년 8월에는 대학

부설 광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공과대학 내에 있는 광학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교

수와 유대를 강화하고 연구인력을 결집하여 산학연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또한 2002년 

6월에는 황보창권 교수가 주관하여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광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최

신 광계측장비와 설계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광학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의 재교

육과 신기술 교육에 헌신하였다.

2003년 8월에 이일항 교수가 주관하는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

(2003년 ~ 2011년)으로 설립되어 현재 관련분야의 교수 20여 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개념의 

Optical Printed Circuit Board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6년 6월에 정보통신대학원의 함병승 

교수가 주관하는 광양자정보처리연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현재 

광양자연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는 1993년 자연과학 4호관(물리학관)이 준공되어 연구실과 실험실을 갖추

어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 여기에 1992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 광주분소가 

물리학관 뒤 건물에 개소되고 물리학과 김화택이 분소장으로 취임하여 고가의 연구실험기기

를 도입, 설치함으로써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광학분야에서는 1995년 윤선현이 부임하

여 양자광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화택은 다원화합물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 연구로 전남지역 

타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분야를 선도하였다.

한편 광학연구팀(정창섭, 임기건, 이형종, 윤선현)은 결상광학계연구, 광집적회로연구, 레

이저 광학 및 양자광학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다가 광주광역시의 광산업육성방침과 관련하

여 ‘광응용기술연구소’(소장: 정창섭)를 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하고, 1999년 BK21 핵심분야

에 ‘광정보과학연구팀’의 사업명으로 지원 받았다. 여기서 석·박사 전문인력이 배출되었고, 이

들은 대학 및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주도하였다. 특히 BK21 핵심분야 사

업의 수행을 통해 차세대 WDM 광통신기술에 긴요한 평반도파로 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 10월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광기술특화연구센터’(소장: 임기건)가 설립되어 광기술 연구장비를 확충하였고, 광집

적회로용 광소재와 소자제작, 광증폭기 박막소재 및 소자 제작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에는 ‘광소재부품연구센터’(소장: 임기건)가 한국과학재단 RRC로 선정, 설치되어 광소

재 및 광부품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1990년에 김병윤 교수, 1991년에 이용희 교수가 새로이 부임하면서 KAIST의 광학분야는 

더욱 도약적이고 진보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교 후 2015년 현재까지 40여 년에 걸

쳐 KAIST 물리학과는 이상수 교수를 비롯하여 공홍진 교수, 이해웅 교수, 남창희 교수, 김병

윤 교수, 이용희 교수의 노력으로 수많은 광학 관련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들이 학계, 연구

소, 산업계로 진출하여 국내의 광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1994년에는 국내 최초의 TW급 초고출력 레이저인 “신명 레이저”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에서는 핵융합 발전, 비선형 광학 연구, X-선 미세 가공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국내 기술은 타국에 비

해 부족하였다. 국내 고출력 레이저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팀은 1988년

부터 1994년까지 6년간 국내 최초로 이 레이저를 개발한 것이다. 신명 레이저는 4중 경로 전

단 증폭기와 5단 주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0 ps의 펄스폭과 80 J의 에너지를 가지고 

첨두 출력은 2 TW로서 국내 최초의 고출력 레이저이고 당시 세계 9위의 규모였다. 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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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도 광학 분야 교수가 충원되었다. 1991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광학이

론을 전공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김기식 박사, 1992년에는 애리조나

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한 이석목 박사, 1995년에 로체스터대학에서 광학을 전공한 노재우 박

사가 부임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광학전공과 이론물리전공으로 분리

하여 운영함으로써 광학분야에 보다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광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

중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에는 BK21 핵심사업에서 ‘광과학센터’와 ‘응집물질물리학센터’의 과제가 선정되었

고, 이듬해 광과학센터가 설립되어 매년 학계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광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1999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을 시작한 것이다. 2000년 8월에는 대학

부설 광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공과대학 내에 있는 광학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교

수와 유대를 강화하고 연구인력을 결집하여 산학연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또한 2002년 

6월에는 황보창권 교수가 주관하여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광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최

신 광계측장비와 설계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광학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의 재교

육과 신기술 교육에 헌신하였다.

2003년 8월에 이일항 교수가 주관하는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

(2003년 ~ 2011년)으로 설립되어 현재 관련분야의 교수 20여 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개념의 

Optical Printed Circuit Board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6년 6월에 정보통신대학원의 함병승 

교수가 주관하는 광양자정보처리연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현재 

광양자연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는 1993년 자연과학 4호관(물리학관)이 준공되어 연구실과 실험실을 갖추

어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 여기에 1992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 광주분소가 

물리학관 뒤 건물에 개소되고 물리학과 김화택이 분소장으로 취임하여 고가의 연구실험기기

를 도입, 설치함으로써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광학분야에서는 1995년 윤선현이 부임하

여 양자광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화택은 다원화합물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 연구로 전남지역 

타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분야를 선도하였다.

한편 광학연구팀(정창섭, 임기건, 이형종, 윤선현)은 결상광학계연구, 광집적회로연구, 레

이저 광학 및 양자광학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다가 광주광역시의 광산업육성방침과 관련하

여 ‘광응용기술연구소’(소장: 정창섭)를 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하고, 1999년 BK21 핵심분야

에 ‘광정보과학연구팀’의 사업명으로 지원 받았다. 여기서 석·박사 전문인력이 배출되었고, 이

들은 대학 및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주도하였다. 특히 BK21 핵심분야 사

업의 수행을 통해 차세대 WDM 광통신기술에 긴요한 평반도파로 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 10월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광기술특화연구센터’(소장: 임기건)가 설립되어 광기술 연구장비를 확충하였고, 광집

적회로용 광소재와 소자제작, 광증폭기 박막소재 및 소자 제작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에는 ‘광소재부품연구센터’(소장: 임기건)가 한국과학재단 RRC로 선정, 설치되어 광소

재 및 광부품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1990년에 김병윤 교수, 1991년에 이용희 교수가 새로이 부임하면서 KAIST의 광학분야는 

더욱 도약적이고 진보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교 후 2015년 현재까지 40여 년에 걸

쳐 KAIST 물리학과는 이상수 교수를 비롯하여 공홍진 교수, 이해웅 교수, 남창희 교수, 김병

윤 교수, 이용희 교수의 노력으로 수많은 광학 관련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들이 학계, 연구

소, 산업계로 진출하여 국내의 광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1994년에는 국내 최초의 TW급 초고출력 레이저인 “신명 레이저”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에서는 핵융합 발전, 비선형 광학 연구, X-선 미세 가공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국내 기술은 타국에 비

해 부족하였다. 국내 고출력 레이저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상수/공홍진 교수 연구팀은 1988년

부터 1994년까지 6년간 국내 최초로 이 레이저를 개발한 것이다. 신명 레이저는 4중 경로 전

단 증폭기와 5단 주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0 ps의 펄스폭과 80 J의 에너지를 가지고 

첨두 출력은 2 TW로서 국내 최초의 고출력 레이저이고 당시 세계 9위의 규모였다. 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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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선 발생연구, X-선을 이용한 미세가공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레이저 플라즈마 연구를 병

행하여 국내 최초의 레이저 관성 핵융합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명 레이저 개발을 통하여 

양성된 1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은 산학연계에 고루 퍼져 나감으로써, 후에 광주과학기술원 고

등광기술연구소의 페타와트급 레이저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kJ급 고출력 레이저 개발의 원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공홍진 교수는 이와 병행하여 1993년에 고압 메탄가스를 비선형 매질로 이용하여 1.06 

㎛의 파장을 갖는 Nd:YAG 레이저를 Stimulated Raman Scattering(SRS)을 통해 눈에 안

전한 영역인 1.54 ㎛의 파장으로 변환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은 Raman 변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으나 SBS가 

Phase-Conjugate Mirror(PCM)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후방 산란 광을 펌프광 발

진에 이용함으로서, 역으로 Raman 변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공

홍진 교수는 1996년부터 SBS-PCM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빔결합 레

이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SBS-PCM은 고에너지 시스템에서 레이저 매질과 광학 소자들

에 의한 왜곡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빔을 여러 개로 나눈 뒤 개별적으로 증폭한 후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고출력 레이저의 고질적인 열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이었기 때문에 1972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왔지만 각 증

폭기의 위상이 매번 임의로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었다. 2003년에 SBS 

Cell과 오목거울만으로 구성된 SBS-PCM으로 위상을 자체 제어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정렬

이 용이하면서도 높은 안정도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금강’ 레이저라는 명

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 kW 출력의 빔(10 ns 펄스폭, 10 kHz 반복률, 0.1 J 펄스에

너지) 4개가 결합된 4 kW의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 중에 있다. 이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2D 레

이저 가공에 사용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 향후 레이저 무기 및 레이저 관성 핵융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KAIST 출신 연구진의 벤처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덕인, 레이저 스펙트라, 노베라 옵틱스

(Novera Optics) 등 여러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활동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광학 관련 분

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0년 이상수 교수의 제자 임재선 박사가 설립한 ㈜덕인은 3차원 측

정기를 제작, 공급해왔는데,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와 반도체 집적회로를 측정, 검사하는 

스테이지 등을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정밀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정 기기들을 주

문 제작하고 있다.

1995년 김병윤 교수는 도남시스템(후에 FiberPro로 개명)을 설립하여 광워크샵 담당이었

던 김영기 그리고 제자인 고연완과 함께 광통신 장비사업을 시작했다. 도남시스템의 초기 생

산품이자 현재까지 주력제품의 하나인 광섬유 편광 스크램블러는 현재 파이버프로에서 일하

고 있는 정호진이 박사과정 때 광섬유 연구실에서 수행하던 연구과제에서 출발했다. 국방과학

연구소의 위탁과제인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개발을 하던 중 광섬유 센서의 위상변조기로 사용

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광섬유 소자가 고주파로 구동하면서부터 편광 변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잡음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편광변조기로서 개발되었다. 현재 고연완 사장이 운영하며 광섬유 편광 스크램블러 등 

광섬유 관련 각종 기기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김점술 박사 (지도교수: 공홍진)는 1994년에 레이저스펙트라를 설립하여 과학연구 및 여

러 산업분야에 레이저전문기업으로서 “Premier Laser Solutions” 제공하고 있다. Spec-

tra-Physics, NKT Photonics 등 해외 유수의 레이저기업들과 사업파트너를 맺어 분야에 맞

는 다양한 제품과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김광석 박사(지도 교수: 공홍진)는 

KAERI에서 연구원 창업을 통해 ‘금광’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Diode-Pumped Solid State 

Laser(DPSSL)에 대한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도체 생산 설비, 펌핑, 정밀 

기기, 산업 및 의료 분야에 적용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1999년 김성호 박사(지도 교

수: 공홍진)는 KAERI 연구원 창업을 통해 텔레옵틱스를 설립하여 광학 및 광전자를 이용한 산

업용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현미경 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광학 현미경

과 광계측 장비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1999년 한기관 박사(지도 교수: 공홍진)가 

설립한 레이저 앤 피직스는 이전까지 100% 수입에 의존해온 대용량 반도체 메모리칩을 만드

는 장비인 ArF 엑시머 레이저 발진기를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산업용 및 의료용 분

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DPSSL, 엑시머 레이저, CO2 레이저 등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삼성

테크윈과 공동 연구하여 CO2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 완료하였다. 1999년 김후식 대표이

사(지도 교수: 공홍진)가 설립한 뷰웍스는 고품질 영상 취득 장치 전문 개발 업체이다.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의료용 X-Ray 진단시스템을 위한 영상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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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선 발생연구, X-선을 이용한 미세가공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레이저 플라즈마 연구를 병

행하여 국내 최초의 레이저 관성 핵융합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명 레이저 개발을 통하여 

양성된 1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은 산학연계에 고루 퍼져 나감으로써, 후에 광주과학기술원 고

등광기술연구소의 페타와트급 레이저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kJ급 고출력 레이저 개발의 원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공홍진 교수는 이와 병행하여 1993년에 고압 메탄가스를 비선형 매질로 이용하여 1.06 

㎛의 파장을 갖는 Nd:YAG 레이저를 Stimulated Raman Scattering(SRS)을 통해 눈에 안

전한 영역인 1.54 ㎛의 파장으로 변환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은 Raman 변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으나 SBS가 

Phase-Conjugate Mirror(PCM)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후방 산란 광을 펌프광 발

진에 이용함으로서, 역으로 Raman 변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공

홍진 교수는 1996년부터 SBS-PCM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빔결합 레

이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SBS-PCM은 고에너지 시스템에서 레이저 매질과 광학 소자들

에 의한 왜곡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빔을 여러 개로 나눈 뒤 개별적으로 증폭한 후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고출력 레이저의 고질적인 열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이었기 때문에 1972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왔지만 각 증

폭기의 위상이 매번 임의로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었다. 2003년에 SBS 

Cell과 오목거울만으로 구성된 SBS-PCM으로 위상을 자체 제어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정렬

이 용이하면서도 높은 안정도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금강’ 레이저라는 명

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 kW 출력의 빔(10 ns 펄스폭, 10 kHz 반복률, 0.1 J 펄스에

너지) 4개가 결합된 4 kW의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 중에 있다. 이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2D 레

이저 가공에 사용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 향후 레이저 무기 및 레이저 관성 핵융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KAIST 출신 연구진의 벤처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덕인, 레이저 스펙트라, 노베라 옵틱스

(Novera Optics) 등 여러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활동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광학 관련 분

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0년 이상수 교수의 제자 임재선 박사가 설립한 ㈜덕인은 3차원 측

정기를 제작, 공급해왔는데,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와 반도체 집적회로를 측정, 검사하는 

스테이지 등을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정밀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정 기기들을 주

문 제작하고 있다.

1995년 김병윤 교수는 도남시스템(후에 FiberPro로 개명)을 설립하여 광워크샵 담당이었

던 김영기 그리고 제자인 고연완과 함께 광통신 장비사업을 시작했다. 도남시스템의 초기 생

산품이자 현재까지 주력제품의 하나인 광섬유 편광 스크램블러는 현재 파이버프로에서 일하

고 있는 정호진이 박사과정 때 광섬유 연구실에서 수행하던 연구과제에서 출발했다. 국방과학

연구소의 위탁과제인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개발을 하던 중 광섬유 센서의 위상변조기로 사용

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광섬유 소자가 고주파로 구동하면서부터 편광 변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잡음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편광변조기로서 개발되었다. 현재 고연완 사장이 운영하며 광섬유 편광 스크램블러 등 

광섬유 관련 각종 기기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김점술 박사 (지도교수: 공홍진)는 1994년에 레이저스펙트라를 설립하여 과학연구 및 여

러 산업분야에 레이저전문기업으로서 “Premier Laser Solutions” 제공하고 있다. Spec-

tra-Physics, NKT Photonics 등 해외 유수의 레이저기업들과 사업파트너를 맺어 분야에 맞

는 다양한 제품과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김광석 박사(지도 교수: 공홍진)는 

KAERI에서 연구원 창업을 통해 ‘금광’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Diode-Pumped Solid State 

Laser(DPSSL)에 대한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도체 생산 설비, 펌핑, 정밀 

기기, 산업 및 의료 분야에 적용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1999년 김성호 박사(지도 교

수: 공홍진)는 KAERI 연구원 창업을 통해 텔레옵틱스를 설립하여 광학 및 광전자를 이용한 산

업용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현미경 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광학 현미경

과 광계측 장비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1999년 한기관 박사(지도 교수: 공홍진)가 

설립한 레이저 앤 피직스는 이전까지 100% 수입에 의존해온 대용량 반도체 메모리칩을 만드

는 장비인 ArF 엑시머 레이저 발진기를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산업용 및 의료용 분

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DPSSL, 엑시머 레이저, CO2 레이저 등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삼성

테크윈과 공동 연구하여 CO2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 완료하였다. 1999년 김후식 대표이

사(지도 교수: 공홍진)가 설립한 뷰웍스는 고품질 영상 취득 장치 전문 개발 업체이다.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의료용 X-Ray 진단시스템을 위한 영상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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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성장했다. 2008년부터는 의료 분야에서 인정받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머신비전 분야에 

적용해 사업을 확장했으며, FPD, PCB, 반도체 등의 생산라인 검사장비에 적용되는 초고해상

도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 출시하면서, 국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

다. 2013년에는 산업용 카메라 부문에서만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 더 많은 인

력과 자원을 투입해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01년 남기수 박사(지도 교수: 공홍

진)가 설립한 에스앤에스텍은 전량수입 되던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생산의 핵심재료인 

Blank Mask를 2002년에 최초로 국산화하여 양산에 성공하였고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영국, 독일,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후 2004년에는 반도체용뿐만 아니라 

LCD용 제품을 개발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변재오 대표이사(지도 교수: 공홍

진)가 설립한 럭스퍼트는 광섬유 증폭기, 파장분활 수동형광네트워크(WDM-PON)방식의 광

가입자망 솔루션, 광나노앰프 등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며 기타 초고속 광통신 분야에 최

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특히, 1996년 세계 최초로 첨단 광소자 개발에 성공한 물리학과 김병윤 교수는 1999년 노베

라옵틱스를 실리콘 밸리에 설립했다. 김병윤 교수는 20년 이상 광통신에 매달려 온 전문가로서 

상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광통신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핵심소자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더 많은 신호를 더 빨리 보낼 수 있다. 김병윤 교수는 

국내에서의 창업보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고 KAIST의 교수 창업제도

를 이용해 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투자자를 물색했고, 2000년 ~ 2001년에 

걸쳐 6,700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노베라옵틱스는 처음부터 철저히 현지화 전략으

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08년에 다국적 기업인 LG-Nortel(현 Ericson-LG)에 매각되었다.

1994년 4월 광관련분야 최초 한국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ERC)로 KAIST에 광전자연

구센터 (소장 권영세 교수)가 설립돠었는데 광정보처리와 광통신분야의 창의적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6개 대학(KAIST,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대학교) 의 

15인 교수가 참여하였다. 4개의 대과제명은 광정보처리용 부품연구, 차세대 광전송모듈 연구, 

광수신 모듈 및 광네트워크 연구, 광섬유 디바이스 연구이다. KAIST 소속교수는 전기전자공

학과 5인와 물리학과 3인 이었다. 

1994년 12월 국방부위촉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전자광학특화연구센터(소창 김충기 

교수)를 KAIST내에 설립하였다. 1995년부터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3년씩 3단계 도합 9년간 

수행하여 2003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다. 연구는 열영상연구실, 광섬유연구실, 레이저연

구실로 업무를 분장하고, 제1단계에서는 5개 연구기관 소속 11인의 연구책임자로 시작하였으

며, 단계별 연구과제와 참여연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변경되었다. 열영상장비와 광섬유 자이

로 연구성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제품을 국산화하였다.     

전기전자공학과에 1994년 가을 Bell연구소 소속이던 정윤철박사가 신임교수로 부임하여, 

Lightwave Sysems 연구실을 개설하였다. 활발한 산학협동과 정부지원을 받아 학계에서 파

장분할다중화(WDM) 광섬유 통신시스템연구를 선도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과 대등

한 수준으로 이끌었다. 한편 1995년 전기전자공학과 지윤규교수는 이화대학교 신설 공과대학 

4개학과중 전자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전직하여 이어서 공과대학장으로 역할도 수행하였다.  

1997년 봄학기에는 ETRI 소속 이창희박사가 신임교수로 부임하여 정윤철교수와 WDM 광통

신시스템을 공동연구한 후에 독자적 광네트워크 연구실을 개설하고 장거리 통신용 WDM용 파

장고정광원연구에 치중하여 연구실적을 거두었다.

신상영교수의 광파연구실에서 광도파로소자연구는 1990년대부터 리튬나이오베이트 광도

파로 전압센서와 자이로용 변조기, 폴리머 광도파로 편광소자와 가변필터에 치중하다가 2005

년부터 실리콘 나노와이어 편광제어소자등으로 변모하였다. 권영세교수의 광전자연구실은 반

도체 광전자소자에서 광전집적회로(OEIC)로 확대되면서 연구의 중심이 MMIC 또는 동일기판 

마이크로파 집적회로로 확대되며 변천하였다. 

2009년 전기전자공학과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진과 통합하여 광전자공학, 광통신 시

스템과 네트워크 분야에 강민호교수, 이만섭교수, 원용협교수, 박효훈교수, 이준구교수 등이 

보강되었고, 2010년대 신임교수로 유경식교수, 김훈교수, 장민석교수 등이 부임하였다.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우수교수 확보와 대형 첨단기자재 확충 등 연구 기

반이 구축됨으로써 광학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안산캠퍼스에 리소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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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성장했다. 2008년부터는 의료 분야에서 인정받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머신비전 분야에 

적용해 사업을 확장했으며, FPD, PCB, 반도체 등의 생산라인 검사장비에 적용되는 초고해상

도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 출시하면서, 국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

다. 2013년에는 산업용 카메라 부문에서만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 더 많은 인

력과 자원을 투입해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01년 남기수 박사(지도 교수: 공홍

진)가 설립한 에스앤에스텍은 전량수입 되던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생산의 핵심재료인 

Blank Mask를 2002년에 최초로 국산화하여 양산에 성공하였고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영국, 독일,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후 2004년에는 반도체용뿐만 아니라 

LCD용 제품을 개발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변재오 대표이사(지도 교수: 공홍

진)가 설립한 럭스퍼트는 광섬유 증폭기, 파장분활 수동형광네트워크(WDM-PON)방식의 광

가입자망 솔루션, 광나노앰프 등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며 기타 초고속 광통신 분야에 최

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특히, 1996년 세계 최초로 첨단 광소자 개발에 성공한 물리학과 김병윤 교수는 1999년 노베

라옵틱스를 실리콘 밸리에 설립했다. 김병윤 교수는 20년 이상 광통신에 매달려 온 전문가로서 

상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광통신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핵심소자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더 많은 신호를 더 빨리 보낼 수 있다. 김병윤 교수는 

국내에서의 창업보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고 KAIST의 교수 창업제도

를 이용해 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투자자를 물색했고, 2000년 ~ 2001년에 

걸쳐 6,700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노베라옵틱스는 처음부터 철저히 현지화 전략으

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08년에 다국적 기업인 LG-Nortel(현 Ericson-LG)에 매각되었다.

1994년 4월 광관련분야 최초 한국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ERC)로 KAIST에 광전자연

구센터 (소장 권영세 교수)가 설립돠었는데 광정보처리와 광통신분야의 창의적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6개 대학(KAIST,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대학교) 의 

15인 교수가 참여하였다. 4개의 대과제명은 광정보처리용 부품연구, 차세대 광전송모듈 연구, 

광수신 모듈 및 광네트워크 연구, 광섬유 디바이스 연구이다. KAIST 소속교수는 전기전자공

학과 5인와 물리학과 3인 이었다. 

1994년 12월 국방부위촉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전자광학특화연구센터(소창 김충기 

교수)를 KAIST내에 설립하였다. 1995년부터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3년씩 3단계 도합 9년간 

수행하여 2003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다. 연구는 열영상연구실, 광섬유연구실, 레이저연

구실로 업무를 분장하고, 제1단계에서는 5개 연구기관 소속 11인의 연구책임자로 시작하였으

며, 단계별 연구과제와 참여연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변경되었다. 열영상장비와 광섬유 자이

로 연구성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제품을 국산화하였다.     

전기전자공학과에 1994년 가을 Bell연구소 소속이던 정윤철박사가 신임교수로 부임하여, 

Lightwave Sysems 연구실을 개설하였다. 활발한 산학협동과 정부지원을 받아 학계에서 파

장분할다중화(WDM) 광섬유 통신시스템연구를 선도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과 대등

한 수준으로 이끌었다. 한편 1995년 전기전자공학과 지윤규교수는 이화대학교 신설 공과대학 

4개학과중 전자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전직하여 이어서 공과대학장으로 역할도 수행하였다.  

1997년 봄학기에는 ETRI 소속 이창희박사가 신임교수로 부임하여 정윤철교수와 WDM 광통

신시스템을 공동연구한 후에 독자적 광네트워크 연구실을 개설하고 장거리 통신용 WDM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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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우수교수 확보와 대형 첨단기자재 확충 등 연구 기

반이 구축됨으로써 광학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안산캠퍼스에 리소그래

1481부•총사 149 3장•해방 이후 한국 광학의 발달



피 공정 분야의 오혜근 교수가 임용되어 광학 분야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1993년

에는 엘립소메트리 전공의 안일신 교수가 영입되었다. 서울캠퍼스에는 1995년에 레이저 분광

학 전공의 오차환 교수가 임용되어 광학 그룹의 중핵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마이크

로광학 전공의 송석호 교수가 영입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연구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2003년 9월 양자정보학 전공의 이진형 교수를 영입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광자광학 전공의 한영근 교수를 영입하였다. 안산캠퍼스에는 2004년 3월에 광전자광

학 전공의 신동수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광학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현재 한양대학교의 광학분야는 레이저분광학, 박막광학, 광집게 등을 연구하는 비

선형광학연구실(오차환), 나노플라즈모닉스를 연구하는 마이크로광학 연구실(송석호), 복잡계

의 양자 비국소성, 양자 접합 등을 연구하는 양자정보학 연구실(이진형), 비선형 광도파로 기

반 광대역 광원, 기능성 레이저 광원 및 응용 기술, 광센서기술 및 바이오 포토닉스 등을 연구

하는 광자광학 연구실(한영근), 광노광 등을 연구하는 리소그래피 연구실(오혜근), 엘립소메트

리 분야를 연구하는 분광학연구실(안일신), 광전자학, 광소자 등을 연구하는 광전자연구실(신

동수) 등 광학 관련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3-5-6.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국제교류

한국광학회로서는 최초로 주최하는 국제대회로서 제21회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의

(21st ICHSPP,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raphy and Pho-

tonics)는 학회에서 최종확정 통보를 받은 후 약 2년 후인 1994년 8월 29일 ~ 9월 2일 사이에 

대덕의 과학문화회관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대표적인 학제간 국제학술회로서 

전통을 가진 회의로서 15개의 국내 학술단체와의 협찬으로 개최하였다.

이 ICHSPP ’94 학술대회에서는 펨토초(10-15 s)에 접근하는 시간분해능을 이용하는 최첨

단 초고속촬영기술과 영상기록 및 해석에 관한 학술적 토의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개

국 25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특히 “첨단고속촬영기술”에 대한 워

크샵이 ㈜기아자동차 후원 하에 독일의 저명한 과학기술진을 초청하여 ICHSPP ’94와 병행하

여 개최하였다. 회의 후 간접비와 기여금 3000만 원을 학회에 기탁하여, 1995년 한국광학회

가 과학기술회관에 30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때

의 국제회의 실무경험은 이어지는 국제회의 계획과 준비에 큰 참고가 되었다. [한국광학회지 

4권 4호 p.506 참조]

1993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제16차 ICO 총회에서 결정된 1996년의 제17차 세계

광학대회(ICO-17, 17th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의 한국 개최는 한국이 회원

국으로 가입된 후 18년만의 일이며 한국광학회 창립 후 또 하나의 거사가 아닐 수 없었다.[새

물리 15권 4호 p.241, 한국광학회지 4권 3호 p.359 참조]. ICO-17의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결성, 국내 조직위원회의 가동과 동시에 광학 및 광공학 관련 기업체, 국영기관, 정부기관으로

한국광학회는 1990년부터 국제학술회의를 본격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한국광학회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시켰

다. 개인적인 국제 교류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회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학회가 외국인 연사를 다수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한 시기는 1990

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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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개최 후원 등도 비교적 순조로웠다. 1996년 8월 19일 ~ 23일 사이에 유성의 리베라호텔

에서 33개국 583명이 참가한 가운데 438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레이저 및 광학 단기교육과정, 

특별강연회와 광학기기 전시회를 성황리에 동시 개최하였다.

ICO-17의 한국개최는 한국광학계의 학술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

으며, 국내에서의 광학 및 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게 된 큰 효과도 얻게 되었다. 대회 

이후 간접비와 모든 것을 절약하고 양보하면서 마련한 기여금 약 1억 원을 한국광학회에 전달

하여 당시 매우 어려웠던 광학회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

1996년에 이어서 회원들의 국제회의에 대한 관심과 분야별 국제학술교류가 커가면서 크

고, 작은 국제회의가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 약속되었다. 1997년 7월

의 OECC ’97, 1998년 4월의 APLS ’98, 1999년 4월의 OFS-13, 그리고 1999년 8월의 CLEO/

PR이며 개최 주관 학회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준비위원회별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8일 ∼ 1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2회 광전자 및 통신학술대회(OECC 

’97, 2n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는 19개국 693명 참가로 338편

의 논문과 전시회 등으로 알찬 내용으로 한국광학회, 대한 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전

기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점차 광전자 공학, 광통신 등 학술 및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광 응용 분야를 자극하

기에 충분하였다. 초고속 광통신 시스템과 광전자 분야의 응용 개발, 연구에 관한 모든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마당이었으며, 이 대회는 일본 등 아세아 국가들이 주관한다는 것과 어느 

국제대회보다 많은 초청강연과 국내 발표 논문수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개최된 전

시회, 단기교육과정, 심포지움 등도 하였으며, 2년 주기로 아시아 주변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

고 있다. 준비 기금모금과 대회진행이 대체로 순조로웠으며, 간접비와 기여금 5천만 원도 학회

기금으로서 학회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움(Asian-Pacific Laser Symposium, APLS)은 일본레이저

학회(LSJ: Laser Society of Japan)의 제안에 의거하여, 한중일 3개국의 합의에 의하여, 1998

년 4월 27일 ∼ 29일에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한국-중국-

일본의순서로 2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레이저와 더불어 분광기, 레

이저 빔 제어, 레이저 가공, 비선형 광학 등의 분야에서 초청 발표 8개와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를 포함하여 총 58편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 레이저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일본 레이저학

회에서는 중견과학자들도 많이 참가하여 심포지움의 내실을 더해주었고 100만 엔(￥)이라는 

기여금을 지원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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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개최 후원 등도 비교적 순조로웠다. 1996년 8월 19일 ~ 23일 사이에 유성의 리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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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끝나고 정산한 후에 한국측에서는 또다시 100만 엔에 해당하는 자금을 중국 측에 

넘겨서 차기 개최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레이저 연구와 레이저 관련 응

용연구 분야의 학술적, 산업적 연구의 정보교환 마당으로 성장하면서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

다. 제4차 APLS(2004년)는 한국 용평에서 개최되었고 초청 발표 57개를 포함하여 총 150여 

개가 발표되었다.

제13차 국제광섬유센서 학술대회(OFS-13,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는 1999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25개국 284

명이 참가하여 국내 14편 국외 132편의 논문 발표와 전시회, 단기교육과정, 그리고 워크샵

을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광섬유 센서와 관련 기술의 R&D 현황을 토의하는 Topical 

Meeting형식의 학술대회로 1년 반의 주기로 북미, 유럽, 아세아·오시아나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실속 있는 국제대회이다. OFS-13은 한국광학회와 일본의 IEICE ES(The Inst.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Electronics Society)와 공동주

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의 저명한 10개의 학술단체가 협찬하였다. 간접비와 기여금 형태

로 6300만 원을 학회에 보내옴으로써 학회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99년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CLEO/Pacific Rim ’99, 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는 한국으로의 유치가 결정(제60회 상임위원회 

96.6.15)된 후 3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1999년 8월 31일 ∼ 9월 3일 서울의 르네상스호텔과 한

국종합전시관(전시회, 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OSK, IEEE/

LEOS,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 JSAP(The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 

IEICE, KOMA(Korea Opt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그리고 COEX의 공동협찬으로 개

최되었으며, 일본에서의 1차(1995년)과 2차(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열린 회의이

다. 26개국에서 820명이 참가하고 688편의 학술논문발표를 가졌다. 몇 차례의 회의 지출예산

을 검토 조정하면서 간접비와 기여금 3000만 원을 학회에 보내오는 성의도 있었다. 이 회의의 

Plenary Session을 통하여 서정욱 과기처장관을 비롯하여, 미국광학회 회장, A. E. Siegman 

박사(스탠포드 대학), 동경대학의 T. Kamiya 교수, 미국 Rice 대학의 F. K. Tittel 교수 등 저

명한 광학자들의 특별강연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발한 저명 국제학술회의 위치는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4

년에는 NFO-8(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ar-Field Optics)와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 2005년에는 OECC(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

ence), 2006년에는 APOC(Asia-Pacific Optical Communications)가 개최되었다. 2007년에

는 CLEO-PR(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2009년에는 

APBP(Asian and Pacific Rim Symposium on Biophotonics)와 APNFO(Asia Pacific Near-

Field Optics Conference), 2010년에는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 201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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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광학자들의 특별강연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발한 저명 국제학술회의 위치는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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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2006년에는 APOC(Asia-Pacific Optical Communications)가 개최되었다. 2007년에

는 CLEO-PR(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200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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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5(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Plasmon Photonics), 2012년에는 OECC(Op-

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3년과 2015년에는  NBSIS(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 2015년에는 CLEO-PR(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2016년에는 APLS(Asia-Pacific Laser Symposium), 2017

년에는 DH(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ALT(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

vanced Laser Technologies), OFS(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2017년과 2019년에는 DHIP(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

mation Photonics), 2019년에는 MTSA(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THz Sci-

ence and Applications) 등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협력은 ICO(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75.8.25 가입),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 97.1. 상호교류협정 체결),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97.12. 상호교류협정 체결), 독립국가연합 광학회(D. S. Rozhdstvensky Op-

tical Society, 92.6. 교류협력서명)와는 정식절차에 의한 상호협정이 체결되었다. OSA와의 상

호 협정시에는 당시 OSA 회장인 Duncan T. Moore 박사(로체스터대)가 직접 내한하여 한국

광학회 사무실에서 상호협정에 서명하기도 하였고, 현 회장인 Anthony E. Siegman 박사

(스탠포드대)는 CLEO/PR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내한하여 상호유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와는 한국광학회 초대회장이자 명예회장이었던 이

상수 박사의 2010년 작고 이후, 이병호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광학회와미국광학회(OSA)가 공

동으로 Sang Soo Lee Award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되어, 김병윤 교수와 이병호 교수의 적극

적인 노력으로 이 상이 2013년에 설립되었다. 2014년에 첫 수상자로 아르헨티나의 마리오가

라바글리아 교수를 선정하였고, 2016년 수상자로 최상삼 한국광학회 전임회장을 선정하였다. 

2018년 수상자로 대만의 Cheng-Chung Lee 교수를 선정하였고, 2020년 수상자로 인도의 

Ajoy Ghatak 교수를 선정하였다. 

SPIE는 1998년 7월 19일 ∼ 21일, SPIE 총회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장단회의(San Di-

ego)에 한국광학회 회장(박대윤)이 초청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1998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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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PIE의 Richard B. Hoover 회장이 한국광학회를 내방하였으며, 2004년에는 James W. 

Bilbro 회장 및 Eugene Arthurs CEO가 광학회를 내방하여 OSK 회장단과 SPIE 한국지부(지

부회장 김 웅)와의 연석회의를 갖고 상호협력의 구체안을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 일본 레이저 

학회, 일본광학회, 호주광학회 등과의 우호적 국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

회내의 국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는 상임이사회에 국제협력이사와 간사를 두어 

광학회의 국제화와 국제협력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본 한국광학회

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어 많은 성과를 보였다. 2001년 1월 1일에 일본의 Laser Society 

of Japan(LSJ)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9월 1일에는 중국광학회인 COS와 MOU를 

체결하여 세계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05년에는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Pacific Rim에 대한 MOU

를 맺어 더욱 폭넓게 국제교류의 성과를 보였다. 당시에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

tro-Optic/Pacific Rim에 관련된 기관들은 미국광학회(OSA)를 포함하여, Electronics Soci-

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

anese association(IEICE/ES), Communication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anese association(IEICE/CS),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 a Japanese Association(JSAP),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및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IEEE/LEOS)로서 한국광학회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지를 다

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6년 1월 1일에 일본광학회 OSJ와 MOU를 맺었으며, 같은 해 1월 23일에는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와 APOC(Asia-Pacific Optical 

Communications)와 국제 학회에 관해서 MOU를 재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세계적

으로 규모나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광학회(OSA)와 2007년 2월 1일에 MOU를 체

결하여 한국광학회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를 맞이한 2015년에는 국제광공학회(SPIE), 미국광학회(OSA) 

등과 함께 국제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해동안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광학 및 광학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광학회는 해방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

고 있는 많은 회원들의 활발한 광학 연구를 통하여 광학기술과 여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

어왔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을 통한 전자문명과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사회가 실현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광학은 미래사회에서도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학기술로서 첨단산업

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지금도 미

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광학회

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혁신적인 광학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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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는 1989년 설립된 이래 지난 30년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학

회의 회원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주년에 독립 사무실 확보와 함께 재정 자립도도 향상

되었다. 또한 학회 발표 논문수 및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에서도 양적 발전상이 두드러지고 있

다. 분과별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 2000년대 들어 시각 및 의광학 분과, 디스플레이 분

과,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새로 구성되는 등 학회 내부의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40여 차례의 각종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회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회의 위상도 제고

되었다. 그 결과로 설립 20년 되는 해 OSK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2010년 OSA Optics and 

Photonics News에 소개되었다(OPN Feb. 2010, p.8 ~ 9). 특히 영문 학술지 JOSK의 SCIE 등

재와 OSA InfoBase 등재는 광학회의 질적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적 질적 발전

과 더불어 연구소, 산업체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고 창립 25주년이자 2015년은 유엔

과 UNESCO의 세계 빛의 해 주관학회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세계 빛의 해 선포식’을 주최하여 

명실공히 국내 광학회 중심학회로 위상을 드높였다.

회원은 학회 구성의 중추로서 회원의 확대는 학회 발전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회원

의 활동과 회원 상호간 교류 및 네트워크의 조성은 학회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회

원의 회비나 각종 기금은 학회 유지의 근간이 된다. 학회 내외에서 회원의 활동을 도모하고, 학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 중 임원 및 위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여기엔 일정한 규정

이 요구되며, 학회의 상황에 따라 그 규정도 변화할 수 있다. 광학회의 회원 및 규정의 변화상

은 아래와 같다.

1-1.  회원 및 임원

1-1-1.  회원

지금의 한국광학회가 국내 광학계의 중심학회가 되기까지 여러 회원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있었다. 회원은 초기에 정회원, 학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정회원 209명, 

학생회원 32명, 준회원 8명, 특별회원 10명의 총 259명으로 시작하여 그 후 준회원은 이내 없

어지고, 1993년에 단체회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현재는 정관 제2장 회원에 의하여 정회원, 학

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정관에서 명시한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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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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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 회원의 자격

정회원 1. 4년제 대학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인 자
2.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학생회원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명예회원 광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 단체 또는 기관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기업체, 단체

홈페이지회원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대기회원

회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면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와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는 혜택

을 누리게 된다. 이외에도 특별강연회 및 학술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부에 소속되어 학

술활동을 할 수 있고, 업체 기술자문을 통한 산학협동도 가능하다.

회원의 증가는 총회자료에 근거하여 표 1-2와 같다. 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회사 초급

사원으로 처음 회원을 시작(입회)하여 경력이 쌓이면서 정회원이 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과

정이다. 1990년 209명의 정회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10배 정도에 달하

는 2천 5백명 이상의 회원을 갖는 탄탄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또한 학생회원의 수는 현재 100

배의 증가를 보여 그 증가율이 정회원 증가율의 10배 이상이 되는 점은 광학에 깊은 관심과 흥

미를 가진 젊은 학도들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광학회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되며 사회적으로도 광학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보여준다.

정회원 중 평의원(Fellow)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며 평의원 3

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고 평의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또는 광학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조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

격을 가진 자

•2년제 대학 이상 및 연구소등에서의 교육 혹은 연구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12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또는 광학관련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된 자

표 1-2. 한국광학회 연도별 회원 현황

년도 정회원(평의원) 학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홈페이지회원 계(명)

1990 209 32 8 10 - - 259

1991 315 50 - 12 - - 377

1992 391 79 - 19 - - 489

1993 426 87 - 22 9 - 535

1994 624 152 - 22 9 - 798

1995 612 201 - 22 9 - 844

1996 697(215) 238 - 30 57 - 1,022

1997 657(257) 321 - 19 41 - 1,038

1998 716(283) 435 - 18 41 - 1,210

1999 792(281) 540 - 19 49 - 1,400

2000 797(280) 574 - 19 50 - 1,440

2001 933(279) 728 - 26 56 - 1,743

2002 1,074(270) 788 - 33 55 - 1,950

2003 1,201(270) 945 - 34 60 - 2,240

2004 1,290(325) 1,089 - 34 61 - 2,474

2005 1,374(346) 1,188 - 33 64 - 2,659

2006 1,431(346) 1,333 - 36 67 - 2,867

2007 1,503(346) 1,518 - 41 68 - 3,130

2008 1,571(348) 1,634 - 42 68 - 3,315

2009 1,877(348) 1,508 - 47 55 - 3,487

2010 1,979(348) 1,574 - 50 50 - 3,800

2011 2,126(344) 1,638 - 50 49 - 3,863

2012 2,233(370) 1,934 - 50 36 - 4,253

2013 2,344(386) 2,203 - 43 32 - 4,622

2014 2,390(401) 2,548 - 34 30 -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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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회원(평의원) 학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홈페이지회원 계(명)

2015 2,031(465) 2,656 - 34 30 - 5,216

2016 2,097(464) 2,779 - 35 26 - 5,401

2017 2,470(422) 3,359 - 60 57 - 6,417

2018 2,667(433) 3,607 - 62 57 - 6,878

2019 2,609(482) 3,228 - 64 57 1,075 7,515

2020 2,750(482) 3,347 - 76 57 1,275 7,987

평의원은 1996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처음 선출되었다. 평의원의 수는 당시 정회원의 약 

1/3정도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정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평의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는 정회원의 약 1/6정도로 비율이 줄어들었다.

아래 그림 1-1은 표 1-2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회원의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그래

프에서 보면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수가 연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총 회

원의 수는 더욱 증가추세가 가파른데 이것은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수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의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국내외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광학연구 인력 및 연구시설

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 광학 학술활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광

학의 응용 또한 의광학분야, 근접장 광학분야, 디스플레이 광학분야 등 그 영역이 더욱 다양

화됨에 따라 광학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변화를 보면 그 회원수가 1996년에 극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1997

년에는 감소하였다. 1996년에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많은 전문기관에서 국내 과학기술 발

전에 총력을 다하여 기업, 산업체의 활동도 활발하였으나 이후 1997년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으로 IMF외환위기를 맞아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기업체, 

연구소로 이루어진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어 학회 활동의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00년부터 기업체 

및 연구소의 활동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로 인해 국내 경제가 악화된 탓에 회원 수의 증가 추세가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인 특별회원의 수에서 더욱 뚜렷이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현재 특별회원의 수는 창립

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됨을 보이고, 단체회원은 그 증가율이 거의 6배를 넘기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학 및 광공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자리잡은 

한국광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

협력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es Program)을 2019년 새로이 구축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

과 <##신년하례회 자료에서 20개 업체 내용 추가> 등 20개의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광

학 및 광기술 분야의 학술회의 공동 개최, 최신 정보공유, 광학분야 인재 채용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광학회의 회원 명단은 부록 3-5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 3-5에는 정회

원과 평의원의 명단, 학생회원의 명단, 그리고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명단을 함께 실었다.

1-1-2.  분과회 회원의 변화

사단법인 한국광학회는 창립초기부터 분과회를 설립하여 심포지엄, 토론회 등 활발한 활

동을 추진해왔다. 정관 제3장에서는 본 학회의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분과

회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분과회의 설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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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광학회 연도별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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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회원(평의원) 학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홈페이지회원 계(명)

2015 2,031(465) 2,656 - 34 30 - 5,216

2016 2,097(464) 2,779 - 35 26 - 5,401

2017 2,470(422) 3,359 - 60 57 - 6,417

2018 2,667(433) 3,607 - 62 57 - 6,878

2019 2,609(482) 3,228 - 64 57 1,075 7,515

2020 2,750(482) 3,347 - 76 57 1,275 7,987

평의원은 1996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처음 선출되었다. 평의원의 수는 당시 정회원의 약 

1/3정도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정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평의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는 정회원의 약 1/6정도로 비율이 줄어들었다.

아래 그림 1-1은 표 1-2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회원의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그래

프에서 보면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수가 연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총 회

원의 수는 더욱 증가추세가 가파른데 이것은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수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의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국내외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광학연구 인력 및 연구시설

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 광학 학술활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광

학의 응용 또한 의광학분야, 근접장 광학분야, 디스플레이 광학분야 등 그 영역이 더욱 다양

화됨에 따라 광학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변화를 보면 그 회원수가 1996년에 극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1997

년에는 감소하였다. 1996년에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많은 전문기관에서 국내 과학기술 발

전에 총력을 다하여 기업, 산업체의 활동도 활발하였으나 이후 1997년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으로 IMF외환위기를 맞아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기업체, 

연구소로 이루어진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어 학회 활동의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00년부터 기업체 

및 연구소의 활동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로 인해 국내 경제가 악화된 탓에 회원 수의 증가 추세가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인 특별회원의 수에서 더욱 뚜렷이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현재 특별회원의 수는 창립

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됨을 보이고, 단체회원은 그 증가율이 거의 6배를 넘기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학 및 광공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자리잡은 

한국광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

협력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es Program)을 2019년 새로이 구축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

과 <##신년하례회 자료에서 20개 업체 내용 추가> 등 20개의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광

학 및 광기술 분야의 학술회의 공동 개최, 최신 정보공유, 광학분야 인재 채용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광학회의 회원 명단은 부록 3-5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 3-5에는 정회

원과 평의원의 명단, 학생회원의 명단, 그리고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명단을 함께 실었다.

1-1-2.  분과회 회원의 변화

사단법인 한국광학회는 창립초기부터 분과회를 설립하여 심포지엄, 토론회 등 활발한 활

동을 추진해왔다. 정관 제3장에서는 본 학회의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분과

회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분과회의 설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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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광학회 연도별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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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국광학회 회원의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광학회의 분과는 광자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인 9개 분과와 대구·경북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시각 및 의광학 분과가 신설되었고 2011년에 명칭이 바

이오 포토닉스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는 디스플레이 분과와 2009년에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분과, 2013년에 리소그래피 분과가 새롭게 등장하여 광학의 영역과 응용이 한층 더 확

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구분
(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1989 8 25 16 4 2 17 - - -

1990 17 43 25 6 - 29 - - -

1991 21 54 35 11 - 37 - - -

1992 42 64 43 16 - 43 - - -

1993 49 71 49 20 - 47 - - -

1994 60 92 53 24 - 59 - - -

1995 74 115 59 29 - 71 - - -

1996 116 141 70 51 - 93 - - -

1997 147 205 93 93 7 122 - - -

1998 170 252 112 121 9 150 - - -

1999 212 311 148 154 13 174 - - -

2000 277 401 182 188 22 188 - - -

2001 337 491 211 218 38 202 - - -

2002 408 579 253 234 49 225 - - -

2003 433 616 271 249 52 237 - - -

2004 458 655 293 269 62 243 10 - -

2005 471 686 307 281 71 251 11 - -

구분
(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2006 497 746 341 287 89 260 12 - -

2007 506 772 372 290 92 264 16 - -

2008 515 815 427 299 104 276 29 - -

2009 539 869 514 307 127 285 51 7 -

2010 545 907 571 312 141 289 62 14 -

2011 545 908 572 312 142 289 62 14 -

2012 551 945 643 322 171 304 70 16 -

2013 587 984 660 334 184 309 84 24 8

2014 595 1003 666 339 197 314 87 32 12

2015 608 1017 679 346 203 317 92 40 14

2016 581 1,171 752 320 248 362 135 97 42 

2017 616 1,225 797 334 286 370 151 114 53 

2018 664 1,318 860 349 343 382 171 151 61 

2019 753 1,414 954 385 398 398 208 180 92 

2020 797 1,505 1,025 418 446 420 240 224 124 

한국광학회의 회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과회 회원의 수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왔

다. 표 1-3의 분과회 회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광학회 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평균 40여 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회원수를 초과하는 경

우는 1개 이상의 분과에 복수로 가입한 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1-2를 보면 광기술, 광자기술, 양자전자, 광정보처리, 광과학 분과는 광학회 초

창기부터 그 비율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전문적인 광학발전이 레이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고전적이지만 가

장 광학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연구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광학회 회원으로서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기존에 분류된 분과와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광학을 응용하여 접

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광학회의 분과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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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국광학회 회원의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광학회의 분과는 광자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인 9개 분과와 대구·경북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시각 및 의광학 분과가 신설되었고 2011년에 명칭이 바

이오 포토닉스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는 디스플레이 분과와 2009년에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분과, 2013년에 리소그래피 분과가 새롭게 등장하여 광학의 영역과 응용이 한층 더 확

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구분
(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1989 8 25 16 4 2 17 - - -

1990 17 43 25 6 - 29 - - -

1991 21 54 35 11 - 37 - - -

1992 42 64 43 16 - 43 - - -

1993 49 71 49 20 - 47 - - -

1994 60 92 53 24 - 59 - - -

1995 74 115 59 29 - 71 - - -

1996 116 141 70 51 - 93 - - -

1997 147 205 93 93 7 122 - - -

1998 170 252 112 121 9 150 - - -

1999 212 311 148 154 13 174 - - -

2000 277 401 182 188 22 188 - - -

2001 337 491 211 218 38 202 - - -

2002 408 579 253 234 49 225 - - -

2003 433 616 271 249 52 237 - - -

2004 458 655 293 269 62 243 10 - -

2005 471 686 307 281 71 251 11 - -

구분
(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2006 497 746 341 287 89 260 12 - -

2007 506 772 372 290 92 264 16 - -

2008 515 815 427 299 104 276 29 - -

2009 539 869 514 307 127 285 51 7 -

2010 545 907 571 312 141 289 62 14 -

2011 545 908 572 312 142 289 62 14 -

2012 551 945 643 322 171 304 70 16 -

2013 587 984 660 334 184 309 84 24 8

2014 595 1003 666 339 197 314 87 32 12

2015 608 1017 679 346 203 317 92 40 14

2016 581 1,171 752 320 248 362 135 97 42 

2017 616 1,225 797 334 286 370 151 114 53 

2018 664 1,318 860 349 343 382 171 151 61 

2019 753 1,414 954 385 398 398 208 180 92 

2020 797 1,505 1,025 418 446 420 240 224 124 

한국광학회의 회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과회 회원의 수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왔

다. 표 1-3의 분과회 회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광학회 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평균 40여 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회원수를 초과하는 경

우는 1개 이상의 분과에 복수로 가입한 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1-2를 보면 광기술, 광자기술, 양자전자, 광정보처리, 광과학 분과는 광학회 초

창기부터 그 비율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전문적인 광학발전이 레이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고전적이지만 가

장 광학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연구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광학회 회원으로서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기존에 분류된 분과와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광학을 응용하여 접

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광학회의 분과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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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되어 그 응용 영역이 넓어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3은 분과별 회원의 증가 및 비율을 한눈에 보여준다. 광기술 분과의 회원이 31%

로 가장 많으며, 광과학 분과 20%, 광자기술 분과 18%, 양자전자 분과 10%, 디지털홀로그

래피 분과 10%,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6%, 디스플레이 분과 3%,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

과 1%, 리소그래피 분과 0.4% 

비중을 차지하였다. 리소그래피 

분과와 양자전자 분과의 회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 그 주된 원

인은 짧은 역사에 있다.

한편 학회 창립 당시부터 지

방에서도 광학관련 전문인들 사

이에서 광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였고, 지방의 광학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 활동을 하였다. 1989년 초기에는 전체 회원 중 대구경북 지회의 비율이 

30%에 달하기도 하였다. 당시 지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명단은 부록 

3-5에 정리하였다.

1-1-3.  임원 및 위원

한국광학회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는 상임이사회

이다. 이사회의 회장과 상임이사회의 회장을 겸하는 한국광학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고문,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홍보지 편집위원장,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감사, 이사 그리고 간

사 등 역대 임원들의 명단은 부록 3-4에 정리하였다.

한국광학회의 분과활동은 본 학회의 창립과 동시에 시작하였으나 운영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분과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부록 3-4에서와 같이 최초의 분과위원장의 임명시

기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6개 분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은 시행 세칙이 

제정된 1996년을 전후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업무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 외에 국문학술지 '한국광학회지'와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그림 1-3. 2020년 한국광학회 분과별 회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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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

그림 1-2. 분과 회원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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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되어 그 응용 영역이 넓어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3은 분과별 회원의 증가 및 비율을 한눈에 보여준다. 광기술 분과의 회원이 31%

로 가장 많으며, 광과학 분과 20%, 광자기술 분과 18%, 양자전자 분과 10%, 디지털홀로그

래피 분과 10%,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6%, 디스플레이 분과 3%,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

과 1%, 리소그래피 분과 0.4% 

비중을 차지하였다. 리소그래피 

분과와 양자전자 분과의 회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 그 주된 원

인은 짧은 역사에 있다.

한편 학회 창립 당시부터 지

방에서도 광학관련 전문인들 사

이에서 광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였고, 지방의 광학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 활동을 하였다. 1989년 초기에는 전체 회원 중 대구경북 지회의 비율이 

30%에 달하기도 하였다. 당시 지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명단은 부록 

3-5에 정리하였다.

1-1-3.  임원 및 위원

한국광학회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는 상임이사회

이다. 이사회의 회장과 상임이사회의 회장을 겸하는 한국광학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고문,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홍보지 편집위원장,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감사, 이사 그리고 간

사 등 역대 임원들의 명단은 부록 3-4에 정리하였다.

한국광학회의 분과활동은 본 학회의 창립과 동시에 시작하였으나 운영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분과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부록 3-4에서와 같이 최초의 분과위원장의 임명시

기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6개 분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은 시행 세칙이 

제정된 1996년을 전후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업무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 외에 국문학술지 '한국광학회지'와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그림 1-3. 2020년 한국광학회 분과별 회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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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

그림 1-2. 분과 회원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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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cal Society of Korea'(2017년 이후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로 개칭)의 편집

을 위한 학회지 편집위원회,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2018년 이후 K-LIGHT로 개칭)의 편집

을 위한 홍보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명단은 부록 3-4와 같

다. 이외에도 부록 3-4에는 역대 포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광학용어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이 소개되어 있다.

1-2.  정관 및 시행 세칙, 규정의 변천

한국광학회는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2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7가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행해 왔으며 법인설립시의 취지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 왔다. 또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

고 평등성을 지켜왔다.

① 학술적 회합의 개최

②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③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④ 학술의 국제교류

⑤ 산학협동

⑥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⑦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한국광학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정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

회원 등으로 구분하였다가, 1996년 제2차 정관 개정에서(표 1-4) 준회원을 삭제하고 단체회

원을 추가하여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구분한 이래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지회, 7개 분과회, 편집위원회, 

포상위원회, 각종위원회 그리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이 있

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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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cal Society of Korea'(2017년 이후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로 개칭)의 편집

을 위한 학회지 편집위원회,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2018년 이후 K-LIGHT로 개칭)의 편집

을 위한 홍보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명단은 부록 3-4와 같

다. 이외에도 부록 3-4에는 역대 포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광학용어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이 소개되어 있다.

1-2.  정관 및 시행 세칙, 규정의 변천

한국광학회는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2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7가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행해 왔으며 법인설립시의 취지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 왔다. 또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

고 평등성을 지켜왔다.

① 학술적 회합의 개최

②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③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④ 학술의 국제교류

⑤ 산학협동

⑥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⑦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한국광학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정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

회원 등으로 구분하였다가, 1996년 제2차 정관 개정에서(표 1-4) 준회원을 삭제하고 단체회

원을 추가하여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구분한 이래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지회, 7개 분과회, 편집위원회, 

포상위원회, 각종위원회 그리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이 있

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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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평의원회는 부회장과 이사의 추천동의, 감사의 선출 등 중요사항을 청취,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회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 

및 결산,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외에도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 

기구이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필요시에는 시정요구를 

한다. 또한 감사는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영업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2-1.  정관

한국광학회의 정관은 제8장 제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3-2), 창립정관은 1989년 10

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1990년 2월 20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았다. 

창립 이래 현재의 정관에 이르기까지 정관의 변천은 학회 성격의 변화, 관계 법령의 변화, 주

무 관청의 변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정관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광학회 정관은 창립시의 근본취

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학회의 발전에 따른 일부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 목

적, 사업내용 등이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정관 및 세칙의 제정시기와 개정시기를 연도별로 

표 1-4에 정리하였다. 한국광학회의 헌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기본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하

므로 총회일, 변경 신청일, 인가일이 동일하지 않다.

총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으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제정정관에서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었다. 그러나 회원수가 급증하여 총회시 1/5 

이상 참석이 불가능해지므로, 총회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2차 정관 개정에서 정족수를 

1/10로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원수의 급증과 광학관련 전문분야 증가는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임원 수의 증가도 유발시

켜 최초 정관에서는 임원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이었는데 제3차 및 제4차 정관 개정을 통하여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제6차 정

관 개정에서는 차기회장이 임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이사의 인원수가 증가

하였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4. 정관 개정 요약

총회일 정관

1989. 10. 20 한국 광학회 정관제정

1994. 5. 30 제1차 정관 개정: 임원임기 2년, 1회 연임

1996. 4. 19 제2차 정관 개정: 준회원 삭제, 단체회원 추가, 회장임기 1년으로 단축 총회정족수 1/10으로 조정

1996. 10. 16 제3차 정관 개정: 이사정원 5인 이상 30인 이내

1998. 11. 27 제4차 정관 개정: 차기회장 임원자격규정, 직무수정

2001. 4. 11 제5차 정관 개정: 부회장, 이사, 감사의 총회 선출, 총회의 의결, 심의 기능에서 회장 선출

삭제 및 임원 선출 추가, 평의원회 기능에서 감사의 선출을 추천으로 수정

2006. 2. 9 제6차 정관 개정 : 이사 정원 5인 이상 40인 이내

2016. 2. 5 제7차 정관 개정: 재정 수입금 항목 세분화

구체적인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와 같이 제정되었으나 제1차 정관 개정 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로 1차 개정되었다(표 1-5). 제2차 정관 개정 시 임

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되어 임원의 중

임제한이 해제되었다. 제2차 정관 개정에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한 것은 회장이 취임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기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하고, 업무파악 및 승계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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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평의원회는 부회장과 이사의 추천동의, 감사의 선출 등 중요사항을 청취,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회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 

및 결산,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외에도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 

기구이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필요시에는 시정요구를 

한다. 또한 감사는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영업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2-1.  정관

한국광학회의 정관은 제8장 제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3-2), 창립정관은 1989년 10

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1990년 2월 20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았다. 

창립 이래 현재의 정관에 이르기까지 정관의 변천은 학회 성격의 변화, 관계 법령의 변화, 주

무 관청의 변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정관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광학회 정관은 창립시의 근본취

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학회의 발전에 따른 일부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 목

적, 사업내용 등이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정관 및 세칙의 제정시기와 개정시기를 연도별로 

표 1-4에 정리하였다. 한국광학회의 헌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기본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하

므로 총회일, 변경 신청일, 인가일이 동일하지 않다.

총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으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제정정관에서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었다. 그러나 회원수가 급증하여 총회시 1/5 

이상 참석이 불가능해지므로, 총회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2차 정관 개정에서 정족수를 

1/10로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원수의 급증과 광학관련 전문분야 증가는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임원 수의 증가도 유발시

켜 최초 정관에서는 임원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이었는데 제3차 및 제4차 정관 개정을 통하여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제6차 정

관 개정에서는 차기회장이 임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이사의 인원수가 증가

하였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4. 정관 개정 요약

총회일 정관

1989. 10. 20 한국 광학회 정관제정

1994. 5. 30 제1차 정관 개정: 임원임기 2년, 1회 연임

1996. 4. 19 제2차 정관 개정: 준회원 삭제, 단체회원 추가, 회장임기 1년으로 단축 총회정족수 1/10으로 조정

1996. 10. 16 제3차 정관 개정: 이사정원 5인 이상 30인 이내

1998. 11. 27 제4차 정관 개정: 차기회장 임원자격규정, 직무수정

2001. 4. 11 제5차 정관 개정: 부회장, 이사, 감사의 총회 선출, 총회의 의결, 심의 기능에서 회장 선출

삭제 및 임원 선출 추가, 평의원회 기능에서 감사의 선출을 추천으로 수정

2006. 2. 9 제6차 정관 개정 : 이사 정원 5인 이상 40인 이내

2016. 2. 5 제7차 정관 개정: 재정 수입금 항목 세분화

구체적인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와 같이 제정되었으나 제1차 정관 개정 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로 1차 개정되었다(표 1-5). 제2차 정관 개정 시 임

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되어 임원의 중

임제한이 해제되었다. 제2차 정관 개정에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한 것은 회장이 취임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기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하고, 업무파악 및 승계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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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였다(표 1-6). 또한 임원회 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늘리도

록 한 것은 제3차 정관 개정에서였으며, 차기회장을 정관에 명시하여 임원자격을 규정하고 직

무수정을 한 것은 제4차 정관 개정에서였다(표 1-8).

제5차 정관 개정(표 1-9)에서는 총회의 기능 중 회장만 선출하던 기능이 부회장, 이사 및 감

사까지 모든 임원의 선출로 수정됨에 따라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평의원회의 

기능이 감사의 선출에서 추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금 약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학회의 규모

가 점점 커지고, 회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회에서 총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제6차 개정(표 1-10)에서는 이사에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던 정

관 10조와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세칙 21조를 수정하였

다. 당시 실제로는 상임이사도 이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30인 이내의 이사 중 당

연직 이사(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가 14인에 이르게 되어, 나머지 16인만으로는 분

야별로 적절한 대표성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30인을 약간 넘는 

선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시각 및 의광학 분과 신설, 정보이사 신설, 디스플레이 분

과 신설 등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이사의 수도 증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 수를 40인 이내로 늘리고, 차기회장을 임원 중 하나로 확정하였다. 제7차 정관 개정에서

는 학회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 재정 수익금 항목을 기존의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

로 세분화 하였다.

표 1-5. 제1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4. 5. 30)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

연임 허용

표 1-6. 제2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6. 4. 19)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준회원

준회원은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을 가진 자

2. 삭제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2. 준회원 삭제

4. 단체회원 

추가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 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

3. 특별회원은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학생회원은 ‥‥

3. 단체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4. 비고참조

1. 준회원 삭제

3. 단체회원 

추가

현행 3호는

4호로 변경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 ‥‥보선하고(단 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를 2년

에서 1년으로

단축, 중임

제한 해제

제12조

(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은 평의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회에서 동의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고. 차기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

차기회장

선출시기

명시

제13조

(임원의 직무)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차기 회장의

역할 명시

제14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선출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의 고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서 총 다수로 선출한다.

① ‥‥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회장의 직무

대행을

차기회장으로, 

회장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함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회장선출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

① ‥‥ 10분의 1 이상 ‥‥

③ 삭제

①항 총회

정족수 조정

③항은 세칙

에서 규정함

1762부•부문별 발전사 177 1장•회원 및 규정



하며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였다(표 1-6). 또한 임원회 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늘리도

록 한 것은 제3차 정관 개정에서였으며, 차기회장을 정관에 명시하여 임원자격을 규정하고 직

무수정을 한 것은 제4차 정관 개정에서였다(표 1-8).

제5차 정관 개정(표 1-9)에서는 총회의 기능 중 회장만 선출하던 기능이 부회장, 이사 및 감

사까지 모든 임원의 선출로 수정됨에 따라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평의원회의 

기능이 감사의 선출에서 추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금 약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학회의 규모

가 점점 커지고, 회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회에서 총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제6차 개정(표 1-10)에서는 이사에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던 정

관 10조와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세칙 21조를 수정하였

다. 당시 실제로는 상임이사도 이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30인 이내의 이사 중 당

연직 이사(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가 14인에 이르게 되어, 나머지 16인만으로는 분

야별로 적절한 대표성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30인을 약간 넘는 

선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시각 및 의광학 분과 신설, 정보이사 신설, 디스플레이 분

과 신설 등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이사의 수도 증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 수를 40인 이내로 늘리고, 차기회장을 임원 중 하나로 확정하였다. 제7차 정관 개정에서

는 학회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 재정 수익금 항목을 기존의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

로 세분화 하였다.

표 1-5. 제1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4. 5. 30)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

연임 허용

표 1-6. 제2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6. 4. 19)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준회원

준회원은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을 가진 자

2. 삭제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2. 준회원 삭제

4. 단체회원 

추가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 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

3. 특별회원은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학생회원은 ‥‥

3. 단체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4. 비고참조

1. 준회원 삭제

3. 단체회원 

추가

현행 3호는

4호로 변경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 ‥‥보선하고(단 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를 2년

에서 1년으로

단축, 중임

제한 해제

제12조

(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은 평의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회에서 동의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고. 차기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

차기회장

선출시기

명시

제13조

(임원의 직무)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차기 회장의

역할 명시

제14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선출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의 고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서 총 다수로 선출한다.

① ‥‥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회장의 직무

대행을

차기회장으로, 

회장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함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회장선출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

① ‥‥ 10분의 1 이상 ‥‥

③ 삭제

①항 총회

정족수 조정

③항은 세칙

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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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

(의결 정족수)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항 삭제 ③항 → 3장

제15조 5항과

중복됨

부칙 부칙 부칙

1.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후 첫 회장

선출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 및

선출 시기 변경

으로 인한

회장과 차기

회장 동시 선출

표 1-7. 제3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6. 10. 16)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10조(임원)

10조(임원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10조(임원)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이사의 수를

늘림

표 1-8. 제4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8. 11. 27)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차기회장의

임원자격

규정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차기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

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항을 수정

차기회장

명칭 명문화

및 자구수정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

②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 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회장은 본 회를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임

전까지 회장의 업무에 협력하여 회장업

무를 준비한다.

③항을 ②항

으로, ④항을

③항으로,

②항을 ④항

으로 수정

- 차기회장의 

직무 수정. 당

연직 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수정

제14조

(회장직 무대

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차기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선출한다.

회장 직무

대행자 명시

표 1-9. 제5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01. 2. 15)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

방법 수정

제16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①항을 수정

임원의 선출을 

총회에서 결정

제22조

(평의원 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선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 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과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추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 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평의원회

감사 선출

기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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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

(의결 정족수)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항 삭제 ③항 → 3장

제15조 5항과

중복됨

부칙 부칙 부칙

1.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후 첫 회장

선출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 및

선출 시기 변경

으로 인한

회장과 차기

회장 동시 선출

표 1-7. 제3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6. 10. 16)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10조(임원)

10조(임원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10조(임원)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이사의 수를

늘림

표 1-8. 제4차 정관 개정 대조표 (1998. 11. 27)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차기회장의

임원자격

규정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차기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

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항을 수정

차기회장

명칭 명문화

및 자구수정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

②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 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회장은 본 회를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임

전까지 회장의 업무에 협력하여 회장업

무를 준비한다.

③항을 ②항

으로, ④항을

③항으로,

②항을 ④항

으로 수정

- 차기회장의 

직무 수정. 당

연직 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수정

제14조

(회장직 무대

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차기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선출한다.

회장 직무

대행자 명시

표 1-9. 제5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01. 2. 15)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

방법 수정

제16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①항을 수정

임원의 선출을 

총회에서 결정

제22조

(평의원 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선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 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과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추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 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평의원회

감사 선출

기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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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제6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06. 2. 9)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이사의 상한을 

40인 이내로

증원

표 1-11. 제7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16. 2. 5)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2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재정 항목

세분화

1-2-2.  세칙

한국광학회의 세칙은 한국광학회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1996년 9월 20일에 최초로 제정된 후 1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칙은 제10장 제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3-2), 목적, 회장선거방법, 분과회, 지회, 상임이사회, 편집위

원회, 포상위원회 그리고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세칙의 핵심내용과 개정내용

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선거방법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데 평의원 서면추대를 거쳐 정회원의 비

밀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정 세칙에서는 추천 평의원수는 15인 이상이었

으나 개정 후 20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것으

로 하였으나 개정된 세칙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회장선출에 관한 세칙개

정은 제1차 세칙 개정 시 이루어졌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회장선출규정, 회장선출규정 등에 

포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선관위 활동범위 및 일정 세부,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조정조

항 추가, 투표권 등의 항은 시행 세칙에 반영하였고 다른 항들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반영하

였다(표 1-12).

제1차 세칙개정에서는 이외에도 각 조항의 표제어를 명기하였다. 이 시기에 학회에 전문분

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6개 분과회를 두었다.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활동은 상당부분 분과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분

과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둘 수 있는 지회의 활동도 상당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단지 분과회, 지회 공통으로 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원

명단, 활동사항,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학회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지만 업무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다. 상임이사회

는 총무이사(학회 서무 및 회원관리), 재무이사(재정관리), 편집이사(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한 

업무), 학술이사(학술발표회 및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사업이사(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사

업), 국제협력이사(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로 구성되어 업무를 분

담한다. 국제협력이사는 제정세칙의 섭외이사(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를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제1차 세칙 개정 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그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표 1-12).

본 학회에서는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둔 편집

위원회를 두고 있다. 편집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세칙개

정에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표 1-13). 이 외에도 학회에서는 본 학회의 포

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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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제6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06. 2. 9)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차기회장 포함)

감사      2인

이사의 상한을 

40인 이내로

증원

표 1-11. 제7차 정관 개정 대조표 (2016. 2. 5)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2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재정 항목

세분화

1-2-2.  세칙

한국광학회의 세칙은 한국광학회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1996년 9월 20일에 최초로 제정된 후 1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칙은 제10장 제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3-2), 목적, 회장선거방법, 분과회, 지회, 상임이사회, 편집위

원회, 포상위원회 그리고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세칙의 핵심내용과 개정내용

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선거방법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데 평의원 서면추대를 거쳐 정회원의 비

밀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정 세칙에서는 추천 평의원수는 15인 이상이었

으나 개정 후 20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것으

로 하였으나 개정된 세칙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회장선출에 관한 세칙개

정은 제1차 세칙 개정 시 이루어졌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회장선출규정, 회장선출규정 등에 

포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선관위 활동범위 및 일정 세부,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조정조

항 추가, 투표권 등의 항은 시행 세칙에 반영하였고 다른 항들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반영하

였다(표 1-12).

제1차 세칙개정에서는 이외에도 각 조항의 표제어를 명기하였다. 이 시기에 학회에 전문분

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6개 분과회를 두었다.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활동은 상당부분 분과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분

과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둘 수 있는 지회의 활동도 상당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단지 분과회, 지회 공통으로 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원

명단, 활동사항,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학회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지만 업무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다. 상임이사회

는 총무이사(학회 서무 및 회원관리), 재무이사(재정관리), 편집이사(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한 

업무), 학술이사(학술발표회 및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사업이사(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사

업), 국제협력이사(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로 구성되어 업무를 분

담한다. 국제협력이사는 제정세칙의 섭외이사(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를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제1차 세칙 개정 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그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표 1-12).

본 학회에서는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둔 편집

위원회를 두고 있다. 편집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세칙개

정에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표 1-13). 이 외에도 학회에서는 본 학회의 포

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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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행 세칙 개정에서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출과 선거일정의 공고에 대한 조항을 개

정하였다. 기존의 선거관리 위원장 선출 방법을 삭제하고 전임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김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에 관한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일정의 공고 조항은 세칙 

제2장 제4조 2항의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

추어 개정되었다(표 1-14).

또한 제4차 개정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던 방식에서 평의

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투표를 하여 후보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후

보선정 투표 과정을 간결화 하였고, 2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 역시 후보가 되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선관위가 1명을 직접 선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였다. 투표방식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

로 개정한 것과 같이 후보들의 홍보를 전자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투표 후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를 1개월 내에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일정과 회장 선출 일정을 단축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과회를 기존의 분과회에 추가하여 각종 학회 활

동의 폭을 넓게 하였다(표 1-15).

제5차 개정에서는 학술지 편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편집이사의 업무를 분할하여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홍보지 편집 등의 다양한 편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내 학술지 편찬뿐만 아니라 JOSK(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편집업무

와 ‘광학과 기술’에 대한 홍보지 업무로 좀 더 다양한 편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

정이었다(표 1-16).

제6차 개정에서는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는

데 이는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치였다.(표 1-17) 

제7차 개정에서는 JOSK 투고형식에서 영문형식을 우선하도록 하고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

에 대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JOSK의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의 일관적

인 편집을 기할 수 있었다.(표 1-18) 

제8차 개정에서는 젊은광과학자상 신설과 관련된 세부규정과 JOSK 편집위원의 구성 변경

에 관한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한국광학회가 창의적인 젊은 광과학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하였다.(표 1-19) 

제9차 개정에서는 리소그래피 분과 신설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리소그래피 학계의 기술적 

변화를 한국광학회에 수용하고자 하였다.(표 1-20)

제10차 개정에서는 JOSK 상임편집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표 1-21) 

11차 세칙개정에서는 포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서식을 통일하고, 포

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연장하였다.(표 1-22) 

제12차 개정에서는 영문학술지명이 “The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JOSK)”

에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로 변경된 사항을 편집규정에 반영하였다.(표 

1-23) 

제13차 개정에서는 광학매거진 상임이사회 조항 변경과 포상위원회의 상시조직화 조항을 

추가하여 한국광학회의 포상 분야가 증가된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표 1-24) 

제14차 개정에서는 상임이사회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석

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표 1-25) 

제15차 개정에서는 분과회의 분과운영 구성원 임명과 업무에 관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명

시되었다.(표 1-26)

표 1-12. 제1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1998. 8. 19)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제2조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선출 전에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① 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00일 전까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①항 수정 :

선관위 구성

시기 명시

1822부•부문별 발전사 183 1장•회원 및 규정



제3차 시행 세칙 개정에서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출과 선거일정의 공고에 대한 조항을 개

정하였다. 기존의 선거관리 위원장 선출 방법을 삭제하고 전임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김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에 관한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일정의 공고 조항은 세칙 

제2장 제4조 2항의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

추어 개정되었다(표 1-14).

또한 제4차 개정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던 방식에서 평의

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투표를 하여 후보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후

보선정 투표 과정을 간결화 하였고, 2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 역시 후보가 되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선관위가 1명을 직접 선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였다. 투표방식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

로 개정한 것과 같이 후보들의 홍보를 전자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투표 후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를 1개월 내에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일정과 회장 선출 일정을 단축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과회를 기존의 분과회에 추가하여 각종 학회 활

동의 폭을 넓게 하였다(표 1-15).

제5차 개정에서는 학술지 편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편집이사의 업무를 분할하여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홍보지 편집 등의 다양한 편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내 학술지 편찬뿐만 아니라 JOSK(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편집업무

와 ‘광학과 기술’에 대한 홍보지 업무로 좀 더 다양한 편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

정이었다(표 1-16).

제6차 개정에서는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는

데 이는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치였다.(표 1-17) 

제7차 개정에서는 JOSK 투고형식에서 영문형식을 우선하도록 하고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

에 대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JOSK의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의 일관적

인 편집을 기할 수 있었다.(표 1-18) 

제8차 개정에서는 젊은광과학자상 신설과 관련된 세부규정과 JOSK 편집위원의 구성 변경

에 관한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한국광학회가 창의적인 젊은 광과학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하였다.(표 1-19) 

제9차 개정에서는 리소그래피 분과 신설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리소그래피 학계의 기술적 

변화를 한국광학회에 수용하고자 하였다.(표 1-20)

제10차 개정에서는 JOSK 상임편집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표 1-21) 

11차 세칙개정에서는 포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서식을 통일하고, 포

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연장하였다.(표 1-22) 

제12차 개정에서는 영문학술지명이 “The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JOSK)”

에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로 변경된 사항을 편집규정에 반영하였다.(표 

1-23) 

제13차 개정에서는 광학매거진 상임이사회 조항 변경과 포상위원회의 상시조직화 조항을 

추가하여 한국광학회의 포상 분야가 증가된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표 1-24) 

제14차 개정에서는 상임이사회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석

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표 1-25) 

제15차 개정에서는 분과회의 분과운영 구성원 임명과 업무에 관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명

시되었다.(표 1-26)

표 1-12. 제1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1998. 8. 19)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제2조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선출 전에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① 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00일 전까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①항 수정 :

선관위 구성

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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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3조 제3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투표, 개표 및 공고

제3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의 공포

②항 수정 :

선관위의

업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

제4조 제4조

회장후보는 평의원 15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제4조(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추대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

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 선정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는 2인 중 1인을 선관위가 선정하여 후

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명시

3인 이상

입후보일

경우 조정 조항 

추가

제5조 제5조

① 회장은 투표권을 갖춘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

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투표없이

그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③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회는

개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5-1조(선거방법 및 홍보)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를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로

세분화

- 후보자

홍보방법

명시

- 선거권자

자격 명시

- 재투표에

관한 규정

명료화 및

자구수정

제5-2조(투표권)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

제5-3조(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 투표 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총회의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

한다. 이회의 의장은 선관위 위원장이 

맡는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확

정 후 즉시 공고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

의 과정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0조 제20조(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외

사업

섭외이사: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

제20조(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 받은 업무

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사업

국제협력이사: 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

사업이사

업무 구분

섭외이사를

국제협력이

사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를 구체화

표 1-13. 제2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1999.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6장 제2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5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술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제2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간사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편집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폐기

제29조→제26조, 제30조→제27조,

제31조→제28조, 제32조→제29조,

제33조→제30조, 제34조→제31조,

제35조→제32조, 제36조→제33조,

제37조→제34조, 제38조→제35조

제26조 폐기

26, 27, 28조 

폐기에

따라 세칙

조항 번호

바뀜

표 1-14. 제3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4.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4조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 선출은 구성된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5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투표일 60일 이전에 선거

일정을 …… (중략) ……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

일정을 …… (중략) ……

투표일을

선거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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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3조 제3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투표, 개표 및 공고

제3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의 공포

②항 수정 :

선관위의

업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

제4조 제4조

회장후보는 평의원 15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제4조(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추대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

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 선정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는 2인 중 1인을 선관위가 선정하여 후

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명시

3인 이상

입후보일

경우 조정 조항 

추가

제5조 제5조

① 회장은 투표권을 갖춘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

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투표없이

그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③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회는

개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5-1조(선거방법 및 홍보)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를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로

세분화

- 후보자

홍보방법

명시

- 선거권자

자격 명시

- 재투표에

관한 규정

명료화 및

자구수정

제5-2조(투표권)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

제5-3조(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 투표 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총회의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

한다. 이회의 의장은 선관위 위원장이 

맡는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확

정 후 즉시 공고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

의 과정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0조 제20조(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외

사업

섭외이사: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

제20조(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 받은 업무

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사업

국제협력이사: 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

사업이사

업무 구분

섭외이사를

국제협력이

사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를 구체화

표 1-13. 제2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1999.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6장 제2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5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술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제2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간사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편집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폐기

제29조→제26조, 제30조→제27조,

제31조→제28조, 제32조→제29조,

제33조→제30조, 제34조→제31조,

제35조→제32조, 제36조→제33조,

제37조→제34조, 제38조→제35조

제26조 폐기

26, 27, 28조 

폐기에

따라 세칙

조항 번호

바뀜

표 1-14. 제3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4.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4조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 선출은 구성된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5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투표일 60일 이전에 선거

일정을 …… (중략) ……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

일정을 …… (중략) ……

투표일을

선거일로

수정

1842부•부문별 발전사 185 1장•회원 및 규정



표 1-15. 제4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5.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4조 ③ 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

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

를 2인

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2인 중

1인을 선관위가 선정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③ 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

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

정한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다수인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

우편 또는

전자투표 가능.

평의원에

의한 투표로

후보선정.

제5조 제5-1조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3조

① 항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

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원에서 총회의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

한다. 이 회의의장은 선관위 위원장이 

맡는다.

제5-1조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

야 한다.

제5-3조

① 항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전자투표

추가,

전자우편

추가

재투표기간

제한

2개월에서

1개월로 수정

제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광정보처리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시각 및 의광학 분과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광정보처리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시각 및 의광학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디스플레이

분과 신설

표 1-16. 제5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9. 2. 12)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0조

(상임이

사회 조직

및 업무)

편집이사: 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국문지편집이사: 한국광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영문지편집이사: JOSK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홍보지편집이사: 광학과

기술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조직 및

업무의

세분화

 

표 1-17. 제6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2. 10.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0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2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

한다.

③ ①항의 기간내에 선관위를 구성

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100일전

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

하고 회장은 회장선거 투표종료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표 1-18. 제7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4.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5조

(형식 및

양식)

1. 한글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

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2. 한글초록

3.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 및 주소,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4.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s

1.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 및 주소,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

소

2.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s

3. 한글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

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4.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OCIS Codes

8. 표 영문 설명, 표, 그림(사진)

영문 설명, 그림(사진)

표, 그림은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③항의 1, 2 항목은 생략한다.

제2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③항의 3, 4 항목은

생략한다.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2개 이상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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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제4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5. 7. 8)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4조 ③ 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

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

를 2인

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2인 중

1인을 선관위가 선정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③ 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

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

정한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다수인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

우편 또는

전자투표 가능.

평의원에

의한 투표로

후보선정.

제5조 제5-1조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3조

① 항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

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원에서 총회의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

한다. 이 회의의장은 선관위 위원장이 

맡는다.

제5-1조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

야 한다.

제5-3조

① 항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전자투표

추가,

전자우편

추가

재투표기간

제한

2개월에서

1개월로 수정

제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광정보처리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시각 및 의광학 분과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광정보처리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시각 및 의광학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디스플레이

분과 신설

표 1-16. 제5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09. 2. 12)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0조

(상임이

사회 조직

및 업무)

편집이사: 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국문지편집이사: 한국광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영문지편집이사: JOSK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홍보지편집이사: 광학과

기술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조직 및

업무의

세분화

 

표 1-17. 제6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2. 10.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0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2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

한다.

③ ①항의 기간내에 선관위를 구성

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100일전

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

하고 회장은 회장선거 투표종료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표 1-18. 제7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4.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5조

(형식 및

양식)

1. 한글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

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2. 한글초록

3.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 및 주소,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4.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s

1.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 및 주소,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

소

2.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s

3. 한글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

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4.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OCIS Codes

8. 표 영문 설명, 표, 그림(사진)

영문 설명, 그림(사진)

표, 그림은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③항의 1, 2 항목은 생략한다.

제2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③항의 3, 4 항목은

생략한다.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2개 이상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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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3조

(우선

심사제도)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

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광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광학

회 각 분과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다.

표 1-19. 제8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5. 31)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기탁금에 의한 포상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

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3조

(구성)

JOSK

상임

편집

위원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편집

위원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분과 또는 분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

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제7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

학위 후 3년 이내이며 만 35세 미만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신설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제11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평의원이

할 수 있다.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 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평의원이 할 수

있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 할 수 있다.

표 1-20. 제9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6. 28)

조항 개정전 개정후

제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분 분야별 학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분과회) 본 학회에 전분 분야별 학술 활동을 권장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9. 리소그래피 분과

 

표 1-21. 제10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7.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제3조

(구성)

JOSK

상임

편집

위원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수 있고 해당 Topical Editor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편집

위원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위

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개정하지 않음

 

표 1-22. 제11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4. 11. 21)

조항 개정전 개정후

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

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③ 이력서(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의 서식)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

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

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

무국에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해림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해림서식 #2)

③ 이력서(해림서식 #3)

④  연구업적 목록 및 학술활동 실적 (해림서식 #4)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

의 서식)

3.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3년간(해당년도 포함) 자동 추

천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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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3조

(우선

심사제도)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

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광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광학

회 각 분과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다.

표 1-19. 제8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5. 31)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기탁금에 의한 포상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

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3조

(구성)

JOSK

상임

편집

위원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편집

위원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분과 또는 분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

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제7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

학위 후 3년 이내이며 만 35세 미만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신설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제11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평의원이

할 수 있다.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 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평의원이 할 수

있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 할 수 있다.

표 1-20. 제9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6. 28)

조항 개정전 개정후

제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분 분야별 학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분과회) 본 학회에 전분 분야별 학술 활동을 권장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9. 리소그래피 분과

 

표 1-21. 제10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3. 7. 26)

조항 개정전 개정후

제3조

(구성)

JOSK

상임

편집

위원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수 있고 해당 Topical Editor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편집

위원

세칙 제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위

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개정하지 않음

 

표 1-22. 제11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4. 11. 21)

조항 개정전 개정후

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

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③ 이력서(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의 서식)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

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

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

무국에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해림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해림서식 #2)

③ 이력서(해림서식 #3)

④  연구업적 목록 및 학술활동 실적 (해림서식 #4)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

의 서식)

3.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3년간(해당년도 포함) 자동 추

천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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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12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6.07.11)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 0 조 

(상임이회  

조직  및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JOSK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COPP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표 1-24. 13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7.07.10)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0조 

(상임이회  

조직  및 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과  기술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매거진  편집에  관

한  제반업무

제 28조 

[포상위원회 

구성]

제 28 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 학술, 편집이사, 각 분

과위원회 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

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 28 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구성

하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1명, 

분과위원장 중 4명 이내,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임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소집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포상위원회는 첫 번째 상

임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특정 분과에서 특별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

별상 수상자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위원

으로 참여할 수 있다.

 

표 1-25. 14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8.02.07)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0조

(상임이사

회  조직)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1. 총무이사: 학회 서무 및 회원관리

2. 재무이사: 재정관리

3.  국문지 편집이사: 한국광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COPP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매거진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6.  학술이사: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7.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사업

8.  국제협력이사: 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

에 관한 업무

9.  정보이사: 학회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산학협력이사: 광관련 산업체들과의 협력강화에 관

한 제반업무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

사, 수석 총무이사, 수석재무이사, 수석 학

술이사로 구성된다. 학회 업무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학회의 업무분장을 담

당하는 복수의 이사가 부회장이 주관하는 

위원회 및 수석이사에 배속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회장 및 수석 이사는 다수의 이사들에

게 실무를 배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보고한다.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이

사를 배석시킬 수 있다.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8조

[포상위원

회 구성]

제22조 (기타상임이사 업무 분담)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제22조 (이사 업무 분담) 

학회의 임원인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①  원칙적으로 학회의 모든 이사는 학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학회의 주요 업무 중 총무, 재무, 학술은 

복수의 이사를 지명하고, 수석 이사를 임

명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홍보잡지 편집,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사업, 국제협력, 산학

협력, 정보, 홍보, 대외협력 등이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담당업무를 

수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주요 업무인 분과활동을 책임지는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표 1-26. 15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20.07.14)

세칙 현  행 개  정(안)

제3장 분과회  제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

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단,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 분과에서 제정한 회 

칙에 따라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두며 그 임기

는 1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분과회칙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

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단,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명, 1명 이상의 분과

간사 및 약간 명의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

며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회 및 전임 분과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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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12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6.07.11)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 0 조 

(상임이회  

조직  및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JOSK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COPP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표 1-24. 13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7.07.10)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0조 

(상임이회  

조직  및 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과  기술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매거진  편집에  관

한  제반업무

제 28조 

[포상위원회 

구성]

제 28 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 학술, 편집이사, 각 분

과위원회 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

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 28 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구성

하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1명, 

분과위원장 중 4명 이내,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임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소집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포상위원회는 첫 번째 상

임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특정 분과에서 특별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

별상 수상자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위원

으로 참여할 수 있다.

 

표 1-25. 14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18.02.07)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0조

(상임이사

회  조직)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1. 총무이사: 학회 서무 및 회원관리

2. 재무이사: 재정관리

3.  국문지 편집이사: 한국광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4.  영문지 편집이사: COPP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5.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매거진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6.  학술이사: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7.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사업

8.  국제협력이사: 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

에 관한 업무

9.  정보이사: 학회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산학협력이사: 광관련 산업체들과의 협력강화에 관

한 제반업무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

사, 수석 총무이사, 수석재무이사, 수석 학

술이사로 구성된다. 학회 업무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학회의 업무분장을 담

당하는 복수의 이사가 부회장이 주관하는 

위원회 및 수석이사에 배속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회장 및 수석 이사는 다수의 이사들에

게 실무를 배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보고한다.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이

사를 배석시킬 수 있다.

규정 개정전 개정후

제 28조

[포상위원

회 구성]

제22조 (기타상임이사 업무 분담)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제22조 (이사 업무 분담) 

학회의 임원인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①  원칙적으로 학회의 모든 이사는 학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학회의 주요 업무 중 총무, 재무, 학술은 

복수의 이사를 지명하고, 수석 이사를 임

명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홍보잡지 편집,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사업, 국제협력, 산학

협력, 정보, 홍보, 대외협력 등이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담당업무를 

수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주요 업무인 분과활동을 책임지는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표 1-26. 15차 시행 세칙 개정 대조표 (2020.07.14)

세칙 현  행 개  정(안)

제3장 분과회  제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

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단,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 분과에서 제정한 회 

칙에 따라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두며 그 임기

는 1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분과회칙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

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단,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명, 1명 이상의 분과

간사 및 약간 명의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

며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회 및 전임 분과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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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규정

한국광학회가 창립될 때 제정된 규정으로는 논문투고규정이 있다. 그 후 1996년 초 제2차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회장 및 차기회

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어 회장선출규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회장선출

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6년 9월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이 제정되고 세칙 제35조에 의거하여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 것은 1998년 제4차 정관 개정 및 제1

차 세칙개정에 발맞추어 이루어졌다. 이 규정들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개정 또는 정비되었

는데, 급변하는 국내 학회의 동향이나 국제 학회의 동향에 맞추어 정관과 세칙을 개정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정관과 세칙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직원의 보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 또 한차례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2

차 세칙개정과 맞물려 있었다.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논문투고 그리고 편집과 관

련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관련된 규정의 개정 및 제정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한 국문지, 영문지, 홍보지 등의 편집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되었는

데, 이것 역시 세칙 개정에 따른 정비의 일환이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한

국광학회의 제·규정의 중요한 내용과 개정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23와 같다.

표 1-2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요약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1990. 3. 6 논문투고규정

제정

1992. 2. 14 한국광학회

분과규정제정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1996. 2. 9 회장선출규정

제정 선거관리

위원회회장

선출운영규정

제정

1996. 12. 20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제정

1997. 1. 17 선거관리위원

회회장 선출

운영규정

1차 개정

1998. 2. 13 한국광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제정

1998. 8. 29 회장선거관리

규정으로

통합개정

보수규정제정

1998. 11. 20 포상규정

1차 개정

1999. 4. 30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과

JOSK투고 규

정 으로 분리

개정

학술지발행

규정제정 학술

지편집위원회

규정제정

한국광학회

학술지심사

규정 1차 개정

2000. 3. 24 보수규정 1차

개정

2000.12. 22 한국

광학회지투고

규정 1차 개정

학술지발행

규정

및 학술지편집

위원회규정 1차

개정 한국광학

회학술지심사

규정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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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규정

한국광학회가 창립될 때 제정된 규정으로는 논문투고규정이 있다. 그 후 1996년 초 제2차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회장 및 차기회

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어 회장선출규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회장선출

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6년 9월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이 제정되고 세칙 제35조에 의거하여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 것은 1998년 제4차 정관 개정 및 제1

차 세칙개정에 발맞추어 이루어졌다. 이 규정들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개정 또는 정비되었

는데, 급변하는 국내 학회의 동향이나 국제 학회의 동향에 맞추어 정관과 세칙을 개정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정관과 세칙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직원의 보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 또 한차례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2

차 세칙개정과 맞물려 있었다.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논문투고 그리고 편집과 관

련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관련된 규정의 개정 및 제정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한 국문지, 영문지, 홍보지 등의 편집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되었는

데, 이것 역시 세칙 개정에 따른 정비의 일환이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한

국광학회의 제·규정의 중요한 내용과 개정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23와 같다.

표 1-2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요약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1990. 3. 6 논문투고규정

제정

1992. 2. 14 한국광학회

분과규정제정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1996. 2. 9 회장선출규정

제정 선거관리

위원회회장

선출운영규정

제정

1996. 12. 20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제정

1997. 1. 17 선거관리위원

회회장 선출

운영규정

1차 개정

1998. 2. 13 한국광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제정

1998. 8. 29 회장선거관리

규정으로

통합개정

보수규정제정

1998. 11. 20 포상규정

1차 개정

1999. 4. 30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과

JOSK투고 규

정 으로 분리

개정

학술지발행

규정제정 학술

지편집위원회

규정제정

한국광학회

학술지심사

규정 1차 개정

2000. 3. 24 보수규정 1차

개정

2000.12. 22 한국

광학회지투고

규정 1차 개정

학술지발행

규정

및 학술지편집

위원회규정 1차

개정 한국광학

회학술지심사

규정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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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01. 2. 15 포상규정

2차개정

2003. 2. 13 회장후보

선거일정

공고규정 개정

2003. 4. 24 보수규정 2차

개정

2004. 6. 25 특별회원관리

규정 제정

2004. 7. 8 선관위위원장

선출 규정 및

선거일정

등록규정 개정

2009. 2. 12 JOSK 투고

규정 개정

학술지편집

위원회 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 규정

개정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 제정

2012. 10. 26 선관위 구성

기한 규정

개정

2013. 4. 26 한글 논문

투고에 대한

규정 개정

우선심사제도

규정 개정

2013. 5. 31 편집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젊은

광과학자상

규정 신설

2013. 6. 28 리소그라피 분과 

규정 신설

2013. 7. 26 편집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2014. 11. 21 해림광자

공학상 포상

규정 개정

2016.1.20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16.7.1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발행

규정, 심사규정 

제정

2016.12.28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2017.2.15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 개정

한국광학회

지  심사  규

정  개정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보수규정, 출장

규정, 문서보존

규정, 회원규정 

개정

2017.7.10. 포상규정 개정 기금관리 규정 

제정

출장규정 개정

2018.1.1. 분과규정 개정

2018.1.5 회장선거관리위

원회 구성 규정 

개정

2018.2.7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2018.8.27 포상규정 개정

2019.3.8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심사

규정 개정

2020.2.20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심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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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01. 2. 15 포상규정

2차개정

2003. 2. 13 회장후보

선거일정

공고규정 개정

2003. 4. 24 보수규정 2차

개정

2004. 6. 25 특별회원관리

규정 제정

2004. 7. 8 선관위위원장

선출 규정 및

선거일정

등록규정 개정

2009. 2. 12 JOSK 투고

규정 개정

학술지편집

위원회 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 규정

개정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 제정

2012. 10. 26 선관위 구성

기한 규정

개정

2013. 4. 26 한글 논문

투고에 대한

규정 개정

우선심사제도

규정 개정

2013. 5. 31 편집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젊은

광과학자상

규정 신설

2013. 6. 28 리소그라피 분과 

규정 신설

2013. 7. 26 편집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2014. 11. 21 해림광자

공학상 포상

규정 개정

2016.1.20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16.7.1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발행

규정, 심사규정 

제정

2016.12.28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2017.2.15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 개정

한국광학회

지  심사  규

정  개정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보수규정, 출장

규정, 문서보존

규정, 회원규정 

개정

2017.7.10. 포상규정 개정 기금관리 규정 

제정

출장규정 개정

2018.1.1. 분과규정 개정

2018.1.5 회장선거관리위

원회 구성 규정 

개정

2018.2.7 성도광과학상 

포상규정 개정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개정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개정

2018.8.27 포상규정 개정

2019.3.8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심사

규정 개정

2020.2.20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규정, 심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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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20.3.27 연구윤리강령 

개정

2020.4.3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2020.6.5 한국광학회지 

투고규정 개정

한국광학회의 분과규정은 1992년 2월에 제정되었는데, 1996년 제정된 세칙의 제3장 분과

회 조항으로 정리되었고,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분과회(디스플레이 분과,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리소그래피 분과)를 추가하였다.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제1차 시행 세칙 개정으로 

시행 세칙 제5장의 회장선거방법이 구체화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 세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기 위해 이전 규정인 회장선출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규정을 통합, 대치하는 회장선

거관리규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의 업무와 구성, 선거일정의 공

고 및 후보자의 홍보, 투표권자의 자격 등의 항을 명시하였다. 제3차와 제4차 시행 세칙 개정

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 조정과 후보자 투표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으며 투표 

방식에도 전자 우편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수월하게 하였다. 제 5차 시행세칙 개정으

로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선거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한국광학회의 학술지에 관한 규정은 한국광학회의 창립 당시에 제정된 논문투고규정과 

1998년 제정된 한국광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이 있었으나, 1999년에 논문투고 및 심사 그리

고 편집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은 국문학술

지인 한국광학회지 외에도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가 발간됨

에 따라 기존의 논문투고규정을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과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투고 규정으로 나누어 개정하였다. 2017년 2월부터 영문학술지 “Journal of the Op-

tical Society of Korea(JOSK)”의 명칭을 국제적 학술교류 활성화,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로 변경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의 편집, 발행,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원고준비의 형식에 한국광학회지의 경우는 워드프로세서를 추가하고,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 舊 JOSK)의 경우는 Tex, LaTex또는 RevTex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그림은 300DPI이상의 레이저 프린트 출력을 인정하는 등 전산화와 관련하여 변화

된 환경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참고문헌 게재 등의 문서양식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하여 논문

투고규정을 정비하였다.

학술지와 관련해서는 학술지 발행규정, 학술지, 편집위원회규정 그리고 한국광학회 학술

지심사규정이 있다. 학술지 발행규정은 학술지(국문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와 국제학술지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를 발행) 및 언어에 관한 조항, 발행시기(“한국광학회지”는 

짝수 월에 발행하여 연 6회를,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도 짝수 월에 발행하며 연 6회 

발행한다),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

야 하며, 논문게재여부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판권, 배포 그리고 창간, 증간 및 폐간에 관한 사항 등 한국광학회에서 발행

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광학회지”는 창간 이래 

1996년까지 연 4회(3, 6, 9, 12월) 발행했고, 1997~2020년 현재까지 연 6회(2, 4, 6, 8, 10, 

12월)를 발행하도록 규정한다. 영문학회지 “JOSK”는 1997~2000년 연 2회(3, 9월) 발행했고, 

2001~2012년 연 4회(3, 6, 9, 12월)를 발행했으며, 2013~2017년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영문학회지 명칭을 “COPP(舊 JOSK)”로 변경하여 2020년 현재까

지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그리고 구성원의 임무, 자

격, 임명 그리고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하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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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논문투고 학술지 및

편집

선거관리 포상 연구윤리

위원회

기타

2020.3.27 연구윤리강령 

개정

2020.4.3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규정 개정

2020.6.5 한국광학회지 

투고규정 개정

한국광학회의 분과규정은 1992년 2월에 제정되었는데, 1996년 제정된 세칙의 제3장 분과

회 조항으로 정리되었고,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분과회(디스플레이 분과,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리소그래피 분과)를 추가하였다.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제1차 시행 세칙 개정으로 

시행 세칙 제5장의 회장선거방법이 구체화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 세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기 위해 이전 규정인 회장선출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규정을 통합, 대치하는 회장선

거관리규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의 업무와 구성, 선거일정의 공

고 및 후보자의 홍보, 투표권자의 자격 등의 항을 명시하였다. 제3차와 제4차 시행 세칙 개정

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 조정과 후보자 투표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으며 투표 

방식에도 전자 우편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수월하게 하였다. 제 5차 시행세칙 개정으

로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선거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한국광학회의 학술지에 관한 규정은 한국광학회의 창립 당시에 제정된 논문투고규정과 

1998년 제정된 한국광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이 있었으나, 1999년에 논문투고 및 심사 그리

고 편집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은 국문학술

지인 한국광학회지 외에도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가 발간됨

에 따라 기존의 논문투고규정을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과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투고 규정으로 나누어 개정하였다. 2017년 2월부터 영문학술지 “Journal of the Op-

tical Society of Korea(JOSK)”의 명칭을 국제적 학술교류 활성화,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로 변경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의 편집, 발행,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원고준비의 형식에 한국광학회지의 경우는 워드프로세서를 추가하고,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 舊 JOSK)의 경우는 Tex, LaTex또는 RevTex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그림은 300DPI이상의 레이저 프린트 출력을 인정하는 등 전산화와 관련하여 변화

된 환경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참고문헌 게재 등의 문서양식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하여 논문

투고규정을 정비하였다.

학술지와 관련해서는 학술지 발행규정, 학술지, 편집위원회규정 그리고 한국광학회 학술

지심사규정이 있다. 학술지 발행규정은 학술지(국문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와 국제학술지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를 발행) 및 언어에 관한 조항, 발행시기(“한국광학회지”는 

짝수 월에 발행하여 연 6회를, "Current Optics and Photonics"도 짝수 월에 발행하며 연 6회 

발행한다),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

야 하며, 논문게재여부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판권, 배포 그리고 창간, 증간 및 폐간에 관한 사항 등 한국광학회에서 발행

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광학회지”는 창간 이래 

1996년까지 연 4회(3, 6, 9, 12월) 발행했고, 1997~2020년 현재까지 연 6회(2, 4, 6, 8, 10, 

12월)를 발행하도록 규정한다. 영문학회지 “JOSK”는 1997~2000년 연 2회(3, 9월) 발행했고, 

2001~2012년 연 4회(3, 6, 9, 12월)를 발행했으며, 2013~2017년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영문학회지 명칭을 “COPP(舊 JOSK)”로 변경하여 2020년 현재까

지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그리고 구성원의 임무, 자

격, 임명 그리고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하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2부•부문별 발전사 197 1장•회원 및 규정



또한 명예편집위원 조항을 제정하여 COPP(舊 JOSK)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한국광학회지 학술지 심사 규정은 논문의 접수와 분류에서 시작하여 담당편집위원

에 의한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판정에 대해서는 평가항목표를 기

준으로 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조건부 수리, 재심,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수

정요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게재부적당 논문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논문수정이나 

재심판정 그리고 1인의 심사위원에게만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위원의 선정을 

명시하고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처리조항도 포함한다.

한국광학회는 우수한 학술업적을 기념하고 창의적인 학술성과를 고무하기 위하여 수상제

도를 운영한다.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 과거 1년간 본 학

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하는 

논문상,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광학회지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촉

망된다고 생각되는 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논문 장려상,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

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광학 및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

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그리고 기탁금에 의한 포상 등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상규정은 199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포상규정은 수상대상자, 수상

내용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방법과 시상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는데 규정의 조항간 

조화를 이루고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 내용과 부합하도록 1차 개정되었다.

2차 포상개정에서는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기술상을 새로 규정하여 광산업 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될 시에 포상하도록 추가되었다. 2009년에 다시 개정된 제3차 포상규정에서는 2007년에 제8

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민 회원이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신설된 ‘성도(晟途) 

광과학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2010년에는 고(故) 해림(海林) 백운출 회원이 학회발전

을 위하여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는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2013년 4차 포상규정 개정에서는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젊은 광과학자상,  광기술분과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가장 창

의성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이거나 한국 광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에게 수여되는 광

기술혁신상을 신설하였다.  2014년 5차 포상규정 개정에서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지난 1년

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본 학회 학술지(한국광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논

문을 인용한 저자에게 수여되는 OSKJ 기여상을 신설하였다. 역대 포상자 명단은 부록 4의 포

상자 명단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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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편집위원 조항을 제정하여 COPP(舊 JOSK)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한국광학회지 학술지 심사 규정은 논문의 접수와 분류에서 시작하여 담당편집위원

에 의한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판정에 대해서는 평가항목표를 기

준으로 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조건부 수리, 재심,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수

정요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게재부적당 논문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논문수정이나 

재심판정 그리고 1인의 심사위원에게만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위원의 선정을 

명시하고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처리조항도 포함한다.

한국광학회는 우수한 학술업적을 기념하고 창의적인 학술성과를 고무하기 위하여 수상제

도를 운영한다.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 과거 1년간 본 학

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하는 

논문상,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광학회지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촉

망된다고 생각되는 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논문 장려상,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

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광학 및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

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그리고 기탁금에 의한 포상 등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상규정은 199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포상규정은 수상대상자, 수상

내용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방법과 시상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는데 규정의 조항간 

조화를 이루고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 내용과 부합하도록 1차 개정되었다.

2차 포상개정에서는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기술상을 새로 규정하여 광산업 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될 시에 포상하도록 추가되었다. 2009년에 다시 개정된 제3차 포상규정에서는 2007년에 제8

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민 회원이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신설된 ‘성도(晟途) 

광과학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2010년에는 고(故) 해림(海林) 백운출 회원이 학회발전

을 위하여 기탁한 포상기금으로 운영되는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2013년 4차 포상규정 개정에서는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젊은 광과학자상,  광기술분과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가장 창

의성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이거나 한국 광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에게 수여되는 광

기술혁신상을 신설하였다.  2014년 5차 포상규정 개정에서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지난 1년

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본 학회 학술지(한국광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논

문을 인용한 저자에게 수여되는 OSKJ 기여상을 신설하였다. 역대 포상자 명단은 부록 4의 포

상자 명단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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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히 광학 및 레이저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

게 되었다. 당시 한국물리학회 내에 소속된 응용물리학 분과회는 그 회원이 대부분 광학자로 구

성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응용물리학 분과회의 규모와 활동은 다른 분과회에 비

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결국 1981년 10월 19일 한국물리학회 이사회로부터 새로운 ‘광학 및 양

자 전자학 분과회’의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 분과회는 응용물리학 분과회에서 독립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회의 초대 분과회 위원장은 이상수가 맡았으며 분과 운

영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 웅, 박대윤, 윤수인, 이민희, 임동건, 장보현, 장준성, 한필순, 홍경희

가 임명되었다.

이후 광학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의 학·연·산 협동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1983년 12월 10

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1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Optics and Quantum Eleclectronics 

Workshop)”이 개최되었다.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업체 실무자들이 70여 명 참석한 이 워크샵

은 국내 광학역사상 최초의 규모 있는 학술회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이 후 1985년 9월 21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제2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에서

는 광학발전에 있어 공학기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여러 대학의 광전자공학분야 

공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학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과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여 1986년 2월 14일 ‘제1회 파동 및 레이저 학

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발표회는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가 주관

하고,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와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가 후원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선진국에서 레이저 관련 연구가 핫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광

학 및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산업적 연구와 학술적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광학관련 학술회의 창립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회’, ‘파동 및 양자전자 연구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을 포함한 광학관

련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미국물리학협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체제를 모티브로 

한 한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Korea, OSK)의 발족이 추진되었다.

1989년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립총회

를 시작으로 광학역사에 커다란 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단법인 한국광학회’가 탄생되었다. 당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

회’는 한국광학회의 중추적인 부분이 되어 각각 매

년 겨울과 여름에 개최되었다. 이 후 일관된 명칭을 

위해 1999년 “명칭정리소위원회”가 최종 논의한 결

과를 제93회 상임이사회(1999년 8월 27일)에서 결의

하여, 2000년 학술발표회부터는 “제00회 한국광학

회 정기총회 및 00년도 동계 학술발표회”와 “한국광

학회 하계 학술발표회”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2-1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

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회, 하계학술회의 장소를 도

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998년도 하계학술발표회(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회)부터 광학특강

(Optics Tutorials) 순서를 학술발표회에 추가하여 산업계, 대학원 학생 및 관련 연구자에게 광

학의 중요한 분야의 기초이론 및 연구동향들을 소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청강연을 

보강하여 학술발표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상기의 정기 종합학술발표회 이외에, 한국광학회의 분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학술

대회와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내외 학술발표회도 있다. 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학

술발표회로는 광자기술 학술회의, 광전자공학 학술회의,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 광기술워크샵, 

총회 및 이사회 02

정기총회 및 동계

하계

그림 2-1. 정기총회 및 동계, 하계 학술 
발표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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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히 광학 및 레이저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

게 되었다. 당시 한국물리학회 내에 소속된 응용물리학 분과회는 그 회원이 대부분 광학자로 구

성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응용물리학 분과회의 규모와 활동은 다른 분과회에 비

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결국 1981년 10월 19일 한국물리학회 이사회로부터 새로운 ‘광학 및 양

자 전자학 분과회’의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 분과회는 응용물리학 분과회에서 독립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회의 초대 분과회 위원장은 이상수가 맡았으며 분과 운

영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 웅, 박대윤, 윤수인, 이민희, 임동건, 장보현, 장준성, 한필순, 홍경희

가 임명되었다.

이후 광학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의 학·연·산 협동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1983년 12월 10

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1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Optics and Quantum Eleclectronics 

Workshop)”이 개최되었다.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업체 실무자들이 70여 명 참석한 이 워크샵

은 국내 광학역사상 최초의 규모 있는 학술회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이 후 1985년 9월 21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제2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에서

는 광학발전에 있어 공학기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여러 대학의 광전자공학분야 

공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학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과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여 1986년 2월 14일 ‘제1회 파동 및 레이저 학

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발표회는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가 주관

하고,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와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가 후원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선진국에서 레이저 관련 연구가 핫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광

학 및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산업적 연구와 학술적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광학관련 학술회의 창립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광학 

및 양자 전자학 분과회’, ‘파동 및 양자전자 연구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을 포함한 광학관

련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미국물리학협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체제를 모티브로 

한 한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Korea, OSK)의 발족이 추진되었다.

1989년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립총회

를 시작으로 광학역사에 커다란 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단법인 한국광학회’가 탄생되었다. 당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

회’는 한국광학회의 중추적인 부분이 되어 각각 매

년 겨울과 여름에 개최되었다. 이 후 일관된 명칭을 

위해 1999년 “명칭정리소위원회”가 최종 논의한 결

과를 제93회 상임이사회(1999년 8월 27일)에서 결의

하여, 2000년 학술발표회부터는 “제00회 한국광학

회 정기총회 및 00년도 동계 학술발표회”와 “한국광

학회 하계 학술발표회”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2-1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

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회, 하계학술회의 장소를 도

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998년도 하계학술발표회(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발표회)부터 광학특강

(Optics Tutorials) 순서를 학술발표회에 추가하여 산업계, 대학원 학생 및 관련 연구자에게 광

학의 중요한 분야의 기초이론 및 연구동향들을 소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청강연을 

보강하여 학술발표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상기의 정기 종합학술발표회 이외에, 한국광학회의 분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학술

대회와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내외 학술발표회도 있다. 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학

술발표회로는 광자기술 학술회의, 광전자공학 학술회의,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 광기술워크샵, 

총회 및 이사회 02

정기총회 및 동계

하계

그림 2-1. 정기총회 및 동계, 하계 학술 
발표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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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등이 있다. 이러한 분과 학술대회에서도 분과회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각 분과의 연구개발 역량을 앙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과학 분과는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을 1993년 처음 개최하여 19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

래 매년 개최하여 1999년 79편의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광기술 분과는 “광기술워크

샵”을 1993년 처음 개최하여 6편의 초청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10편 내외의 초청논문을 발

표하고 있다.

또한 광자기술 분과는 1992년 “제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와 1994년 “제1회 광전자공학 학술

회의”를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공학 연구회’, 대한전기학회의 ‘광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한국통신학회의 ‘광통신연구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광자기

술 학술회의에 250편, 광전자공학 학술회의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광통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광정보처리 분과는 1996년 11월 1일 “제1회 광정보

처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40편 내외의 논문을 지

속적으로 발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자전자 분과는 독자적인 분과학술발표회는 개최하지 않고 동계 및 하계학술발표회에 적

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분과학술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각 

분과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여 당시 발표된 논문 편수를 보면,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

학술발표회의 논문 수에 있어 대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의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학술대회에서는 발표된 논문 수가 무려 총 3600여 편에 달해 한국광학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총 1800여 편의 우

수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이러한 학회의 성장에 맞추어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학회의 활동을 주관하고 관

장하는 기구의 확장과 그 활동영역의 세분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

하는 총회를 비롯하여 학회임원의 선출과 학회 제규정 등 최고의 의결권을 갖는 평의원회, 학

회운영의 실질적인 모든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가 있으며 학회의 특

수 업무를 수행하는 제위원회들이 있다. 또한 학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뒷받침해 주는 사무국

이 있다.

여기서는 학회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총회의 회의내용을 총무 행정적인 측

면에서 정리해 보고 뒤이어 광학회의 대표하는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학술발표회’의 활동내

용의 변천을 요약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2-1.  총회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지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 총회는 필

요 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대

한 보고를 받고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학술논문 발표와 토

론, 전문분야의 초청강연 등이 동시에 행해진다. 1989년 10월 20일 한국과학원 강당에서 130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한국광학회 창립총회를 시작하였다. 이 후 정기총회는 매년 겨울에 ‘파

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회원간의 학술정보교류도 함께 이루어지

고 있다. 창립총회부터 2020년 제31회 정기총회까지의 활동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총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안건 (1989년 ~ 2015년)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89. 10. 20

한국과학원

강당

• 정관 설명 후 아래사항이 수정된 후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설명

•의결 정족수와 회의소집에 필요한 회원수를 1/5로 수정함

•정관통과

•이사 및 임원 승인의 건

   (1) 정관 제12조에 의거 이사 및 임원 24인을 회장이 추천

   (2) 이사 및 임원 24인을 정의원에서 동의를 얻기로 함

•이상수 교수가 초대 광학회 회장으로 선출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후 통과

광학회

창립총회

(130명 참석)

1990. 2. 10

서울대학교

•정관 최종안 보고

   제3조: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분과를 둔다

   제10조: 이사수를 5인 이상 2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제18조: 의결 정족수를 1/10에서 1/5로 수정

•FY89 실적 보고

•감사보고

•FY90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제1회

정기총회

(78명 참석)

2022부•부문별 발전사 203 2장•총회 및 이사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등이 있다. 이러한 분과 학술대회에서도 분과회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각 분과의 연구개발 역량을 앙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과학 분과는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을 1993년 처음 개최하여 19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

래 매년 개최하여 1999년 79편의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광기술 분과는 “광기술워크

샵”을 1993년 처음 개최하여 6편의 초청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10편 내외의 초청논문을 발

표하고 있다.

또한 광자기술 분과는 1992년 “제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와 1994년 “제1회 광전자공학 학술

회의”를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공학 연구회’, 대한전기학회의 ‘광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한국통신학회의 ‘광통신연구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광자기

술 학술회의에 250편, 광전자공학 학술회의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광통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광정보처리 분과는 1996년 11월 1일 “제1회 광정보

처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40편 내외의 논문을 지

속적으로 발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자전자 분과는 독자적인 분과학술발표회는 개최하지 않고 동계 및 하계학술발표회에 적

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분과학술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각 

분과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여 당시 발표된 논문 편수를 보면,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

학술발표회의 논문 수에 있어 대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의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학술대회에서는 발표된 논문 수가 무려 총 3600여 편에 달해 한국광학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총 1800여 편의 우

수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이러한 학회의 성장에 맞추어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학회의 활동을 주관하고 관

장하는 기구의 확장과 그 활동영역의 세분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

하는 총회를 비롯하여 학회임원의 선출과 학회 제규정 등 최고의 의결권을 갖는 평의원회, 학

회운영의 실질적인 모든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가 있으며 학회의 특

수 업무를 수행하는 제위원회들이 있다. 또한 학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뒷받침해 주는 사무국

이 있다.

여기서는 학회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총회의 회의내용을 총무 행정적인 측

면에서 정리해 보고 뒤이어 광학회의 대표하는 ‘동계학술발표회’와 ‘하계학술발표회’의 활동내

용의 변천을 요약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2-1.  총회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지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 총회는 필

요 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대

한 보고를 받고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학술논문 발표와 토

론, 전문분야의 초청강연 등이 동시에 행해진다. 1989년 10월 20일 한국과학원 강당에서 130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한국광학회 창립총회를 시작하였다. 이 후 정기총회는 매년 겨울에 ‘파

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회원간의 학술정보교류도 함께 이루어지

고 있다. 창립총회부터 2020년 제31회 정기총회까지의 활동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총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안건 (1989년 ~ 2015년)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89. 10. 20

한국과학원

강당

• 정관 설명 후 아래사항이 수정된 후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설명

•의결 정족수와 회의소집에 필요한 회원수를 1/5로 수정함

•정관통과

•이사 및 임원 승인의 건

   (1) 정관 제12조에 의거 이사 및 임원 24인을 회장이 추천

   (2) 이사 및 임원 24인을 정의원에서 동의를 얻기로 함

•이상수 교수가 초대 광학회 회장으로 선출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후 통과

광학회

창립총회

(130명 참석)

1990. 2. 10

서울대학교

•정관 최종안 보고

   제3조: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분과를 둔다

   제10조: 이사수를 5인 이상 2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제18조: 의결 정족수를 1/10에서 1/5로 수정

•FY89 실적 보고

•감사보고

•FY90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제1회

정기총회

(78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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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92. 2. 14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전산동 강당

•1991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결산 만장일치로 동과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만장일치로 통과

•현 이상수 회장을 계속 연임키로 결정

제3회

정기총회

(73명 참석)

1994. 2. 18

청주대학교

•1993년도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1993년도 결산 보고의 승인

•1994년도 사업계획 승인

•1994년도 예산승인

•이사의 연임 허용에 관한 정관 변경 심의 의결

   제11조 1항(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증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로 변경함

• 제3대 한국 광학회 회장으로 김 웅 회원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

•명예회장제를 신설키로 한 이사회의 의결을 승인함

제5회

정기총회

(117명 참석)

1995. 2. 17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전자 공학동

강당

•1994년도 사업보고의 결산보고

•1994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

•1995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안 보고

• 1994년도 사업 및 결산과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함

•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회비 인상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제6회

정기총회

(163명 참석)

1996. 2. 9

아주대학교

이공관

•1995년도 사업 및 결사보고 승인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정관 개정 취지를 청취한 후 정관 개정안을 통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신임 회장과 차기회장을 선출

   (1) 제4대 회장에 이주희, 제5대 회장에 장준성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제7회

정기총회

(122명 참석)

1996. 9. 20

포항공과대학 정보통신

대학원 강의실

• 1996년도 전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1996년도

제1회 임시총회

(106명 참석)

회원수: 667명

1997. 2. 14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강당

• 199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승인

•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웅 회원이 제6개 회장 추천 경위를 

보고 43명의 평의원 연명으로 추천된 박대윤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

6대(1998년도) 회장으로 선출

제8회

정기총회

(121명 참석)

1998. 2. 13

이화여자대학교

공학관

• 공로패 증정 및 논문상 수여

    이주희 회원에 공포패, 이용탁 회원에 공로상, 박희갑 회원에 논문상, 

김상중 회원에 논문장려상 수여

• 1997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승인

• 평의원 37명의 추천을 받은 최상삼 회원이 후보 등록하여 세칙 3

조2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됨. 제7대 회장에 최상삼 후보를 만장일

치로 승인

제9회

정기총회

(135명 참석)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98. 8. 19

한남대학교

공학관

• 공로패 증정 및 논문상 수여

    장준성 전회장에게 공로패, 97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Stand-

ford 대학의 Steven Chu 교수에게 특별강연에 대한 감사패 수여

• 1998년도 상반기 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 보고 승인

• 한국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별첨2와 같이 수정하여 승인

19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85명 참석)

회원수: 700명

1999. 2. 4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강당

•포상 및 감사패 수여

   공홍진 회원에게 공로상, 윤태훈 회원에게 논문상, 신동학 회원에게 

논문장려상, 이오테크닉스, 명진크리스텍,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감사패를 각각 수여

•199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승인

• 제8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종민 회원에 대한 찬반투표의 개표 

결과 총투표자 100명 중 찬: 93명, 반: 0, 기권: 6으로 제8대 한국광

학회 회장으로 이종민 회원이 선출

제10회

정기총회

(155명 참석)

2000. 2. 18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99년도 사업 및 결산, ’0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9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신상영 회원(KAIST)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D. C. O’Shea), 학술상(김병윤 회원), 

논문상(이병호 회원), 논문장려상(윤승철 회원), 공로상(박대윤, 김병윤, 

남창희 회원)을 수여

• 10주년 기념식에서 10주년 기념 공로상(이상수 회원), 논문상(이윤우 

회원), 감사패(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

전광), 기념강연감사패(D. C. O’Shea, I. Yamaguchi, F. Gan), 명예회원증

(D. C. O’Shea, I. Yamaguchi, G. Mu, A. E. Siegman)을 수여

제11회

정기총회

(95명 참석)

회원수: 797명

2001. 2. 15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관

•2000년도 사업 및 결산, 200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0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재형 회원(서울대)을 선출

•임원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수정하여 승인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Richard K. Chang, 이용희, Thierry 

Cardinal, Guozhen Yang), 논문상(장주석 회원), 논문장려상(이기동 

회원), 공로상(최상삼, 이범구 회원), 협찬 감사패(㈜케이텍정보통신, 

남일광학기기 및 우주하이텍㈜대표)를 수여

제12회

정기총회

(125명 참석)

회원수: 923명

2002. 2. 19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2001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1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홍경희 회원(육군사관학교)을 선출

•임원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수정하여 승인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임지순, 이신두 회원), 논문상(박남규 

회원), 논문장려상(김헌오 회원), 공로상(이종민, 백운출, 한원택, 

이종웅 회원), 기술상(성규동(이오테크닉스)), 협찬 감사패(㈜대일

시스템,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하나기술㈜, 한국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대표)를 수여 

제13회

정기총회

(121명 참석)

회원수: 1068명

2003. 2. 13

인하대학교

본관, 5호관

•2002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2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황보창권 회원, G. M. Morris), 논문상 

(박승찬 회원), 논문장려상(류재명 회원), 공로상(신상영, 이인원, 김

철중, 정창섭, 우정원 회원), 학술상(이종민 회원), OSA Studenet 

Prize(한승훈 회원)를 수여

제14회

정기총회

(156명 참석)

회원수: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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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92. 2. 14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전산동 강당

•1991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결산 만장일치로 동과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만장일치로 통과

•현 이상수 회장을 계속 연임키로 결정

제3회

정기총회

(73명 참석)

1994. 2. 18

청주대학교

•1993년도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1993년도 결산 보고의 승인

•1994년도 사업계획 승인

•1994년도 예산승인

•이사의 연임 허용에 관한 정관 변경 심의 의결

   제11조 1항(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증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경우는 연임을 허용한다.”로 변경함

• 제3대 한국 광학회 회장으로 김 웅 회원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

•명예회장제를 신설키로 한 이사회의 의결을 승인함

제5회

정기총회

(117명 참석)

1995. 2. 17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전자 공학동

강당

•1994년도 사업보고의 결산보고

•1994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

•1995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안 보고

• 1994년도 사업 및 결산과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함

•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회비 인상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제6회

정기총회

(163명 참석)

1996. 2. 9

아주대학교

이공관

•1995년도 사업 및 결사보고 승인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정관 개정 취지를 청취한 후 정관 개정안을 통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신임 회장과 차기회장을 선출

   (1) 제4대 회장에 이주희, 제5대 회장에 장준성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제7회

정기총회

(122명 참석)

1996. 9. 20

포항공과대학 정보통신

대학원 강의실

• 1996년도 전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1996년도

제1회 임시총회

(106명 참석)

회원수: 667명

1997. 2. 14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강당

• 199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승인

•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웅 회원이 제6개 회장 추천 경위를 

보고 43명의 평의원 연명으로 추천된 박대윤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

6대(1998년도) 회장으로 선출

제8회

정기총회

(121명 참석)

1998. 2. 13

이화여자대학교

공학관

• 공로패 증정 및 논문상 수여

    이주희 회원에 공포패, 이용탁 회원에 공로상, 박희갑 회원에 논문상, 

김상중 회원에 논문장려상 수여

• 1997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승인

• 평의원 37명의 추천을 받은 최상삼 회원이 후보 등록하여 세칙 3

조2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됨. 제7대 회장에 최상삼 후보를 만장일

치로 승인

제9회

정기총회

(135명 참석)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1998. 8. 19

한남대학교

공학관

• 공로패 증정 및 논문상 수여

    장준성 전회장에게 공로패, 97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Stand-

ford 대학의 Steven Chu 교수에게 특별강연에 대한 감사패 수여

• 1998년도 상반기 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 보고 승인

• 한국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별첨2와 같이 수정하여 승인

19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85명 참석)

회원수: 700명

1999. 2. 4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강당

•포상 및 감사패 수여

   공홍진 회원에게 공로상, 윤태훈 회원에게 논문상, 신동학 회원에게 

논문장려상, 이오테크닉스, 명진크리스텍,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감사패를 각각 수여

•199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승인

• 제8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종민 회원에 대한 찬반투표의 개표 

결과 총투표자 100명 중 찬: 93명, 반: 0, 기권: 6으로 제8대 한국광

학회 회장으로 이종민 회원이 선출

제10회

정기총회

(155명 참석)

2000. 2. 18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99년도 사업 및 결산, ’0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9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신상영 회원(KAIST)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D. C. O’Shea), 학술상(김병윤 회원), 

논문상(이병호 회원), 논문장려상(윤승철 회원), 공로상(박대윤, 김병윤, 

남창희 회원)을 수여

• 10주년 기념식에서 10주년 기념 공로상(이상수 회원), 논문상(이윤우 

회원), 감사패(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

전광), 기념강연감사패(D. C. O’Shea, I. Yamaguchi, F. Gan), 명예회원증

(D. C. O’Shea, I. Yamaguchi, G. Mu, A. E. Siegman)을 수여

제11회

정기총회

(95명 참석)

회원수: 797명

2001. 2. 15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관

•2000년도 사업 및 결산, 200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0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재형 회원(서울대)을 선출

•임원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수정하여 승인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Richard K. Chang, 이용희, Thierry 

Cardinal, Guozhen Yang), 논문상(장주석 회원), 논문장려상(이기동 

회원), 공로상(최상삼, 이범구 회원), 협찬 감사패(㈜케이텍정보통신, 

남일광학기기 및 우주하이텍㈜대표)를 수여

제12회

정기총회

(125명 참석)

회원수: 923명

2002. 2. 19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2001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1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홍경희 회원(육군사관학교)을 선출

•임원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수정하여 승인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임지순, 이신두 회원), 논문상(박남규 

회원), 논문장려상(김헌오 회원), 공로상(이종민, 백운출, 한원택, 

이종웅 회원), 기술상(성규동(이오테크닉스)), 협찬 감사패(㈜대일

시스템,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하나기술㈜, 한국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대표)를 수여 

제13회

정기총회

(121명 참석)

회원수: 1068명

2003. 2. 13

인하대학교

본관, 5호관

•2002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2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황보창권 회원, G. M. Morris), 논문상 

(박승찬 회원), 논문장려상(류재명 회원), 공로상(신상영, 이인원, 김

철중, 정창섭, 우정원 회원), 학술상(이종민 회원), OSA Studenet 

Prize(한승훈 회원)를 수여

제14회

정기총회

(156명 참석)

회원수: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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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2

전남대학교

자연대 3호관 및

용봉문화관

•2003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3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정창섭 회원(전남대학교)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이형종 회원, Eric Van Styland, I. 

Stuart MeDermid), 논문상(김부균 회원), 논문장려상(진영준 회원), 

공로상(이재형, 김재창, 김 남, 권오대, 정영주 회원), 학술상(정윤철 

회원), OSA Studenet Prize(이용재 회원)를 수여

제15회

정기총회

(178명 참석)

회원수: 1290명

2005. 2. 17

포항공과대학교

• 200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승인

• 제14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인원 회원(표준연)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이용희 회원, Susan Houde-Walter 

OSA 회장, 정윤철 회원), 논문상(김승우 회원), 논문장려상(정병민 

회원), 공로상(홍경희, 제원호, 이민희, 이종웅, 조재흥, 백성훈 회원, 

전남대 광기술인력교육센터장,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장), 학술상 

(이용희 회원), 기술상(강희전 회원), OSA Student Prize(박재형 

회원)를 수여

제16회

정기총회

(182명 참석)

회원수: 1374명

2006. 2. 9

아주대학교

• 200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5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창민 회원(서울시립대)을 선출

•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 이종창 회원(홍익대학교), 김부균 회원 

(숭실대학교), 이지웅 회원(서울광학산업)에게 공로상을, Peter 

J. Delfyett(OSA 부회장), Bishnu P. Pal(India Inst. tech.), 남창희 

회원(KAIST)에게 감사패를, 이병호 회원(서울대학교)에게 학술상을, 

임천석회원(한남대)에게 논문상을, 문제영 회원(홍익대)에게 논문장

려상을, 이승우회원(한국과학기술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

각 수여

제17회

정기총회

(196명 참석)

회원수: 1431명

2007. 2. 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 2006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6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민희 회원(인하대)을 선출

• 정창섭 회원(전남대학교),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 김태일 회원(한

국광기술원), 정윤철회원(KAIST)에게 공로상을, Peter de Groot(Zy-

go Corporation), Mikedowner(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게 

감사패를, 남창희 회원(KAIST)에게 학술상을, 이상신 회원(광운대)에

게 논문상을, 조형준 회원(제주대)에게 논문장려상을, 김대근 회원 

(연세대학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이원진 회원(대구산업정보대학)과 성규동 회원

(이오테크닉스)의 감사 연임을 의결

제18회

정기총회

(224명 참석)

회원수: 1503명

2008. 2. 14

홍익대학교

홍문관

• 2007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7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범구 회원(서강대)을 선출

• 이인원 회원(KRISS), 이재형 회원(서울대), 남창희 회원(KAIST), 이병호 

회원(서울대), 심종인 회원(한양대), 이승걸 회원(인하대)에게 공로상

을, James C. Wyant(University of Arizona), 이종민 회원(APRI)에게 

감사패를, 이상배 회원(KIST)에게 학술상을, 조재흥 회원(한남대)에게 

논문상을, 조형준 회원(제주대)에게 논문장려상을, 강전웅 회원(포항

공대)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19회

정기총회

(235명 참석)

회원수: 1571명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2009. 2. 12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 200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8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철중 회원을 선출

• 김창민 회원(서울시립대), 박승한 회원(연세대), 황보창권 회원 

(인하대), 전영복 회원(KAPID)에게 공로상을, Satoshi Kawata 

(Osaka University), 이용희 회원(KAIST)에게 감사패를, 김승우 회원 

(KAIST)에게 학술상을, 김광택 회원(호남대학교)에게 논문상을, 김건덕 

회원(광운대학교)에게 논문장려상을, 조형욱 회원(홍익대학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2009년 10월 김철중 박사 사퇴로 보궐선거로 18대 회장 김병윤 회원 

선출

제20회

정기총회

(186명 참석)

회원수: 1571명

2010. 1. 21

카이스트 창의학습관

• 200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9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상열 회원(아주대)을 선출 박대윤 

(인하대), James C. Wyant(OSA 회장)에게 초청연사 감사패를, 

이민희(인하대)회원에게 공로상을, 이승걸(인하대) 회원에게 논문상

을, 박대서(인하대)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김동균(그린광학)회원에게 

기술상을, 박규환(고려대)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한국광기술원에 

감사패를, 박미란(충북대)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이민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9대(2011년) 한국광학회 회장으로 김상열 

(아주대)회원이 당선되었음을 공고

제21회

정기총회

(181명 참석)

회원수: 1601명

2011. 2. 10

서강대학교 다산관

• 201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0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윤태훈 회원(부산대)을 선출

• 문대원(KRISS), Donna Strickland(OSA 부회장), Y. Ron Shen(UC 

Berkly)에게 초청연사감사패를, 이범구(서강대), 이종민(GIST), 정영욱 

(KAERI), 이종훈(영남대)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칠민(서강대) 회원

에게 학술상을, 한영근(한양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현우(전북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병극(캐리마)회원에게 기술상을, 남창희

(KAIST)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정윤철(KAIST)회원에게 해림광자

공학상을, Jane Throwe, 채진석(한국전광), 고등광기술연구소, 명진 

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에 감사패를, 박순기(경희대)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2회

정기총회

(177명 참석)

회원수: 885명

2012. 2. 9

대전컨벤션센터

• 2011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1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황보창권 회원(인하대)을 선출

• Robert L. Byer(Stanford Univ.), Tatsuo Izawa(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게 초청연사 감사패를, 김병윤(KAIST)회원에게 공로 

상을, 오경환(연세대)회원에게 학술상을, 오범환(인하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대규(연세대)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종극(서울광학)

회원에게 기술상을, 김승우(KAIST)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상배 

(KIST)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옵토매직, 한빛레이저, 성경포토 

닉스 대표에게 기업체 감사패를, 백운출교수, 이재학님, 정진호 

(프로옵틱스)회원에게 감사패를 박용성(단국대)회원에게 OSA Stu-

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3회

정기총회

(246명 참석)

회원수: 2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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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2

전남대학교

자연대 3호관 및

용봉문화관

•2003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13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정창섭 회원(전남대학교)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이형종 회원, Eric Van Styland, I. 

Stuart MeDermid), 논문상(김부균 회원), 논문장려상(진영준 회원), 

공로상(이재형, 김재창, 김 남, 권오대, 정영주 회원), 학술상(정윤철 

회원), OSA Studenet Prize(이용재 회원)를 수여

제15회

정기총회

(178명 참석)

회원수: 1290명

2005. 2. 17

포항공과대학교

• 200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승인

• 제14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인원 회원(표준연)을 선출

• 정기총회에서 총회초청 감사패(이용희 회원, Susan Houde-Walter 

OSA 회장, 정윤철 회원), 논문상(김승우 회원), 논문장려상(정병민 

회원), 공로상(홍경희, 제원호, 이민희, 이종웅, 조재흥, 백성훈 회원, 

전남대 광기술인력교육센터장,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장), 학술상 

(이용희 회원), 기술상(강희전 회원), OSA Student Prize(박재형 

회원)를 수여

제16회

정기총회

(182명 참석)

회원수: 1374명

2006. 2. 9

아주대학교

• 200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5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창민 회원(서울시립대)을 선출

•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 이종창 회원(홍익대학교), 김부균 회원 

(숭실대학교), 이지웅 회원(서울광학산업)에게 공로상을, Peter 

J. Delfyett(OSA 부회장), Bishnu P. Pal(India Inst. tech.), 남창희 

회원(KAIST)에게 감사패를, 이병호 회원(서울대학교)에게 학술상을, 

임천석회원(한남대)에게 논문상을, 문제영 회원(홍익대)에게 논문장

려상을, 이승우회원(한국과학기술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

각 수여

제17회

정기총회

(196명 참석)

회원수: 1431명

2007. 2. 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 2006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6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민희 회원(인하대)을 선출

• 정창섭 회원(전남대학교), 김재창 회원(부산대학교), 김태일 회원(한

국광기술원), 정윤철회원(KAIST)에게 공로상을, Peter de Groot(Zy-

go Corporation), Mikedowner(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게 

감사패를, 남창희 회원(KAIST)에게 학술상을, 이상신 회원(광운대)에

게 논문상을, 조형준 회원(제주대)에게 논문장려상을, 김대근 회원 

(연세대학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이원진 회원(대구산업정보대학)과 성규동 회원

(이오테크닉스)의 감사 연임을 의결

제18회

정기총회

(224명 참석)

회원수: 1503명

2008. 2. 14

홍익대학교

홍문관

• 2007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7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범구 회원(서강대)을 선출

• 이인원 회원(KRISS), 이재형 회원(서울대), 남창희 회원(KAIST), 이병호 

회원(서울대), 심종인 회원(한양대), 이승걸 회원(인하대)에게 공로상

을, James C. Wyant(University of Arizona), 이종민 회원(APRI)에게 

감사패를, 이상배 회원(KIST)에게 학술상을, 조재흥 회원(한남대)에게 

논문상을, 조형준 회원(제주대)에게 논문장려상을, 강전웅 회원(포항

공대)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19회

정기총회

(235명 참석)

회원수: 1571명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2009. 2. 12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 200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8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철중 회원을 선출

• 김창민 회원(서울시립대), 박승한 회원(연세대), 황보창권 회원 

(인하대), 전영복 회원(KAPID)에게 공로상을, Satoshi Kawata 

(Osaka University), 이용희 회원(KAIST)에게 감사패를, 김승우 회원 

(KAIST)에게 학술상을, 김광택 회원(호남대학교)에게 논문상을, 김건덕 

회원(광운대학교)에게 논문장려상을, 조형욱 회원(홍익대학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2009년 10월 김철중 박사 사퇴로 보궐선거로 18대 회장 김병윤 회원 

선출

제20회

정기총회

(186명 참석)

회원수: 1571명

2010. 1. 21

카이스트 창의학습관

• 200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19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김상열 회원(아주대)을 선출 박대윤 

(인하대), James C. Wyant(OSA 회장)에게 초청연사 감사패를, 

이민희(인하대)회원에게 공로상을, 이승걸(인하대) 회원에게 논문상

을, 박대서(인하대)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김동균(그린광학)회원에게 

기술상을, 박규환(고려대)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한국광기술원에 

감사패를, 박미란(충북대)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 이민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9대(2011년) 한국광학회 회장으로 김상열 

(아주대)회원이 당선되었음을 공고

제21회

정기총회

(181명 참석)

회원수: 1601명

2011. 2. 10

서강대학교 다산관

• 201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0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윤태훈 회원(부산대)을 선출

• 문대원(KRISS), Donna Strickland(OSA 부회장), Y. Ron Shen(UC 

Berkly)에게 초청연사감사패를, 이범구(서강대), 이종민(GIST), 정영욱 

(KAERI), 이종훈(영남대)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칠민(서강대) 회원

에게 학술상을, 한영근(한양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현우(전북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병극(캐리마)회원에게 기술상을, 남창희

(KAIST)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정윤철(KAIST)회원에게 해림광자

공학상을, Jane Throwe, 채진석(한국전광), 고등광기술연구소, 명진 

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에 감사패를, 박순기(경희대)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2회

정기총회

(177명 참석)

회원수: 885명

2012. 2. 9

대전컨벤션센터

• 2011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1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황보창권 회원(인하대)을 선출

• Robert L. Byer(Stanford Univ.), Tatsuo Izawa(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게 초청연사 감사패를, 김병윤(KAIST)회원에게 공로 

상을, 오경환(연세대)회원에게 학술상을, 오범환(인하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대규(연세대)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종극(서울광학)

회원에게 기술상을, 김승우(KAIST)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상배 

(KIST)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옵토매직, 한빛레이저, 성경포토 

닉스 대표에게 기업체 감사패를, 백운출교수, 이재학님, 정진호 

(프로옵틱스)회원에게 감사패를 박용성(단국대)회원에게 OSA Stu-

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3회

정기총회

(246명 참석)

회원수: 2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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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9

대전컨벤션센터

• 201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2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우정원 회원(이회여대)을 선출

• Gerhard Rempe(Max Planck Institute for the Quantum Optics), 

Philip Russell(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Light), 이일항 

(인하대), 홍창희(전북대)에게 초청 연사 감사패를, 김상열(아주대), 

김창민(서울시립대), 정윤철(KAIST)회원에게 공로상을, 함병승(인하대) 

회원에게 학술상을, 정영철(광운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재성(광운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고재현(한림대)회원에게 JOSK Award(국문)

을, 김대석(전북대)회원에게 JOSK Award(영문)을, 성규동(이오테크

닉스)회원에게 기술상을, 제원호(서울대)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창희(KAIST)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한국전광㈜ 대표와 고등

광기술연구소 소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이영식(경희대)회원에게 

감사패를, 최종률(연세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4회

정기총회

(237명 참석)

회원수: 2270명

2014. 2. 20

대전컨벤션센터

• 2013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3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정윤철 회원(KAIST)을 선출

• 박남규(서울대) 회원에게 학술상을, 김상열(아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최현우(한림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승걸(인하대) 회원에게 

JOSK Award(국문)을, 윤태훈(부산대), 한영근(한양대) 회원에게 

JOSK Award(영문)을, 이윤우(KRISS)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강건모(삼성전자) 회원에게 기술상을, 김윤호(포항공대)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병하(GIST)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이의수

(ETRI)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큐빅레이저시스템 사장과 한국 

광기술원 원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윤태훈(부산대) 회원에게 

공로상을, 송병섭(경희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5회

정기총회

(128명 참석)

회원수: 2344명

2015. 1. 29

대전컨벤션센터

• 201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4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상배 회원(KIST)을 선출

• 박승한(연세대)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이상민(아주대) 회원에게 성도

광과학상을, 박경현(ETRI)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라영식(포항

공대)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김덕현(한밭대) 회원과 유영훈(제

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유석(세종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조재흥(한남대) 회원과 신동학(동서대) 회원에게 JOSK 기여상을,  

황보창권(인하대)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구철(IVU OPTIC) 회원에게 

기술상을, 정진호(프로옵틱스)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엘투케이 

플러스 사장과 위즈옵틱스 사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강경남 

(경희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6회

정기총회

(101명 참석)

회원수: 2421명

2016. 1. 21

대전컨벤션센터

•201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25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한재원 회원(연세대)을 선출

• 이용탁(GIST)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민범기(KAIST) 회원에게 성도광과학

상을, 정영주(GIST)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노준석(포항공대) 회원

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김상열(아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영훈(인하

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고재현(한림대) 회원과 오경환(연세대) 회원

에게 JOSK 기여상을, 우정원(이화여대) 회원과 이병호(서울대)회원, 이용

희(KAIST) 회원에게 공로상을, 조현일(그린광학) 회원에게 기술상을, 박

용근(KAIST)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성경포토닉스 대표와 피아이코

리아 대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전화준(영

남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7회

정기총회

(238명 참석)

회원수 2,496명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2017. 2. 16

정선 하이원리조트

• 2016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6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정영주 회원(연세대)을 선출

• 윤태훈(부산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박홍규(고려대학교)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오경환(연세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심상

완(연세대학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정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건정(영남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승걸(

인하대학교) 회원과 김남(충북대학교) 회원에게 JOSK 기여상을, 정윤철(

한국과학기술원) 회원에게 공로상을, 양국현(아이오솔루션) 회원에게 기

술상을, 이종웅(청주대학교)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정봉국 에이이노

텍 대표, 이용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이창민(연

세대학교)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박성찬(단국대학교) 회원에게 

과총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여

제28회

정기총회

(206명 참석)

회원수 2,561명

2018. 2. 8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2017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7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이병호 회원(서울대)을 선출

• 박규환(고려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김정원(한국과학기술원) 회원

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이승열(경북대학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

을, 김규정(부산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상을, 이준호(공주대학교) 회원과 

오경환(연세대학교) 회원에게 OSKJ 기여상을,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회원과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장선 팬옵

틱스 대표에게 기술상을, 이재철(한화종합연구소) 회원에게 광기술혁신

상을, 고등광기술연구소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박민영(세종대학교) 회

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9회

정기총회

(206명 참석)

회원수 2,676명

2019. 2. 21

횡성 웰리힐리파크

•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8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박승한 회원(연세대)을 선출

•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송석호(한양대학교)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염동일(아주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

상을, 박경덕(울산과학기술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양호순(한국

표준과학연구원) 회원에게 논문상을, 서진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

과 이정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김상열(아주대

학교) 회원과 김남(충북대학교) 회원에게 OSKJ 기여상을, 한재원(연세대

학교) 회원과 전기영(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지원센터) 회원에게 

공로상을,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대표에게 기술상을, 김승철(부산대

학교)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홍성진(연세대학교) 회원에게 OSA Stu-

dent Prize를, 조명진(한경대학교) 회원에게 과총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여

제30회

정기총회

(115명 참석)

정회원수 774명

* 정회원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2020. 2. 2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 201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2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9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선출

• 최원식(고려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이주한(서울시립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김지수(포항공과대학교) 회원에게 젊은

광과학자상을,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회원에게 논문상을, 강동

화(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과 조예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에

게 논문장려상을, 도윤선(경북대학교) 회원과 오경환(연세대학교) 회

원에게 OSKJ 기여상을, 정영주(광주과학기술원)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상열(아주대학교) 회원에게 기술상을, 박성찬(단국대학교) 회원에

게 광기술혁신상을, 민제홍 싸이펨 대표와 김장선 팬옵틱스 대표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박찬석(한국과학기술원)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31회

정기총회

(92명 참석)

정회원수 685명

* 정회원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2082부•부문별 발전사 209 2장•총회 및 이사회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2013. 2. 19

대전컨벤션센터

• 201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2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우정원 회원(이회여대)을 선출

• Gerhard Rempe(Max Planck Institute for the Quantum Optics), 

Philip Russell(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Light), 이일항 

(인하대), 홍창희(전북대)에게 초청 연사 감사패를, 김상열(아주대), 

김창민(서울시립대), 정윤철(KAIST)회원에게 공로상을, 함병승(인하대) 

회원에게 학술상을, 정영철(광운대)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재성(광운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고재현(한림대)회원에게 JOSK Award(국문)

을, 김대석(전북대)회원에게 JOSK Award(영문)을, 성규동(이오테크

닉스)회원에게 기술상을, 제원호(서울대)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창희(KAIST)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한국전광㈜ 대표와 고등

광기술연구소 소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이영식(경희대)회원에게 

감사패를, 최종률(연세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4회

정기총회

(237명 참석)

회원수: 2270명

2014. 2. 20

대전컨벤션센터

• 2013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3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정윤철 회원(KAIST)을 선출

• 박남규(서울대) 회원에게 학술상을, 김상열(아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최현우(한림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승걸(인하대) 회원에게 

JOSK Award(국문)을, 윤태훈(부산대), 한영근(한양대) 회원에게 

JOSK Award(영문)을, 이윤우(KRISS)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강건모(삼성전자) 회원에게 기술상을, 김윤호(포항공대)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이병하(GIST)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이의수

(ETRI)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큐빅레이저시스템 사장과 한국 

광기술원 원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윤태훈(부산대) 회원에게 

공로상을, 송병섭(경희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5회

정기총회

(128명 참석)

회원수: 2344명

2015. 1. 29

대전컨벤션센터

• 201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4대 회장(현 차기회장)으로 이상배 회원(KIST)을 선출

• 박승한(연세대)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이상민(아주대) 회원에게 성도

광과학상을, 박경현(ETRI)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라영식(포항

공대)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김덕현(한밭대) 회원과 유영훈(제

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유석(세종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조재흥(한남대) 회원과 신동학(동서대) 회원에게 JOSK 기여상을,  

황보창권(인하대)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구철(IVU OPTIC) 회원에게 

기술상을, 정진호(프로옵틱스)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엘투케이 

플러스 사장과 위즈옵틱스 사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강경남 

(경희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6회

정기총회

(101명 참석)

회원수: 2421명

2016. 1. 21

대전컨벤션센터

•201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제25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한재원 회원(연세대)을 선출

• 이용탁(GIST)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민범기(KAIST) 회원에게 성도광과학

상을, 정영주(GIST)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노준석(포항공대) 회원

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김상열(아주대)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영훈(인하

대)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고재현(한림대) 회원과 오경환(연세대) 회원

에게 JOSK 기여상을, 우정원(이화여대) 회원과 이병호(서울대)회원, 이용

희(KAIST) 회원에게 공로상을, 조현일(그린광학) 회원에게 기술상을, 박

용근(KAIST)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성경포토닉스 대표와 피아이코

리아 대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전화준(영

남대)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7회

정기총회

(238명 참석)

회원수 2,496명

일시 및 장소 주요안건 비고

2017. 2. 16

정선 하이원리조트

• 2016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6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정영주 회원(연세대)을 선출

• 윤태훈(부산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박홍규(고려대학교)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오경환(연세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심상

완(연세대학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정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 

회원에게 논문상을, 김건정(영남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이승걸(

인하대학교) 회원과 김남(충북대학교) 회원에게 JOSK 기여상을, 정윤철(

한국과학기술원) 회원에게 공로상을, 양국현(아이오솔루션) 회원에게 기

술상을, 이종웅(청주대학교)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정봉국 에이이노

텍 대표, 이용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이창민(연

세대학교)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박성찬(단국대학교) 회원에게 

과총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여

제28회

정기총회

(206명 참석)

회원수 2,561명

2018. 2. 8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2017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7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이병호 회원(서울대)을 선출

• 박규환(고려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김정원(한국과학기술원) 회원

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이승열(경북대학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

을, 김규정(부산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상을, 이준호(공주대학교) 회원과 

오경환(연세대학교) 회원에게 OSKJ 기여상을,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회원과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장선 팬옵

틱스 대표에게 기술상을, 이재철(한화종합연구소) 회원에게 광기술혁신

상을, 고등광기술연구소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박민영(세종대학교) 회

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29회

정기총회

(206명 참석)

회원수 2,676명

2019. 2. 21

횡성 웰리힐리파크

•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1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8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박승한 회원(연세대)을 선출

•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송석호(한양대학교) 

회원에게 성도광과학상을, 염동일(아주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

상을, 박경덕(울산과학기술원) 회원에게 젊은광과학자상을, 양호순(한국

표준과학연구원) 회원에게 논문상을, 서진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

과 이정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에게 논문장려상을, 김상열(아주대

학교) 회원과 김남(충북대학교) 회원에게 OSKJ 기여상을, 한재원(연세대

학교) 회원과 전기영(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지원센터) 회원에게 

공로상을,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대표에게 기술상을, 김승철(부산대

학교) 회원에게 광기술혁신상을, 홍성진(연세대학교) 회원에게 OSA Stu-

dent Prize를, 조명진(한경대학교) 회원에게 과총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여

제30회

정기총회

(115명 참석)

정회원수 774명

* 정회원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2020. 2. 2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 201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내역, 202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 제29대 회장(現 차기회장)으로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선출

• 최원식(고려대학교) 회원에게 학술대상을, 이주한(서울시립대학교) 

회원에게 해림광자공학상을, 김지수(포항공과대학교) 회원에게 젊은

광과학자상을,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회원에게 논문상을, 강동

화(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과 조예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회원에

게 논문장려상을, 도윤선(경북대학교) 회원과 오경환(연세대학교) 회

원에게 OSKJ 기여상을, 정영주(광주과학기술원) 회원에게 공로상을, 

김상열(아주대학교) 회원에게 기술상을, 박성찬(단국대학교) 회원에

게 광기술혁신상을, 민제홍 싸이펨 대표와 김장선 팬옵틱스 대표에게 

후원기관 감사패를, 박찬석(한국과학기술원) 회원에게 OSA Student 

Prize를 각각 수여

제31회

정기총회

(92명 참석)

정회원수 685명

* 정회원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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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사회

한국광학회 이사회는 명실상부한 학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업무 집행, 사

업 계획운영, 예결산 작성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존하는 기록으로 보아 1989년 이후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부터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제정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였

다.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를 선임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가 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된

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동안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평의원 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기타 중요 사항

표 2-2.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 (1989년 ~ 2015년)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1회 1989. 11. 17 1. 발기 및 창립 총회 회의록을 정리함.

2. 이사 직임 선임

3. 특별회원 가입기준안을 마련함.

4. 제1회 한국광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제정

5. 한국광학회 회비를 산정함.

6. 한국광학회 상임이사회를 구성함.

7. 정기 이사회는 2, 5, 8, 11월 3개월 간격으로 갖기로 함.

8.  한국광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기 위해 과학기설처 장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기로 함.

9. 지로 이용 등 당분간 광학회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광학회 임시 사무소는 KIST 응용광학연구실로 하고, 간판을 게시한다.

   지로 이용은 당분간 총무가 정하기로 함.

10. Heading지 인쇄 형식은 총무가 작성 제출키로 함.

제2회 1991. 2. 19 1. 1991년도 학회지의 띠 색깔을 구별하자.

2. 학회지 영문판명칭을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로 최종결정

3. 1990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함.

4.  ‘광학소식’ 발간 및 한, 소 레이저 워크샵 개최 등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조사하기

로 하고 작성을 총무이사와 공홍진 이사에게 일임함.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3회 1991. 12. 23 1. 1992년 총회에서 학술 분과를 설치

2. 광고업체 미납금 1991년 손실처리(결손처리, 회장인으로)

3. 남북한 학술 교류에 광학회가 적극 참여

제4회 1992. 2. 14 1. 분과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제5회 1992. 8. 20 1. 1992년 상반기 회무를 보고함.

2. 1993년도 정기총회 개최안을 확정함(93. 2. 12~13, 고려대).

제6회 1993. 2. 12 1. 제10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샾 개최안을 확정(1993. 8. 20~21)

제7회 1993. 8. 20 1. 제5회 한국광학회 정기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함.

2. ICO-17(1996) 대전에서 개최 확정

제8회 1994. 2. 18 1. 93년 한국광학회 사업 보고 및 94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총회에 상정키로 함.

2. 이사의 연임 허용에 관한 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확정, 총회에 상정키로 함.

3.  회장의 자문을 위한 명예회장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로 의결함. 단, 첫 명예회장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함.

4. 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설립을 승인

5. ICHSP&P 1994년도 총회(대전) 개최 준비사항을 보고함.

제9회 1995. 2. 17 1. 1994년 사업 및 결산에 대하여 별지 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2. 1995년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별자 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3.  1994년 신규입회를 신청한 김광준 외 59명을 정회원, 강현서 외 37명을 학생회

원으로 각각 인정함.

4.  회비인상안에 대하여 이주희 이사의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을 수정 제의한 

데 대하여 이상수 이사의 제청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함.

5.  학회 사무실의 과학기술총연합회 건물로의 이전 및 확장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함.

6.  사무실이전에 필요한 기금모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무실확장에 따라 소요

되는 추가비용을 모금하는 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7.  이상수 이사께서 ICO-17 서울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최 비용의 모

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

제10회 1996. 2. 9 1. 제9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수정 없이 통과함.

2.  1995년도 사업에 대하여 별지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분과활동 내용 중 광과학 분

과 심포지움은 양자전자 분과와 합동으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3.  평의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회원 중 평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을 모두 평의원으

로 입회하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평의원회비를 20,000원으로 결정.

4.  1995년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였다는 감사보고를 청취 한 후 원

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 시킴.

5.  1996년도 사업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고, 사업계획 중 해외협력의 내용을 

국제회의와 해외협력으로 분리 수정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

6.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없이 적절하다고 의결.

7.  1995년도 신규 입회를 신청한 영남대학교 경천수 외 74명을 학생회원으로, 쌍용중

앙연구소 김기수 외 49명을 정회원으로 각각 인정.

8.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회원의 종류에서 준회원을 삭제하고 단체회원을 

추가하며,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총회정족수를 1/5에서 1/10로 변경하

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 다만 세부조항에 대하여 조항 별로 심의한 후 세부조항

에 대한 문안은 총회에서 상임 이사회에 위임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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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사회

한국광학회 이사회는 명실상부한 학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업무 집행, 사

업 계획운영, 예결산 작성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존하는 기록으로 보아 1989년 이후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부터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제정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였

다.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를 선임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가 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된

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동안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평의원 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기타 중요 사항

표 2-2.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 (1989년 ~ 2015년)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1회 1989. 11. 17 1. 발기 및 창립 총회 회의록을 정리함.

2. 이사 직임 선임

3. 특별회원 가입기준안을 마련함.

4. 제1회 한국광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제정

5. 한국광학회 회비를 산정함.

6. 한국광학회 상임이사회를 구성함.

7. 정기 이사회는 2, 5, 8, 11월 3개월 간격으로 갖기로 함.

8.  한국광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기 위해 과학기설처 장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기로 함.

9. 지로 이용 등 당분간 광학회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광학회 임시 사무소는 KIST 응용광학연구실로 하고, 간판을 게시한다.

   지로 이용은 당분간 총무가 정하기로 함.

10. Heading지 인쇄 형식은 총무가 작성 제출키로 함.

제2회 1991. 2. 19 1. 1991년도 학회지의 띠 색깔을 구별하자.

2. 학회지 영문판명칭을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로 최종결정

3. 1990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함.

4.  ‘광학소식’ 발간 및 한, 소 레이저 워크샵 개최 등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조사하기

로 하고 작성을 총무이사와 공홍진 이사에게 일임함.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3회 1991. 12. 23 1. 1992년 총회에서 학술 분과를 설치

2. 광고업체 미납금 1991년 손실처리(결손처리, 회장인으로)

3. 남북한 학술 교류에 광학회가 적극 참여

제4회 1992. 2. 14 1. 분과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제5회 1992. 8. 20 1. 1992년 상반기 회무를 보고함.

2. 1993년도 정기총회 개최안을 확정함(93. 2. 12~13, 고려대).

제6회 1993. 2. 12 1. 제10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샾 개최안을 확정(1993. 8. 20~21)

제7회 1993. 8. 20 1. 제5회 한국광학회 정기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함.

2. ICO-17(1996) 대전에서 개최 확정

제8회 1994. 2. 18 1. 93년 한국광학회 사업 보고 및 94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총회에 상정키로 함.

2. 이사의 연임 허용에 관한 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확정, 총회에 상정키로 함.

3.  회장의 자문을 위한 명예회장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로 의결함. 단, 첫 명예회장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함.

4. 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설립을 승인

5. ICHSP&P 1994년도 총회(대전) 개최 준비사항을 보고함.

제9회 1995. 2. 17 1. 1994년 사업 및 결산에 대하여 별지 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2. 1995년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별자 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3.  1994년 신규입회를 신청한 김광준 외 59명을 정회원, 강현서 외 37명을 학생회

원으로 각각 인정함.

4.  회비인상안에 대하여 이주희 이사의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을 수정 제의한 

데 대하여 이상수 이사의 제청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함.

5.  학회 사무실의 과학기술총연합회 건물로의 이전 및 확장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함.

6.  사무실이전에 필요한 기금모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무실확장에 따라 소요

되는 추가비용을 모금하는 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7.  이상수 이사께서 ICO-17 서울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최 비용의 모

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

제10회 1996. 2. 9 1. 제9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수정 없이 통과함.

2.  1995년도 사업에 대하여 별지자료와 같이 보고하고, 분과활동 내용 중 광과학 분

과 심포지움은 양자전자 분과와 합동으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3.  평의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회원 중 평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을 모두 평의원으

로 입회하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평의원회비를 20,000원으로 결정.

4.  1995년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였다는 감사보고를 청취 한 후 원

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 시킴.

5.  1996년도 사업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고, 사업계획 중 해외협력의 내용을 

국제회의와 해외협력으로 분리 수정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

6.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없이 적절하다고 의결.

7.  1995년도 신규 입회를 신청한 영남대학교 경천수 외 74명을 학생회원으로, 쌍용중

앙연구소 김기수 외 49명을 정회원으로 각각 인정.

8.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회원의 종류에서 준회원을 삭제하고 단체회원을 

추가하며,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총회정족수를 1/5에서 1/10로 변경하

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 다만 세부조항에 대하여 조항 별로 심의한 후 세부조항

에 대한 문안은 총회에서 상임 이사회에 위임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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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11회 1996. 9. 20 1. 한국광학회 회원현황 및 학술활동,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함.

2. 임시총회 개최결과를 보고함.

3. 한국광학회 정관의 세칙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함.

제12회 1997. 2. 14 1.  국문학술지 게재료를 현 25,000원/면을 30,000원/면으로 인상키로 하고 영문지

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제13회 1998. 2. 13 1. 9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함.

2. 9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자를 승인함.

3. 한국광학회 논문 심사 규정을 승인함.

제14회 1998. 8. 19 1. 9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자를 승인함.

2. 수정된 한국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함.

3.  한국광학회의 시행 세칙 개정안을 승인하고(별첨 3) 시행 세칙 각 조항의 표제어

를 회장단에 위임함.

4. 전임회장의 학회임무에 대한 규정안을 금년 말까지 준비하기로 함.

제15회 2000. 2. 18 1.  “한국광학회 학술회의(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술발표회)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함.

2. ’99년도 사업 및 결산, ’0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3.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한 2000년도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2000년도 정

기 총회 포상자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제16회 2001. 2. 15 1. 2000년도 사업 및 결산, 200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기술상’의 신설 및 이에 따른 포상규정의 개정을 승인함.

제17회 2001. 8. 16 1. 2001년도 상반기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01년도 하계 포상자를 승인함.

3. 전임-현-차기회장의 업무 협력 및 역할 분담을 검토하기로 함.

4. 이사회에 자산 보고 시 회계사 형식으로 항목을 조정하기로 함.

5. CLEO/Pacific-Rim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초안을 승인함.

제18회 2002. 2. 19 1. 2001년도 사업 및 결산, 200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연회비 및 학술발표회 인상안을 승인함.

3.  자산 중 운영비 명칭을 자산 항목에 맞도록 명칭 변경을 고려하기로 하고, 기금 내

역에 CLEO/PR99 기여분을 추가하기로 함. IPTC 사업에서 기부된 현물 중 주요

물품의 목록 작성을 검토하기로 함.

4. 학술발표회 등록비 면제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함.

제19회 2002. 7. 15 1. 2002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함.

2.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 초청강연 감사패 수여자 및 포상자 명단을 승인함.

제20회 2003. 2. 19 1. 2002년도 사업 및 결산, 200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3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조 ‘투표일 6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 공고하여야 한다.’

를 ‘투표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회

장선거관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4.  신임 평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원 190여 명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평의원 가입

승인’의 추진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함.

5. 한국광학회 영문지(JOSK)의 SCI 등재를 위한 활동 상황을 보고함.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21회 2003. 7. 15 1. 2003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함.

2.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제22회 2004. 2. 12 1. 2003년도 사업 및 결산,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4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조 ‘선관위 위원장 선출은 구성된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를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로 규정 제5조 ‘선관위는 투표일 60일 이
전에 선거일정을 ..’를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로 개정하고자 
하는 회장선거관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제23회 2004. 7. 8 1. 2004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함.
2.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정보담당이사(가칭) 신설(안)을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함.
4. 연회비와 연계한 학회지 유료화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제24회 2005. 2. 17 1. 200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승인함.
2.  2005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디스플레이 분과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심의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25회 2005. 7. 8 1. 2005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5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회장선거관리 위원회의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

결함.
• 제4조 ③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

하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투표 결과
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2인중 1인을 선관 위가 선정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를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 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
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로 개정함.

• 제5-1조 ①항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를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
다.’로, ②항 ‘전 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를 ‘전 회
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로 개정함.

• 제5-3조 ①항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
시한다.’를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로, ②항 ‘재투표결과에 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
원에서 총회의 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를 ‘재투표결
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규정에 준
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로 개정함.

•제6조(분과회) 7. 디스플레이 분과를 추가하기로 함.

제26회 2006. 2. 9 1. 200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6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한국광학회 정관 10조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결함.

제27회 2006. 7. 13 1. 2006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광학회 금융자산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기

금 중 2억 원 정도를 투자 용도로 운용하되 재정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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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11회 1996. 9. 20 1. 한국광학회 회원현황 및 학술활동,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함.

2. 임시총회 개최결과를 보고함.

3. 한국광학회 정관의 세칙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함.

제12회 1997. 2. 14 1.  국문학술지 게재료를 현 25,000원/면을 30,000원/면으로 인상키로 하고 영문지

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제13회 1998. 2. 13 1. 9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함.

2. 9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자를 승인함.

3. 한국광학회 논문 심사 규정을 승인함.

제14회 1998. 8. 19 1. 9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자를 승인함.

2. 수정된 한국광학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함.

3.  한국광학회의 시행 세칙 개정안을 승인하고(별첨 3) 시행 세칙 각 조항의 표제어

를 회장단에 위임함.

4. 전임회장의 학회임무에 대한 규정안을 금년 말까지 준비하기로 함.

제15회 2000. 2. 18 1.  “한국광학회 학술회의(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술발표회)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함.

2. ’99년도 사업 및 결산, ’0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3.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한 2000년도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2000년도 정

기 총회 포상자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제16회 2001. 2. 15 1. 2000년도 사업 및 결산, 200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기술상’의 신설 및 이에 따른 포상규정의 개정을 승인함.

제17회 2001. 8. 16 1. 2001년도 상반기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01년도 하계 포상자를 승인함.

3. 전임-현-차기회장의 업무 협력 및 역할 분담을 검토하기로 함.

4. 이사회에 자산 보고 시 회계사 형식으로 항목을 조정하기로 함.

5. CLEO/Pacific-Rim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초안을 승인함.

제18회 2002. 2. 19 1. 2001년도 사업 및 결산, 200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연회비 및 학술발표회 인상안을 승인함.

3.  자산 중 운영비 명칭을 자산 항목에 맞도록 명칭 변경을 고려하기로 하고, 기금 내

역에 CLEO/PR99 기여분을 추가하기로 함. IPTC 사업에서 기부된 현물 중 주요

물품의 목록 작성을 검토하기로 함.

4. 학술발표회 등록비 면제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함.

제19회 2002. 7. 15 1. 2002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함.

2.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 초청강연 감사패 수여자 및 포상자 명단을 승인함.

제20회 2003. 2. 19 1. 2002년도 사업 및 결산, 200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3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조 ‘투표일 6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 공고하여야 한다.’

를 ‘투표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회

장선거관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4.  신임 평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원 190여 명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평의원 가입

승인’의 추진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함.

5. 한국광학회 영문지(JOSK)의 SCI 등재를 위한 활동 상황을 보고함.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21회 2003. 7. 15 1. 2003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함.

2.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제22회 2004. 2. 12 1. 2003년도 사업 및 결산,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4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조 ‘선관위 위원장 선출은 구성된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를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로 규정 제5조 ‘선관위는 투표일 60일 이
전에 선거일정을 ..’를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로 개정하고자 
하는 회장선거관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제23회 2004. 7. 8 1. 2004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함.
2.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정보담당이사(가칭) 신설(안)을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함.
4. 연회비와 연계한 학회지 유료화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제24회 2005. 2. 17 1. 200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승인함.
2.  2005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디스플레이 분과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심의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25회 2005. 7. 8 1. 2005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5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회장선거관리 위원회의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

결함.
• 제4조 ③항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

하여 후보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투표 결과
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2인중 1인을 선관 위가 선정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를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 다. 후보선정 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
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로 개정함.

• 제5-1조 ①항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를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
다.’로, ②항 ‘전 회원에게 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를 ‘전 회
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로 개정함.

• 제5-3조 ①항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
시한다.’를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로, ②항 ‘재투표결과에 서도 동수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평의
원에서 총회의 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를 ‘재투표결
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규정에 준
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로 개정함.

•제6조(분과회) 7. 디스플레이 분과를 추가하기로 함.

제26회 2006. 2. 9 1. 200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6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3. 한국광학회 정관 10조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결함.

제27회 2006. 7. 13 1. 2006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광학회 금융자산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기

금 중 2억 원 정도를 투자 용도로 운용하되 재정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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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28회 2007. 2. 8 1. 200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7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 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제29회 2007. 7. 14 1. 2007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제30회 2008. 2. 14 1. 200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승인함.

제31회 2008. 7. 10 1. 2008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한국광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의 건을 보고함.

제32회 2009. 2. 12 1. 200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9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함.

3.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성도과학상 포상 규정 개

정,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JOSK 투고 규정 개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함.

제33회 2009. 10. 20 1. 2009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차기회장 궐위 및 보궐선거 진행사항을 보고함.

3. 2009년도 창립20주년 기념 특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4.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신설, 광학회 새 사무실 매입 및 인테리어를 위한 기금 사용

의 전권을 회장에게 위임함.

5. 해림광자공학상 신설 및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신설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함.

제34회 2009. 10. 20 1. 2009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차기회장 궐위 및 보궐선거 진행사항을 보고함.

3. 2009년도 창립20주년 기념 특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4.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신설, 광학회 새 사무실 매입 및 인테리어를 위한 기금 사용

의 전권을 회장에게 위임함.

5.   해림광자공학상 신설 및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신설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함.

제35회 2010. 1. 20 1. 200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와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2010년도 상임이사 임명에 동의함.

제36회 2010. 7. 15 1. 2010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한국광학회 회원 중 퇴직회원에 대해서는 학생회비에 준하는 회비를 받기로 함.

제37회 2011. 2. 10 1. 201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1년도 제22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2011년도 상임이사의 임명에 동의함.

4. 의광학 분과의 명칭을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로 변경하는것을 승인함.

제38회 2011. 7. 14 1. 2011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광학회 회계감사에서 전문 회계사의 검증을 받는 것을 검토.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39회 2012. 2. 9 1. 201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2년도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광정보처리 분과’의 명칭을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로 변경하는 

세칙개정안을 승인함.

제40회 2012. 8. 27 1. 2012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평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상임이사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제41회 2013. 2. 18 1.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3년도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학술지 발행 규정’과 ‘회장선거관리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 세칙’ 개정안을 승인함.

제42회 2013. 7. 10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2. 리소그래피 분과 신설에 대한 세칙 개정을 승인함.

3.  학술지편집위원회 분야 증가에 따른 규정 개정은 분야 설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

를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함.

4. 젊은 광과학자상 신설에 따른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을 승인함.

6. 광기술 분과 광기술혁신상 포상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을 승인함.

제43회 2014. 2. 19 1. 2013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4년 제25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4회 2014. 8. 25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2. 한국광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광기술 분과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5회 2015. 1. 28 1. 201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5년 제26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산학협력이사직 신설에 대한 세칙 개정을 승인함.

4.  해림광자공학상 수상 후보자 제출 서류를 해림서식으로 변경하는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6회 2015. 7. 13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제47회 2016. 1. 20 1. 201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함.

2.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함.

3. 평의원 관련 정관 개정을 승인함. 

4. 성도광과학상 수상 후보자 자격 외 건에 대한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해림광자공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 건에 대한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

을 승인함.

6. 분과 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내규 개정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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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28회 2007. 2. 8 1. 200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7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 한 후 만장

일치로 의결함.

제29회 2007. 7. 14 1. 2007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제30회 2008. 2. 14 1. 200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8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만장

일치로 승인함.

제31회 2008. 7. 10 1. 2008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0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3. 한국광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의 건을 보고함.

제32회 2009. 2. 12 1. 200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09년도 한국광학회 포상 후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함.

3.  한국광학회 시행 세칙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성도과학상 포상 규정 개

정,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JOSK 투고 규정 개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함.

제33회 2009. 10. 20 1. 2009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차기회장 궐위 및 보궐선거 진행사항을 보고함.

3. 2009년도 창립20주년 기념 특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4.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신설, 광학회 새 사무실 매입 및 인테리어를 위한 기금 사용

의 전권을 회장에게 위임함.

5. 해림광자공학상 신설 및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신설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함.

제34회 2009. 10. 20 1. 2009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차기회장 궐위 및 보궐선거 진행사항을 보고함.

3. 2009년도 창립20주년 기념 특별학술발표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승인함.

4.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신설, 광학회 새 사무실 매입 및 인테리어를 위한 기금 사용

의 전권을 회장에게 위임함.

5.   해림광자공학상 신설 및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신설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함.

제35회 2010. 1. 20 1. 200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와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2010년도 상임이사 임명에 동의함.

제36회 2010. 7. 15 1. 2010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한국광학회 회원 중 퇴직회원에 대해서는 학생회비에 준하는 회비를 받기로 함.

제37회 2011. 2. 10 1. 201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1년도 제22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2011년도 상임이사의 임명에 동의함.

4. 의광학 분과의 명칭을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로 변경하는것을 승인함.

제38회 2011. 7. 14 1. 2011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광학회 회계감사에서 전문 회계사의 검증을 받는 것을 검토.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39회 2012. 2. 9 1. 201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2년도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광정보처리 분과’의 명칭을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로 변경하는 

세칙개정안을 승인함.

제40회 2012. 8. 27 1. 2012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

2. 201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총회초청강연 감사패 수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평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상임이사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제41회 2013. 2. 18 1.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3년도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을 보고함.

3.  ‘학술지 발행 규정’과 ‘회장선거관리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 세칙’ 개정안을 승인함.

제42회 2013. 7. 10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2. 리소그래피 분과 신설에 대한 세칙 개정을 승인함.

3.  학술지편집위원회 분야 증가에 따른 규정 개정은 분야 설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

를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함.

4. 젊은 광과학자상 신설에 따른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을 승인함.

6. 광기술 분과 광기술혁신상 포상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을 승인함.

제43회 2014. 2. 19 1. 2013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4년 제25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4회 2014. 8. 25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2. 한국광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광기술 분과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5회 2015. 1. 28 1. 201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5년 제26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산학협력이사직 신설에 대한 세칙 개정을 승인함.

4.  해림광자공학상 수상 후보자 제출 서류를 해림서식으로 변경하는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46회 2015. 7. 13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함

제47회 2016. 1. 20 1. 201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함.

2.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함.

3. 평의원 관련 정관 개정을 승인함. 

4. 성도광과학상 수상 후보자 자격 외 건에 대한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해림광자공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 건에 대한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

을 승인함.

6. 분과 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내규 개정을 승인함.  

215 3장•학술발표회2142부•부문별 발전사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48회 2016. 7. 11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영문 학술지 명칭 변경(COPP :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관련된 한국광학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영문학술지(COPP) 관련 세칙을 개정을 승인함.

4. 영문학술지(COPP) 관련 학술지 발행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영문학술지(COPP) 관련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영문학술지(COPP) 관련 투고규정 개정을 승인함. 

7. 영문학술지(COPP) Paper Submission Regulations 개정을 승인함. 

8. 영문학술지(COPP) 관련 심사 규정 개정을 승인함. 

9. Examination Rules of COPP 개정을 승인함.

제49회 2017. 2. 15 1.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7년  제28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성도광과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광기술혁신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한국광학회지 투고 및 심사 규정 개정을 승인함.

7. 한국광학회  기타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50회 2017. 7. 10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광학매거진 세칙 개정을 승인함.

3. 포상위원회 세칙 및 규정, 포상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기금관리규정 신설을 승인함.

5. 한국광학회 내 학술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한국광학회 기타 규정 개정을 수정 승인함.

제51회 2018. 2. 7 1.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상임이사회 관련 세칙 개정을 승인함.

제52회 2018. 8. 27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53회 2019. 2. 20 1.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제54회 2019. 3. 8 1. 영문학술지(COP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2. 영문학술지(COPP)  심사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영문학술지(COPP)  투고규정  개정을  승인함.

4. 국문학술지(KJO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영문학술지(COPP) 논문  철회  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승인함.

제55회 2019. 7. 15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KJOP  편집위원  보강의  건을  승인함.

3. 연회비  유효기간  변경의  건을  승인함.

제56회 2020. 2. 3-4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한 동계학술발표회(2020년 2월 19일∼21일, 소노

벨 비발디파크)를 취소하기로 결정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57회 2020. 2. 20 1.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2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2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취소에 따라 제출된 모든 논문을 접수 취소 처리하기로 결

정함.

3. COPP 편집규정 상임이사회 위임에 대해 승인함.

4. CLEO Pacific Rim 2024 개최 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5. COPP 심사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6. COPP 투고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7. COP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제58회 2020. 3. 27 1. 학회 홈페이지 개편 추진에 대해 보고함

2.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3. 연구윤리강령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제59회 2020. 7. 14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분과회 세칙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3. 상임이사회 세칙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4.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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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48회 2016. 7. 11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영문 학술지 명칭 변경(COPP :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관련된 한국광학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영문학술지(COPP) 관련 세칙을 개정을 승인함.

4. 영문학술지(COPP) 관련 학술지 발행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영문학술지(COPP) 관련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영문학술지(COPP) 관련 투고규정 개정을 승인함. 

7. 영문학술지(COPP) Paper Submission Regulations 개정을 승인함. 

8. 영문학술지(COPP) 관련 심사 규정 개정을 승인함. 

9. Examination Rules of COPP 개정을 승인함.

제49회 2017. 2. 15 1.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17년  제28회  정기총회  포상자를  보고함.

3. 성도광과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광기술혁신상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한국광학회지 투고 및 심사 규정 개정을 승인함.

7. 한국광학회  기타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50회 2017. 7. 10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광학매거진 세칙 개정을 승인함.

3. 포상위원회 세칙 및 규정, 포상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4. 기금관리규정 신설을 승인함.

5. 한국광학회 내 학술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승인함.

6. 한국광학회 기타 규정 개정을 수정 승인함.

제51회 2018. 2. 7 1.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상임이사회 관련 세칙 개정을 승인함.

제52회 2018. 8. 27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제53회 2019. 2. 20 1.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1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제54회 2019. 3. 8 1. 영문학술지(COP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2. 영문학술지(COPP)  심사규정  개정을  승인함.

3. 영문학술지(COPP)  투고규정  개정을  승인함.

4. 국문학술지(KJO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함.

5. 영문학술지(COPP) 논문  철회  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승인함.

제55회 2019. 7. 15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KJOP  편집위원  보강의  건을  승인함.

3. 연회비  유효기간  변경의  건을  승인함.

제56회 2020. 2. 3-4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한 동계학술발표회(2020년 2월 19일∼21일, 소노

벨 비발디파크)를 취소하기로 결정

회 회의일자 회의 및 주요안건

제57회 2020. 2. 20 1.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202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2.  202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취소에 따라 제출된 모든 논문을 접수 취소 처리하기로 결

정함.

3. COPP 편집규정 상임이사회 위임에 대해 승인함.

4. CLEO Pacific Rim 2024 개최 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5. COPP 심사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6. COPP 투고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7. COPP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승인함.

제58회 2020. 3. 27 1. 학회 홈페이지 개편 추진에 대해 보고함

2.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3. 연구윤리강령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제59회 2020. 7. 14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함.

2. 분과회 세칙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3. 상임이사회 세칙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4. 포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보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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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의 연구 동향과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 주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술 논문발표회, 토론회, 특별강연회, 예회, 워크샵, 전시회 등을 통

하여 생생한 정보와 실험자료 등의 신속한 교환과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은 광학 연구의 동기와 

효율적인 연구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학술 활동

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학회지와 정보지를 발간하는 것 외에도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

다. 한국광학회의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동계학술발표회,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논문발표회, 심

포지움, 특별강연회,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겠다.

3-1.  동계학술발표회

동계학술발표회의 역사는 광학회가 창립되기 전 1986년부터 개최된 ‘파동 및 레이저 학술

발표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학에 대한 연구수요의 급증으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는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와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 주최로 진행되

어왔다. 이 학술발표회는 회원들이 학술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를 하여 최신 연구 흐

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별 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

는 소통의 중심이 되었다.

1990년에는 한국광학회가 발족한 이래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는 학회의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다가, 1999년 8월 27일 제93회 상임이사회에서 협의하여 2000년부터는 ‘파동 및 

학술발표회 03 레이저 학술발표회’의 명칭을 ‘동계학술발표회’로 개정하였다. ‘동계학술발표회’는 매년 초에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되었기 때문에, 특히 회원의 참여율이 높아 학술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

었다.

발표된 논문 수를 정리해보면, 제1회에서는 29편의 초청 및 일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후 

제10회에서는 63편, 20회에서는 174편, 2015년 제30회에는 30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두드러

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연도별 개최 실적을 표 3-1 및 그림 

3-1에 요약 정리하였다. 발표된 논문 수의 양적 증가는 매년 회원 수가 늘어난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연구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인사를 

비롯한 저명한 국내 학자들의 초청논문수도 학회 창립 초기에는 미미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 50여 편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본 학회의 연구 수준이 국제 수준에 가깝게 근접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 한국광학회 ‘동계학술회의’의 연도별 개최 실적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1회

1986. 2. 14

한국과학기술원 - - 29 0 29

제2회

1987. 2. 11

경희대학교 - - 38 0 38

제3회

1988. 2. 10

연세대학교 박한규(위원장), 김 웅, 박동철,

신상영, 이수영, 이주희, 장익수,

홍경희

T. Fujioka,

장근호

42 2 44

제4회

1989. 2. 11

한국전자

통신연구소

강민호(위원장), 이인원, 이용탁,

박희갑, 박동철, 오문수, 김철중,

홍경희

- 55 0 55

제5회

1990. 2. 1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장준성(위원장), 신상영, 윤상원,

이일항, 이재형, 홍경희

- 60 0 60

제6회

1991. 2. 14

한국원자력연구소 박대윤(위원장), 이종민, 홍경희,

김철중, 이수영, 공홍진, 심창섭,

황보창권

J.S Wilczynski,

M.Y Schelev,

이재철, 김효근

44 4 48

제7회

1992. 2. 20

한국과학기술원 권영세(위원장), 홍경희, 김재기,

조재철, 공홍진, 이용탁, 김윤명,

김병윤, 김진승, 김선호

S. Nakai,

M. Nakatsuka,

이용경, 김규욱

46 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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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의 연구 동향과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 주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술 논문발표회, 토론회, 특별강연회, 예회, 워크샵, 전시회 등을 통

하여 생생한 정보와 실험자료 등의 신속한 교환과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은 광학 연구의 동기와 

효율적인 연구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학술 활동

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학회지와 정보지를 발간하는 것 외에도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

다. 한국광학회의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동계학술발표회,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논문발표회, 심

포지움, 특별강연회,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겠다.

3-1.  동계학술발표회

동계학술발표회의 역사는 광학회가 창립되기 전 1986년부터 개최된 ‘파동 및 레이저 학술

발표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학에 대한 연구수요의 급증으로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는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와 

대한전자공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 주최로 진행되

어왔다. 이 학술발표회는 회원들이 학술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를 하여 최신 연구 흐

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별 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

는 소통의 중심이 되었다.

1990년에는 한국광학회가 발족한 이래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는 학회의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다가, 1999년 8월 27일 제93회 상임이사회에서 협의하여 2000년부터는 ‘파동 및 

학술발표회 03 레이저 학술발표회’의 명칭을 ‘동계학술발표회’로 개정하였다. ‘동계학술발표회’는 매년 초에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되었기 때문에, 특히 회원의 참여율이 높아 학술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

었다.

발표된 논문 수를 정리해보면, 제1회에서는 29편의 초청 및 일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후 

제10회에서는 63편, 20회에서는 174편, 2015년 제30회에는 30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두드러

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연도별 개최 실적을 표 3-1 및 그림 

3-1에 요약 정리하였다. 발표된 논문 수의 양적 증가는 매년 회원 수가 늘어난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연구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인사를 

비롯한 저명한 국내 학자들의 초청논문수도 학회 창립 초기에는 미미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 50여 편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본 학회의 연구 수준이 국제 수준에 가깝게 근접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 한국광학회 ‘동계학술회의’의 연도별 개최 실적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1회

1986. 2. 14

한국과학기술원 - - 29 0 29

제2회

1987. 2. 11

경희대학교 - - 38 0 38

제3회

1988. 2. 10

연세대학교 박한규(위원장), 김 웅, 박동철,

신상영, 이수영, 이주희, 장익수,

홍경희

T. Fujioka,

장근호

42 2 44

제4회

1989. 2. 11

한국전자

통신연구소

강민호(위원장), 이인원, 이용탁,

박희갑, 박동철, 오문수, 김철중,

홍경희

- 55 0 55

제5회

1990. 2. 1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장준성(위원장), 신상영, 윤상원,

이일항, 이재형, 홍경희

- 60 0 60

제6회

1991. 2. 14

한국원자력연구소 박대윤(위원장), 이종민, 홍경희,

김철중, 이수영, 공홍진, 심창섭,

황보창권

J.S Wilczynski,

M.Y Schelev,

이재철, 김효근

44 4 48

제7회

1992. 2. 20

한국과학기술원 권영세(위원장), 홍경희, 김재기,

조재철, 공홍진, 이용탁, 김윤명,

김병윤, 김진승, 김선호

S. Nakai,

M. Nakatsuka,

이용경, 김규욱

46 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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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8회

1993. 2. 14~15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도서관

이재형(위원장), 김선호,

김철중, 이범구, 이종웅,

조두진, 황보창권

우정원, 권남익,

한재원

46 3 49

제9회

1994. 2. 12~13

청주대학교

종합강의동

이재형(위원장), 김선호, 김철중,

이범구, 이종웅, 조두진, 황보창권

Yoshiaki Kato,

Wang Jiaqi

53 6 59

제10회

1995. 2. 18~19

한국과학기술원 권영세(위원장), 김병윤, 김홍만,

이번, 이용희, 이호성

H. Hu, 김현수 59 4 63

제11회

1996. 2. 17~18

아주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진중, Tomoo

Fujioka

66 3 69

제12회

1997. 2. 14

육군사관학교 홍창희(위원장), 이종민, 김병윤,

손정영, 김상국, 이종웅, 김병태

김은수, 김재기 64 2 66

제13회

1998. 2. 13~14

이화여자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상열, 지윤규,

우정원, 조규만, 이용주, 이윤우,

이종웅, 이상배, 김현수, 김은수,

전호인, 김병태, 한재원

K. Kishino,

T. Yatagai,

T. Kobayashi

76 8 84

제14회

1999. 2. 4~5

광운대학교 김재창(위원장), 황보창권, 김은수, 

정영철, 안성혁, 노재우, 박정호, 

정진호, 윤태훈, 이형종, 김남,

이연호, 이병철, 조규만

Kunio Tada,

김은수,

유태경(광특)

김병윤(광특)

96 17 113

제15회

2000. 2. 17~18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이병호,

제원호, 우정원, 이종웅, 심상현,

이상배, 서동선, 송석호, 김동환,

정영욱

D. O’Shea, 김태일

(광특), 차형기

(광특), 이상수

(기념강연), I. Ya-

maguchi, F. Gan

137 15 152

제16회

2001. 2. 15~16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관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오차환,

송석호,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김상열, 정교방, 오범환, 조두진,

이병호, 이용희, 김대식, 원종욱,

고동섭

Richard K. 

Chang,

이용희, Thierry

Cardinal, 

Guozhen

Yang,이창희(광특),

이병호(광특)

137 17 154

제17회

2002. 2. 19~20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멀티미디어

교육관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김용평,

예윤해,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한상국, 이병호, 백운식,

장주석, 한채원, 차명식, 박승옥,

고동섭

이신두, 임지순,

정지채(광특),

이종웅(광특)

122 22 144

제18회

2003. 2. 13~14

인하대학교

본관

5호관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이석목,

김기식,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송석호, 박남규, 백운식,

장주석, 한재원, 이병철, 고동섭,

이병하

G. M. Morris,

황보창권,

김법민(광특),

이준호(광특)

144 21 165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19회

2004. 2. 12~13

전남대학교

자연대 3호관

및 용봉문화관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윤선현,

노홍렬, 이용주, 권덕희, 김재완,

이종웅, 김선호, 최명완, 김태근,

김지덕, 한재원, 임창환, 박승옥,

김법민

I. Stuart McDer-

mid, Eric W. Van

Stryland, 이형종,

이윤우(광특),

심종인(광특)

163 17 180

제20회

2005. 2. 17~18

포항공과대학교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김윤호,

한해욱, 이종훈, 이용주, 권덕희,

박성찬, 김재완, 오민철, 이상신,

길상근, 김태근, 김도석, 고도경,

고동섭, 김법민

이용희, Susan 

Houde-Walter,

정윤철,

이창희(광특),

김현규(광특)

157 17 174

제21회

2006. 2. 9~10

아주대학교 이종창(위원장), 이창희, 김상인,

이상민, 이용주, 임권, 박성찬,

조용재, 오민철, 이상신,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고도경,

윤태현, 예종철, 김법민

Bishnu P. Pal,

Peter J. Delfyett,

남창희,

윤태훈(광특),

김대식(광특)

127 22 149

제22회

2007. 2. 8~9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이종창(위원회), 노영철, 기철식,

김법민, 이용주, 박성찬, 조용재,

오광룡, 최우영,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이호성, 윤태현,

이병하, 김창석

Peter de Groot,

Mike Downer,

고동섭(광특),

고재현(광특)

150 24 174

제23회

2008. 2. 14~15

홍익대학교

홍문관

정윤철(위원회), 오경환,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신동학,

김은경, 이호성, 이상민, 정재훈,

한영근, 이병하, 김창석, 이기동,

박규창, 이종창, 성혁기

James C. Wyant,

이종민,

이병하(광특),

정해빈(광특)

195 19 214

제24회

2009. 2. 12~13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오경환(위원장), 김동현,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김은경,

이기태, 최일우, 정재훈, 한영근,

최은서, 이기동, 고재현, 김철한,

이주한

Satoshi Kawata,

이용희,

김은경(광특),

제원호(광특)

199 21 220

제25회

2010. 1. 20~22

KAIST

창의학습관

안경원(위원장), 이진형, 조영탁, 

강훈수, 기철식, 김구철, 양호순, 

이준호, 정진호, 임영민, 전영민,

고도경, 이기태, 최일우, 길상근, 

김은경, 이 석, 김법민, 최은서,

고재현, 유창재, 이기동, 김기식,

정현석

박대윤, James

C. Wyant

198 27 225

제26회

2011. 2. 10~11

서강대학교

다산관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한영근,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한상국, 이주한, 길상근, 김태근,

이기동, 유창재, 고재현,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기식, 정현석

Y. Ron Shen,

Donna Strickland,

Dae Won Moon,

김제하(광특)

김윤호(광특)

194 49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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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8회

1993. 2. 14~15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도서관

이재형(위원장), 김선호,

김철중, 이범구, 이종웅,

조두진, 황보창권

우정원, 권남익,

한재원

46 3 49

제9회

1994. 2. 12~13

청주대학교

종합강의동

이재형(위원장), 김선호, 김철중,

이범구, 이종웅, 조두진, 황보창권

Yoshiaki Kato,

Wang Jiaqi

53 6 59

제10회

1995. 2. 18~19

한국과학기술원 권영세(위원장), 김병윤, 김홍만,

이번, 이용희, 이호성

H. Hu, 김현수 59 4 63

제11회

1996. 2. 17~18

아주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진중, Tomoo

Fujioka

66 3 69

제12회

1997. 2. 14

육군사관학교 홍창희(위원장), 이종민, 김병윤,

손정영, 김상국, 이종웅, 김병태

김은수, 김재기 64 2 66

제13회

1998. 2. 13~14

이화여자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상열, 지윤규,

우정원, 조규만, 이용주, 이윤우,

이종웅, 이상배, 김현수, 김은수,

전호인, 김병태, 한재원

K. Kishino,

T. Yatagai,

T. Kobayashi

76 8 84

제14회

1999. 2. 4~5

광운대학교 김재창(위원장), 황보창권, 김은수, 

정영철, 안성혁, 노재우, 박정호, 

정진호, 윤태훈, 이형종, 김남,

이연호, 이병철, 조규만

Kunio Tada,

김은수,

유태경(광특)

김병윤(광특)

96 17 113

제15회

2000. 2. 17~18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이병호,

제원호, 우정원, 이종웅, 심상현,

이상배, 서동선, 송석호, 김동환,

정영욱

D. O’Shea, 김태일

(광특), 차형기

(광특), 이상수

(기념강연), I. Ya-

maguchi, F. Gan

137 15 152

제16회

2001. 2. 15~16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관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오차환,

송석호,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김상열, 정교방, 오범환, 조두진,

이병호, 이용희, 김대식, 원종욱,

고동섭

Richard K. 

Chang,

이용희, Thierry

Cardinal, 

Guozhen

Yang,이창희(광특),

이병호(광특)

137 17 154

제17회

2002. 2. 19~20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멀티미디어

교육관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김용평,

예윤해,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한상국, 이병호, 백운식,

장주석, 한채원, 차명식, 박승옥,

고동섭

이신두, 임지순,

정지채(광특),

이종웅(광특)

122 22 144

제18회

2003. 2. 13~14

인하대학교

본관

5호관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이석목,

김기식,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송석호, 박남규, 백운식,

장주석, 한재원, 이병철, 고동섭,

이병하

G. M. Morris,

황보창권,

김법민(광특),

이준호(광특)

144 21 165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19회

2004. 2. 12~13

전남대학교

자연대 3호관

및 용봉문화관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윤선현,

노홍렬, 이용주, 권덕희, 김재완,

이종웅, 김선호, 최명완, 김태근,

김지덕, 한재원, 임창환, 박승옥,

김법민

I. Stuart McDer-

mid, Eric W. Van

Stryland, 이형종,

이윤우(광특),

심종인(광특)

163 17 180

제20회

2005. 2. 17~18

포항공과대학교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김윤호,

한해욱, 이종훈, 이용주, 권덕희,

박성찬, 김재완, 오민철, 이상신,

길상근, 김태근, 김도석, 고도경,

고동섭, 김법민

이용희, Susan 

Houde-Walter,

정윤철,

이창희(광특),

김현규(광특)

157 17 174

제21회

2006. 2. 9~10

아주대학교 이종창(위원장), 이창희, 김상인,

이상민, 이용주, 임권, 박성찬,

조용재, 오민철, 이상신,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고도경,

윤태현, 예종철, 김법민

Bishnu P. Pal,

Peter J. Delfyett,

남창희,

윤태훈(광특),

김대식(광특)

127 22 149

제22회

2007. 2. 8~9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이종창(위원회), 노영철, 기철식,

김법민, 이용주, 박성찬, 조용재,

오광룡, 최우영,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이호성, 윤태현,

이병하, 김창석

Peter de Groot,

Mike Downer,

고동섭(광특),

고재현(광특)

150 24 174

제23회

2008. 2. 14~15

홍익대학교

홍문관

정윤철(위원회), 오경환,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신동학,

김은경, 이호성, 이상민, 정재훈,

한영근, 이병하, 김창석, 이기동,

박규창, 이종창, 성혁기

James C. Wyant,

이종민,

이병하(광특),

정해빈(광특)

195 19 214

제24회

2009. 2. 12~13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오경환(위원장), 김동현,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김은경,

이기태, 최일우, 정재훈, 한영근,

최은서, 이기동, 고재현, 김철한,

이주한

Satoshi Kawata,

이용희,

김은경(광특),

제원호(광특)

199 21 220

제25회

2010. 1. 20~22

KAIST

창의학습관

안경원(위원장), 이진형, 조영탁, 

강훈수, 기철식, 김구철, 양호순, 

이준호, 정진호, 임영민, 전영민,

고도경, 이기태, 최일우, 길상근, 

김은경, 이 석, 김법민, 최은서,

고재현, 유창재, 이기동, 김기식,

정현석

박대윤, James

C. Wyant

198 27 225

제26회

2011. 2. 10~11

서강대학교

다산관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한영근,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한상국, 이주한, 길상근, 김태근,

이기동, 유창재, 고재현,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기식, 정현석

Y. Ron Shen,

Donna Strickland,

Dae Won Moon,

김제하(광특)

김윤호(광특)

194 49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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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27회

2012. 2. 9~10

대전 컨벤션센터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전영민, 이주한, 한영근,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주병권,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오정환, 

권혁상, 김재완, 문한섭

Tatsuo Izawa,

Robert L. Byer,

김덕영(광특),

오광룡(광특)

272 73 315

제28회

2013. 2. 18~20

대전 컨벤션센터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오범환,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주병권, 

유창재, 고재현, 이종훈, 정태문,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김재완,

문한섭

Gerhard Rempe, 

이일항, Philip

Russell, 홍창희,

박경연(광특),

강현욱(광특)

199 86 285

제29회

2014. 2. 19~21

대전 컨벤션센터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현경숙, 김상인,

권용환,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오정환, 

김재관, 강대승, 주병완,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강경태

Nikolay

I. Zheludev,

이용탁, Alan

Wilner, Wolfgang

Osten,

문한섭(광특),

박용근(광특)

218 61 279

제30회

2015. 1. 28~30

대전 컨벤션센터 최우영(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김선경, 양진규,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민성욱, 최희진,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박경현,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강대승, 주병윤,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정연식, 조재흥, 정미숙

조민행, 이병하, 

Adam Wax,

김명근,

조승현(광특),

안재욱(광특)

250 58 308

제31회

2016. 2. 20-22

대전 컨벤션센터 김동현(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한송희 , 최지연,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한준구, 

최희진, 문한섭, 안재욱, 이광걸, 

오민철,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한재원, 정연식, 

김규욱

이상민

박경현

Ian Walmsley

김경식(광특)

김휘(광특)

235 69 304

제32회

2017. 2. 15-17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

김동현(위원장),송봉식, 유난이, 

한송희, 최지연, 이용훈,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민성욱, 

김영민,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김태근, 김철한, 류한열,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정연식, 김규욱, 홍기석, 김향균

Keisuke Goda

Ursula Gibson

정윤철

285 136 421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33회

2018. 2. 7-9

광주 김대중컨벤

션센터

김창석(위원장), 진종한, 유난이, 

송영민, 박두재, 민범기, 최지연, 

이용훈, 진종한, 유난이, 송영민, 

박두재, 민범기, 최지연, 이용훈,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민성욱, 김영민,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전민용, 류한철, 김 훈,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정연식

Stephen D. Fan-

tone

석상일

윤태훈

257 90 337

제34회

2019. 2. 20-22

횡성 웰리힐리파크 김창석(위원장), 민성욱, 진종한, 

송영민, 민범기, 이한석,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최희진, 

홍기훈,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이상신, 김철한, 김훈, 신명훈, 

김대근, 정의헌, 주철민,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이대호, 조관현

Connie J. Chang-

Hasnain,

남창희,

송석호

273 50 323

제35회

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계 4,686 947 5,593

논문수 초청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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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계학술발표회의 논문 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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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27회

2012. 2. 9~10

대전 컨벤션센터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전영민, 이주한, 한영근,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주병권,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오정환, 

권혁상, 김재완, 문한섭

Tatsuo Izawa,

Robert L. Byer,

김덕영(광특),

오광룡(광특)

272 73 315

제28회

2013. 2. 18~20

대전 컨벤션센터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오범환,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주병권, 

유창재, 고재현, 이종훈, 정태문,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김재완,

문한섭

Gerhard Rempe, 

이일항, Philip

Russell, 홍창희,

박경연(광특),

강현욱(광특)

199 86 285

제29회

2014. 2. 19~21

대전 컨벤션센터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현경숙, 김상인,

권용환,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오정환, 

김재관, 강대승, 주병완,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강경태

Nikolay

I. Zheludev,

이용탁, Alan

Wilner, Wolfgang

Osten,

문한섭(광특),

박용근(광특)

218 61 279

제30회

2015. 1. 28~30

대전 컨벤션센터 최우영(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김선경, 양진규,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민성욱, 최희진,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박경현,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강대승, 주병윤,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정연식, 조재흥, 정미숙

조민행, 이병하, 

Adam Wax,

김명근,

조승현(광특),

안재욱(광특)

250 58 308

제31회

2016. 2. 20-22

대전 컨벤션센터 김동현(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한송희 , 최지연,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한준구, 

최희진, 문한섭, 안재욱, 이광걸, 

오민철,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한재원, 정연식, 

김규욱

이상민

박경현

Ian Walmsley

김경식(광특)

김휘(광특)

235 69 304

제32회

2017. 2. 15-17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

김동현(위원장),송봉식, 유난이, 

한송희, 최지연, 이용훈,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민성욱, 

김영민,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김태근, 김철한, 류한열,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정연식, 김규욱, 홍기석, 김향균

Keisuke Goda

Ursula Gibson

정윤철

285 136 421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초청 연사 논문

수

초청

논문수

계

제33회

2018. 2. 7-9

광주 김대중컨벤

션센터

김창석(위원장), 진종한, 유난이, 

송영민, 박두재, 민범기, 최지연, 

이용훈, 진종한, 유난이, 송영민, 

박두재, 민범기, 최지연, 이용훈,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민성욱, 김영민,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전민용, 류한철, 김 훈,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정연식

Stephen D. Fan-

tone

석상일

윤태훈

257 90 337

제34회

2019. 2. 20-22

횡성 웰리힐리파크 김창석(위원장), 민성욱, 진종한, 

송영민, 민범기, 이한석,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최희진, 

홍기훈,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이상신, 김철한, 김훈, 신명훈, 

김대근, 정의헌, 주철민,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승걸, 이대호, 조관현

Connie J. Chang-

Hasnain,

남창희,

송석호

273 50 323

제35회

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계 4,686 947 5,593

논문수 초청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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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계학술발표회의 논문 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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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3-1을 보면 제14회부터 총회초청연사 중 ‘광특’이라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광학특강’을 뜻한다. 당시 광학회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광학특강이란 강연

회를 새롭게 추진하여 대학원생 및 새로운 회원들에게 광학 기초, 산업체에서 핫 아이템이 되

는 연구분야, 전문기술에 대한 기초와 응용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광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광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광학특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학술발표회

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광학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전문 인력

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3-2. 동계 학술발표회의 광고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회(1986) LG전선,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삼중과학, 엠씨인터네셔널, 우양교역, 테라다인 7

제2회(1987) 금강산업,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부리전기, 삼성반도체통신, 상수상사,

서울과학산업, 서울진공공업, 신한과학,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가스공업

13

제3회(1988) LG전선, 대우중공업, 대한전선, 리틀코리아, 삼성반도체통신, 상수상사, 신도리코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한국가스공업

10

제4회(1989) 대륭진공, 브이텍, 삼양과학, 상수상사,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공업사, 영하산업

코리아레이저, 한국전광

9

제5회(1990) 금성사, LG전선, 동원광학, 롯데캐논, 브이텍, 삼양광학, 상수상사, 서울광학산업

신한과학, 아남정밀,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테라테크상사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전광, 현대전자

19

제6회(1991) 대림엔지니어링, 대륭진공, 대한설비용역,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양광학

삼중과학, 에이치케이통상,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13

제7회(1992) 대우전자,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중과학, 상연,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원다레이저, 이오테크닉스,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11

제8회(1993) 금성사, LG전선, VG Instrum. Korea, 스텔코퍼레이션, 이오테크닉스, 주원산업

한국레이저산업, 한국전광, 현대전자

9

제9회(1994) 브이텍, 이오테크닉스, 테라테크상사 3

제10회(1995) 대백인터내셔널, 레이저스펙트라, 이오테크닉스,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5

제11회(1996) 동우종합무역,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서울광학기기, 오리온전기, 오양시스템

OMA, 우경전광, 이오테크닉스,한국전광

10

제12회(1997) 삼양무선, 서울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3

제13회(1998) 대일시스템, 삼양무선, 쌍용양회공업, 서울광학기기,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7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4회(1999)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시스템 4

제15회(2000) 우양교역, 명진크리스텍, 우주하이테크, 레이져스펙트라, 케이텍정보통신

에이질런트코리아, 남일광학기기

7

제16회(2001) 에이질런트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우주하이테크, 한백전자, 케이텍정보통신 5

제17회(2002) 한국전광, KMPID 2

제18회(2003) 씨아이알, 한국전광, 케이텍정보통신 3

제19회(2004) 이오테크닉스, KMPID, 명진크리스텍, 대덕광학기기 4

제20회(2005) 네오아크, 베리안테크놀로지스코리아, 나노기술직접센터, 대덕광학기기 4

제21회(2006) OMA, 네오아크, 한국전광, 대덕광학기기 4

제22회(2007) 사이버레이져코리아, 한국전광, 네오시스템 3

제23회(2008) 한국전광, 한국광학기기협회, KMPID, 명진크리스텍 4

제24회(2009) 오빅레이져시스템, PHOST, KMPID, 한국광학기기협회,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OTEC, KIST리서치랩, 서강대학교물리학과BK21연구단, 한국전광

엘립소테크놀로지, KOPTI

11

제25회(2010) 광주과학기술원 APRI, 한빛레이저,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베이스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8

제26회(2011)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광기술교육센터, 엘투케이플러스,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한국지노, 한빛레이저

10

제27회(2012) 큐빅레이져시스템, 한국전광, 한국광기술원 3

제28회(2013) 큐빅레이저시스템, 피아이코리아,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하대학교 광기술센터, 한빛레이저, 고등광기술연구소

7

제29회(2014) 모던하이테크, 큐빅레이저시스템 2

제30회(2015) 엘투케이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2

제31회(2016) Laser Quantum Ltd, 한국광기술원, 큐빅레이저시스템, LG 이노텍, 광주테크노파크, ㈜

엘투케이플러스, 

6

제32회(2017) ㈜세코닉스, 뷰웍스, 윌템스, 에스피오,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아이솔류션, 큐

빅레이저시스템, 쎄트렉아이, ㈜에스엠텍, 한국광기술, 한국전광, ㈜엘투케이플러스

12

제33회(2018) 주식회사 악셀, ㈜뷰웍스, ㈜세코닉스, ㈜엘투케이플러스,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

단, ㈜케틱, ㈜쎄트렉아이, 그린광학, 큐빅레이저시스템,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

과학 연구단, ㈜싸이펨, 제이슨티지, 고등광기술연구소, 기가코리아, COPP 홍보, 세계 

빛의 날, OSA 소개, 김대중컨벤션뷰로

15

제34회(2019) ㈜엘투케이플러스, 한국광산업진흥회, 에스피오(주), 큐빅레이저시스템, TECHLK, ㈜래

디언트솔루션, ㈜싸이펨, 기초과학연구원 ,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 (재)파동에너지극

한제어연구단, 고등광기술연구소, 그린광학

11

제35회(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산업

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시회는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개최되었음.

2242부•부문별 발전사 225 3장•학술발표회



또한 표 3-1을 보면 제14회부터 총회초청연사 중 ‘광특’이라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광학특강’을 뜻한다. 당시 광학회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광학특강이란 강연

회를 새롭게 추진하여 대학원생 및 새로운 회원들에게 광학 기초, 산업체에서 핫 아이템이 되

는 연구분야, 전문기술에 대한 기초와 응용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광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광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광학특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학술발표회

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광학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전문 인력

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3-2. 동계 학술발표회의 광고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회(1986) LG전선,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삼중과학, 엠씨인터네셔널, 우양교역, 테라다인 7

제2회(1987) 금강산업,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부리전기, 삼성반도체통신, 상수상사,

서울과학산업, 서울진공공업, 신한과학,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가스공업

13

제3회(1988) LG전선, 대우중공업, 대한전선, 리틀코리아, 삼성반도체통신, 상수상사, 신도리코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한국가스공업

10

제4회(1989) 대륭진공, 브이텍, 삼양과학, 상수상사,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공업사, 영하산업

코리아레이저, 한국전광

9

제5회(1990) 금성사, LG전선, 동원광학, 롯데캐논, 브이텍, 삼양광학, 상수상사, 서울광학산업

신한과학, 아남정밀,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테라테크상사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전광, 현대전자

19

제6회(1991) 대림엔지니어링, 대륭진공, 대한설비용역,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양광학

삼중과학, 에이치케이통상,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13

제7회(1992) 대우전자,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중과학, 상연,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원다레이저, 이오테크닉스,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11

제8회(1993) 금성사, LG전선, VG Instrum. Korea, 스텔코퍼레이션, 이오테크닉스, 주원산업

한국레이저산업, 한국전광, 현대전자

9

제9회(1994) 브이텍, 이오테크닉스, 테라테크상사 3

제10회(1995) 대백인터내셔널, 레이저스펙트라, 이오테크닉스,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5

제11회(1996) 동우종합무역,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서울광학기기, 오리온전기, 오양시스템

OMA, 우경전광, 이오테크닉스,한국전광

10

제12회(1997) 삼양무선, 서울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3

제13회(1998) 대일시스템, 삼양무선, 쌍용양회공업, 서울광학기기,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7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4회(1999)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시스템 4

제15회(2000) 우양교역, 명진크리스텍, 우주하이테크, 레이져스펙트라, 케이텍정보통신

에이질런트코리아, 남일광학기기

7

제16회(2001) 에이질런트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우주하이테크, 한백전자, 케이텍정보통신 5

제17회(2002) 한국전광, KMPID 2

제18회(2003) 씨아이알, 한국전광, 케이텍정보통신 3

제19회(2004) 이오테크닉스, KMPID, 명진크리스텍, 대덕광학기기 4

제20회(2005) 네오아크, 베리안테크놀로지스코리아, 나노기술직접센터, 대덕광학기기 4

제21회(2006) OMA, 네오아크, 한국전광, 대덕광학기기 4

제22회(2007) 사이버레이져코리아, 한국전광, 네오시스템 3

제23회(2008) 한국전광, 한국광학기기협회, KMPID, 명진크리스텍 4

제24회(2009) 오빅레이져시스템, PHOST, KMPID, 한국광학기기협회,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OTEC, KIST리서치랩, 서강대학교물리학과BK21연구단, 한국전광

엘립소테크놀로지, KOPTI

11

제25회(2010) 광주과학기술원 APRI, 한빛레이저,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베이스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8

제26회(2011)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광기술교육센터, 엘투케이플러스,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한국지노, 한빛레이저

10

제27회(2012) 큐빅레이져시스템, 한국전광, 한국광기술원 3

제28회(2013) 큐빅레이저시스템, 피아이코리아,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하대학교 광기술센터, 한빛레이저, 고등광기술연구소

7

제29회(2014) 모던하이테크, 큐빅레이저시스템 2

제30회(2015) 엘투케이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2

제31회(2016) Laser Quantum Ltd, 한국광기술원, 큐빅레이저시스템, LG 이노텍, 광주테크노파크, ㈜

엘투케이플러스, 

6

제32회(2017) ㈜세코닉스, 뷰웍스, 윌템스, 에스피오,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아이솔류션, 큐

빅레이저시스템, 쎄트렉아이, ㈜에스엠텍, 한국광기술, 한국전광, ㈜엘투케이플러스

12

제33회(2018) 주식회사 악셀, ㈜뷰웍스, ㈜세코닉스, ㈜엘투케이플러스,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

단, ㈜케틱, ㈜쎄트렉아이, 그린광학, 큐빅레이저시스템,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

과학 연구단, ㈜싸이펨, 제이슨티지, 고등광기술연구소, 기가코리아, COPP 홍보, 세계 

빛의 날, OSA 소개, 김대중컨벤션뷰로

15

제34회(2019) ㈜엘투케이플러스, 한국광산업진흥회, 에스피오(주), 큐빅레이저시스템, TECHLK, ㈜래

디언트솔루션, ㈜싸이펨, 기초과학연구원 ,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 (재)파동에너지극

한제어연구단, 고등광기술연구소, 그린광학

11

제35회(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산업

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시회는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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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계학술발표회에서는 기업, 산업체의 제품 전시 및 시연 프로그램이 항시 같이 진행

되어 회원들이 최신 산업계의 동향 및 새로운 제품을 직접 접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도록 하였다. 기업, 산업체는 이러한 전시행사에 참여하거나 광고 또는 협찬을 통해 광학회

의 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표 3-2는 지난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광고회사 목록을, 표 

3-3은 전시회사 목록을 보여준다. 1996년까지는 모든 기업, 산업체의 참여를 광고회사로 등

록하였으나, 1997년 제12회부터는 광고와 전시를 분류하여 등록하였다.

표 3-3. 동계 학술발표회의 전시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2회(1997) 대덕광학기기, 서울전광기기, 우양교역, 한국아타고분광 4

제13회(1998) 대일시스템, 우양교역, 한국아타고분광 3

제14회(1999)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두일전자통신, 서울광학산업, U.T.O 국제종합상사

이오테크닉스

6

제15회(2000) 제이옵텔콤, 남일광학기기, 진성레이저, 대덕광학기기, 우주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조일무역, 레이저스펙트라, 케이텍정보통신, 광주광역시, 이오테크닉스

안리쓰코퍼레이션, 제일광학시스템

13

제16회(2001) 금광,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동양시스템전자, 레이저스펙트라

모던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서울전광기기, 옵텔콤, 우양교역, 우주하이테크

이오테크닉스, 진성레이져, 케이맥주식회사,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하나기술주식회사, 한광, 한국애질언트테크놀로지스

한국텍트로닉스, 한백전자, 해동정보통신, Ellipso Tech., LVI Technology

25

제17회(2002)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동우옵트론, 동양시스템전자, 라이콤, 명진크리스텍

모던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신한포토닉스, 옵텔콤, 옵토네스트, 우양교역

우주하이테크, 조일인터내셔날, 주복정공, 진산과학, 진성레이져, 포위즈, 한국전광 

EGK, High Tech Solutions Korea, Keithley Instruments Korea

22

제18회(2003)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명진크리스텍, 라이콤, 상록코리아

주식회사, 신한광기술, 아드반테스코리아, 안리쓰코퍼레이션, 알트소프트, 옵텔콤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광, LVI Technology, SNU Prechsion

20

제19회(2004) 남일광학기기, 다일테크,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럭스퍼트

명진크리스텍, 신한광기술, 신한어드벤텍, 이오테크닉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코리아알프스전자, 코썸사이언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한국광산업진흥회, Quantum Design Korea

18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0회(2005) 고등광기술원,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동우옵트론, 디피아이, 람다리서치

옵틱스코리아,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서울광학산업, 이광학기기, 그린광학

나노시스템, 다일테크, 대일시스템, 모던하이테크, 삼중광산업, 세코닉스, 신한

광기술, 에스이오, 이오테크닉스, 텔레옵틱스, 새론, 인텍, 코썸사이언스, 휴비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0

제21회(2006) 고등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차세대광-무선가입자망연구센터, 기술표준원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동우옵트론, 람다리서치

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신호포톤

웨이브, 아이엔에이테크놀로지, 에스엠텍, 엘립소테크놀로지, 우양교역, 위즈옵틱

스, 이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인하대학교광기술교육센터, 전남대학교광기술인력

교육센터, 제이엠씨글라스, 조일인터내셔날, 지우기술, 진성레이저, 케이오에스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텔레옵틱스, 포바이스, 한국광학기기

협회,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ZEMAX/셀렉트론코리아

36

제22회(2007) 고등광기술연구소,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네오시스템, 동우옵트론, 디피아이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리테크놀로지,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신한광기술, 신호포톤웨이브, 아이엔에이테크놀로지, 에스엠텍

우양교역, 이광학기기,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 전남대학교 광기술인력센터

대일시스템, 엑스엘티, 이오테크닉스, 토핀스, 지우기술, 진성레이저, 코리아레이저

트로닉스, 코웰월드옵텍, 큐빅레이저시스템, 텍포트코리아, 텔레옵틱스, 폰시스템 

프로옵틱스,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40

제23회(2008) 진성레이저, 위즈옵틱스,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엘립소테크놀러지, 이광학기기

아이엔테크놀로지, 남이로강학기기, 신호텍, 요꼬기와인스트루먼트코이라

한국전광, 우양교역, 성경포토닉스, 명진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 대일시스템 

에스엠텍, OMA,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광산업진흥회, 신한에이텍 

조일인터네셔날, 삼중과학, 토핀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지우기술 

삼우SC, 이오테크닉스, 옵토매직, 브이엠티, 레이저스펙트라, 신원데이터넷, 라이콤

33

제24회(2009) 대일시스템,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하나기술,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오테크닉스 

OMA, 한국전광, 레이저스펙트라, 남일광학기기, 진성레이저, 코스타, 안리쓰코

퍼레이션, SPIE한국대표사무소, 에스엠텍, 다나기술, 신호텍, 우양교역, 명진

크리스텍, 위즈옵틱스, 에이이노텍, 성경포토닉스, 퓨처싸이언스, 프로옵틱스

제이슨티지, 삼우과학, 옵토매직, 월간 광기술, 한국광기술원

29

제25회(2010) 옵토매직, 명진크리스텍, 남일광학기기, 엘투케이플러스, 한국전광, 성경포토닉스 

위즈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인력양성사업단, 유니씽크

이오테크닉스, 엘브이아이 테크놀로지, 이광학기기, 레이저 스펙트라

한국광기술원, 진성레이저, 한국트럼프 지엠비에취, 신호텍, 우양교역

에스엠텍, 신한에이텍, 신한데이터넷, 토핀스, 파이버프로, 하나기술

로핀바젤코리아, 한광, 엘디에스, 파이버피아, 한빛레이저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31

제26회(2011) LVI 테크놀러지, 명진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 유니싱크, 엘투케이플러스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성경포토닉스, 제이슨시티, 위즈옵틱스, 한국전광

우양교역, 신호텍, 에스엠텍, 플리어시스템코리아, 프로옵틱스, 대일시스템

이오테크닉스, 한국광기술원, 김스옵텍, 옵토매직, 고등광기술연구소, 유남옵틱스

이광학기기, 하나레이저, 월간광기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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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계학술발표회에서는 기업, 산업체의 제품 전시 및 시연 프로그램이 항시 같이 진행

되어 회원들이 최신 산업계의 동향 및 새로운 제품을 직접 접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도록 하였다. 기업, 산업체는 이러한 전시행사에 참여하거나 광고 또는 협찬을 통해 광학회

의 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표 3-2는 지난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광고회사 목록을, 표 

3-3은 전시회사 목록을 보여준다. 1996년까지는 모든 기업, 산업체의 참여를 광고회사로 등

록하였으나, 1997년 제12회부터는 광고와 전시를 분류하여 등록하였다.

표 3-3. 동계 학술발표회의 전시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2회(1997) 대덕광학기기, 서울전광기기, 우양교역, 한국아타고분광 4

제13회(1998) 대일시스템, 우양교역, 한국아타고분광 3

제14회(1999)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두일전자통신, 서울광학산업, U.T.O 국제종합상사

이오테크닉스

6

제15회(2000) 제이옵텔콤, 남일광학기기, 진성레이저, 대덕광학기기, 우주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조일무역, 레이저스펙트라, 케이텍정보통신, 광주광역시, 이오테크닉스

안리쓰코퍼레이션, 제일광학시스템

13

제16회(2001) 금광,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동양시스템전자, 레이저스펙트라

모던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서울전광기기, 옵텔콤, 우양교역, 우주하이테크

이오테크닉스, 진성레이져, 케이맥주식회사,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하나기술주식회사, 한광, 한국애질언트테크놀로지스

한국텍트로닉스, 한백전자, 해동정보통신, Ellipso Tech., LVI Technology

25

제17회(2002)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동우옵트론, 동양시스템전자, 라이콤, 명진크리스텍

모던하이테크, 신한광기술, 신한포토닉스, 옵텔콤, 옵토네스트, 우양교역

우주하이테크, 조일인터내셔날, 주복정공, 진산과학, 진성레이져, 포위즈, 한국전광 

EGK, High Tech Solutions Korea, Keithley Instruments Korea

22

제18회(2003)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명진크리스텍, 라이콤, 상록코리아

주식회사, 신한광기술, 아드반테스코리아, 안리쓰코퍼레이션, 알트소프트, 옵텔콤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광, LVI Technology, SNU Prechsion

20

제19회(2004) 남일광학기기, 다일테크,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럭스퍼트

명진크리스텍, 신한광기술, 신한어드벤텍, 이오테크닉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코리아알프스전자, 코썸사이언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한국광산업진흥회, Quantum Design Korea

18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0회(2005) 고등광기술원,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동우옵트론, 디피아이, 람다리서치

옵틱스코리아,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서울광학산업, 이광학기기, 그린광학

나노시스템, 다일테크, 대일시스템, 모던하이테크, 삼중광산업, 세코닉스, 신한

광기술, 에스이오, 이오테크닉스, 텔레옵틱스, 새론, 인텍, 코썸사이언스, 휴비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0

제21회(2006) 고등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차세대광-무선가입자망연구센터, 기술표준원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동우옵트론, 람다리서치

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신호포톤

웨이브, 아이엔에이테크놀로지, 에스엠텍, 엘립소테크놀로지, 우양교역, 위즈옵틱

스, 이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인하대학교광기술교육센터, 전남대학교광기술인력

교육센터, 제이엠씨글라스, 조일인터내셔날, 지우기술, 진성레이저, 케이오에스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텔레옵틱스, 포바이스, 한국광학기기

협회,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ZEMAX/셀렉트론코리아

36

제22회(2007) 고등광기술연구소,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네오시스템, 동우옵트론, 디피아이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리테크놀로지, 명진크리스텍,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신한광기술, 신호포톤웨이브, 아이엔에이테크놀로지, 에스엠텍

우양교역, 이광학기기,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 전남대학교 광기술인력센터

대일시스템, 엑스엘티, 이오테크닉스, 토핀스, 지우기술, 진성레이저, 코리아레이저

트로닉스, 코웰월드옵텍, 큐빅레이저시스템, 텍포트코리아, 텔레옵틱스, 폰시스템 

프로옵틱스,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40

제23회(2008) 진성레이저, 위즈옵틱스,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엘립소테크놀러지, 이광학기기

아이엔테크놀로지, 남이로강학기기, 신호텍, 요꼬기와인스트루먼트코이라

한국전광, 우양교역, 성경포토닉스, 명진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 대일시스템 

에스엠텍, OMA,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광산업진흥회, 신한에이텍 

조일인터네셔날, 삼중과학, 토핀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주광학연구단, 지우기술 

삼우SC, 이오테크닉스, 옵토매직, 브이엠티, 레이저스펙트라, 신원데이터넷, 라이콤

33

제24회(2009) 대일시스템,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하나기술,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오테크닉스 

OMA, 한국전광, 레이저스펙트라, 남일광학기기, 진성레이저, 코스타, 안리쓰코

퍼레이션, SPIE한국대표사무소, 에스엠텍, 다나기술, 신호텍, 우양교역, 명진

크리스텍, 위즈옵틱스, 에이이노텍, 성경포토닉스, 퓨처싸이언스, 프로옵틱스

제이슨티지, 삼우과학, 옵토매직, 월간 광기술, 한국광기술원

29

제25회(2010) 옵토매직, 명진크리스텍, 남일광학기기, 엘투케이플러스, 한국전광, 성경포토닉스 

위즈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인력양성사업단, 유니씽크

이오테크닉스, 엘브이아이 테크놀로지, 이광학기기, 레이저 스펙트라

한국광기술원, 진성레이저, 한국트럼프 지엠비에취, 신호텍, 우양교역

에스엠텍, 신한에이텍, 신한데이터넷, 토핀스, 파이버프로, 하나기술

로핀바젤코리아, 한광, 엘디에스, 파이버피아, 한빛레이저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31

제26회(2011) LVI 테크놀러지, 명진크리스텍, 큐빅레이저시스템, 유니싱크, 엘투케이플러스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성경포토닉스, 제이슨시티, 위즈옵틱스, 한국전광

우양교역, 신호텍, 에스엠텍, 플리어시스템코리아, 프로옵틱스, 대일시스템

이오테크닉스, 한국광기술원, 김스옵텍, 옵토매직, 고등광기술연구소, 유남옵틱스

이광학기기, 하나레이저, 월간광기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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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7회(2012) 삼중과학,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위즈옵틱스, 에스엠텍, 성경포토닉스

신한에이텍, 지우기술, 오엠에이, 명진크리스텍, 다리옵틱, 한국전광, 제이슨티지

엘투케이플러스, 한국광기술원, 대일시스템, 우양교역, 큐빅레이저시스템

엑사테크, 에이이노텍, 레이저스펙트라, 우리옵티콤, 유니think, 리직스포트로닉스 

브이엠티, 한빛레이저, 엘립소테크놀러지, 레이비스주식회사, 옵티베이스

고등광기술연구소, 래디언트 솔루션, 이오테크닉스, 신호텍

제르니크&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33

제28회(2013) 명진크리스텍, 에이이노텍, 에스엠텍, 성경포토닉스, 우양교역, 오엠에이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신호텍, 엘투케이플러스, WaveLab Scientific Korea

유니오텍,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피아이코리아, 위즈옵틱스, 제이슨티지

큐빅레이저시스템, 신한에이텍, 레이비스주식회사, 피닉스텍, 한국전광

래디언트솔루션, 삼중과학, 진성레이저, 모던하이테크, 한국광기술원, 옵티베이스 

이즈소프트, 고등광기술연구소, 대일시스템, 이지테크, 남일광학기기

31

제29회(2014)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에스엠텍, 큐에스아이,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레이비스주식회사

명진크리스텍, 모던하이테크, 주식회사 상기, 신한에이텍, 신호텍, 에이이노텍

엘립소테크놀러지 오엠에이, 옵티베이스, 우양교역, 유니오텍, 이광학기기

위즈옵틱스, 제이슨티지, 주식회사주원, 진성레이저,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지테크

28

제30회(2015)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위즈옵틱스, 피아이코리아,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대일시스템, 레이비스 주식회사

명진크리스텍,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에이이노텍, 오엠에이, 옵티베이스

우양교역, 위키옵틱스, 유니오텍, 이광학기기, 일본칸타무디자인, 주식회사 상기

텔레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지테크, KS Photonics

24

제31회(2016) ㈜엘투케이플러스, 명진크리스텍, 오엠에이, 성경포토닉스, 에이이노텍, 리직스포트로

닉스, 주식회사 유니오텍, 남일광학기기, 한국전광㈜, ㈜에스엠텍, 머티리온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위즈옵틱스, 코히런트 코리아 유한회사 (우양교역), 레이저스펙트라, KS 

Photonics Inc., ㈜텔레옵틱스, PI Korea, ㈜이오테크닉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진성인스

트루먼트㈜, 제네랄옵틱스, 신한사이언텍, ㈜신한에이텍, ㈜프로옵틱스, ㈜샤인아이엔

씨, 이광학기기, 광주테크노파크, 레이비스 주식회사, 한국광기술원

29

제32회(2017)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유니오텍, ㈜에이이노텍, 오엠에이, ㈜프로옵틱

스, QED Technologies Inc., 명진크리스텍㈜, 테크엘케이(TECH LK), KS Photonics Inc., 

한국전광㈜, 레이비스㈜, 레이저닉스 주식회사, ㈜쓰리엘시스템, ㈜위키옵틱스, 동우옵

트론㈜, ㈜그린광학, ㈜유남옵틱스, ㈜에스엠텍, PI KOREA, 피큐브㈜, 코히런트 코리아 

유한회사, ㈜루엔소프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센터, 한국요꼬가와전기㈜, 큐빅

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이오테크닉스

29

제33회(2018) (주)프로옵틱스, (주)엘투케이플러스, (주)유니오텍, (주)성경포토닉스, 주식회사 에이이노

텍, 리직스 포트로닉스, 위즈옵틱스, 주식회사 악셀, TECHLK, QED Technologies Inter-

national, Inc., 주식회사 에스크, 한국요꼬가와전기(주), (주)우양포토닉스, 명진크리스텍(

주) , 레이저스펙트라, 지오씨㈜, (주)샤인아이엔씨, 큐빅레이저시스템, 피아이코리아, ㈜

세코닉스, 케이에스포토닉스 주식회사,  MATERION, (주)위키옵틱스, 제이슨티지 , (주)에

스엠텍, 진성인스트루먼트㈜, 싸이펨, 티오에스, 기념품 배부처,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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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계학술회의에 참여한 광고 및 전시회사 수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34회(2019) (주)엘투케이플러스, (주)위키옵틱스, (주)유니오텍, 오엠에이, (주)우양포토닉스, 

TECHLK, 명진크리스텍(주), 주식회사 에스크, 큐빅레이저시스템, 태원과학(주), (주)성경

포토닉스, (주)넥센서, Q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주)팬옵틱스, 케이에스포토

닉스(주), (주)싸이펨, (주)케이오에스, 동우옵트론(주), 한국요꼬가와전기, 피아이코리아, 

위즈옵틱스, (주)남일광학기기, 유남옵틱스, (주)에스엠텍, 한국전광(주), 한국텍트로닉스

27

제35회(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산업

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시회는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개최되었음.

위의 그림 3-2는 참여한 광고회사와 전시회사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1994년 이

후 광고 및 전시회사의 수가 저조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기 때

문으로 간주되며, 한편으로는 각 학회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분과 학술회로 인해 

광고 및 전시 회사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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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7회(2012) 삼중과학,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위즈옵틱스, 에스엠텍, 성경포토닉스

신한에이텍, 지우기술, 오엠에이, 명진크리스텍, 다리옵틱, 한국전광, 제이슨티지

엘투케이플러스, 한국광기술원, 대일시스템, 우양교역, 큐빅레이저시스템

엑사테크, 에이이노텍, 레이저스펙트라, 우리옵티콤, 유니think, 리직스포트로닉스 

브이엠티, 한빛레이저, 엘립소테크놀러지, 레이비스주식회사, 옵티베이스

고등광기술연구소, 래디언트 솔루션, 이오테크닉스, 신호텍

제르니크&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33

제28회(2013) 명진크리스텍, 에이이노텍, 에스엠텍, 성경포토닉스, 우양교역, 오엠에이

엘브이아이테크놀러지, 신호텍, 엘투케이플러스, WaveLab Scientific Korea

유니오텍,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피아이코리아, 위즈옵틱스, 제이슨티지

큐빅레이저시스템, 신한에이텍, 레이비스주식회사, 피닉스텍, 한국전광

래디언트솔루션, 삼중과학, 진성레이저, 모던하이테크, 한국광기술원, 옵티베이스 

이즈소프트, 고등광기술연구소, 대일시스템, 이지테크, 남일광학기기

31

제29회(2014)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에스엠텍, 큐에스아이,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레이비스주식회사

명진크리스텍, 모던하이테크, 주식회사 상기, 신한에이텍, 신호텍, 에이이노텍

엘립소테크놀러지 오엠에이, 옵티베이스, 우양교역, 유니오텍, 이광학기기

위즈옵틱스, 제이슨티지, 주식회사주원, 진성레이저,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지테크

28

제30회(2015)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위즈옵틱스, 피아이코리아,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대일시스템, 레이비스 주식회사

명진크리스텍,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에이이노텍, 오엠에이, 옵티베이스

우양교역, 위키옵틱스, 유니오텍, 이광학기기, 일본칸타무디자인, 주식회사 상기

텔레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이지테크, KS Photonics

24

제31회(2016) ㈜엘투케이플러스, 명진크리스텍, 오엠에이, 성경포토닉스, 에이이노텍, 리직스포트로

닉스, 주식회사 유니오텍, 남일광학기기, 한국전광㈜, ㈜에스엠텍, 머티리온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위즈옵틱스, 코히런트 코리아 유한회사 (우양교역), 레이저스펙트라, KS 

Photonics Inc., ㈜텔레옵틱스, PI Korea, ㈜이오테크닉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진성인스

트루먼트㈜, 제네랄옵틱스, 신한사이언텍, ㈜신한에이텍, ㈜프로옵틱스, ㈜샤인아이엔

씨, 이광학기기, 광주테크노파크, 레이비스 주식회사, 한국광기술원

29

제32회(2017)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유니오텍, ㈜에이이노텍, 오엠에이, ㈜프로옵틱

스, QED Technologies Inc., 명진크리스텍㈜, 테크엘케이(TECH LK), KS Photonics Inc., 

한국전광㈜, 레이비스㈜, 레이저닉스 주식회사, ㈜쓰리엘시스템, ㈜위키옵틱스, 동우옵

트론㈜, ㈜그린광학, ㈜유남옵틱스, ㈜에스엠텍, PI KOREA, 피큐브㈜, 코히런트 코리아 

유한회사, ㈜루엔소프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센터, 한국요꼬가와전기㈜, 큐빅

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이오테크닉스

29

제33회(2018) (주)프로옵틱스, (주)엘투케이플러스, (주)유니오텍, (주)성경포토닉스, 주식회사 에이이노

텍, 리직스 포트로닉스, 위즈옵틱스, 주식회사 악셀, TECHLK, QED Technologies Inter-

national, Inc., 주식회사 에스크, 한국요꼬가와전기(주), (주)우양포토닉스, 명진크리스텍(

주) , 레이저스펙트라, 지오씨㈜, (주)샤인아이엔씨, 큐빅레이저시스템, 피아이코리아, ㈜

세코닉스, 케이에스포토닉스 주식회사,  MATERION, (주)위키옵틱스, 제이슨티지 , (주)에

스엠텍, 진성인스트루먼트㈜, 싸이펨, 티오에스, 기념품 배부처,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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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계학술회의에 참여한 광고 및 전시회사 수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34회(2019) (주)엘투케이플러스, (주)위키옵틱스, (주)유니오텍, 오엠에이, (주)우양포토닉스, 

TECHLK, 명진크리스텍(주), 주식회사 에스크, 큐빅레이저시스템, 태원과학(주), (주)성경

포토닉스, (주)넥센서, Q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주)팬옵틱스, 케이에스포토

닉스(주), (주)싸이펨, (주)케이오에스, 동우옵트론(주), 한국요꼬가와전기, 피아이코리아, 

위즈옵틱스, (주)남일광학기기, 유남옵틱스, (주)에스엠텍, 한국전광(주), 한국텍트로닉스

27

제35회(2020)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는 취소되었음. 산업

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시회는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개최되었음.

위의 그림 3-2는 참여한 광고회사와 전시회사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1994년 이

후 광고 및 전시회사의 수가 저조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기 때

문으로 간주되며, 한편으로는 각 학회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분과 학술회로 인해 

광고 및 전시 회사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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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계학술발표회

광학회 창립 전, 1984년부터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의 분과회 활동에서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하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한국

광학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에 진행되어 왔다. 이 하계학술발표회는 1990년까지는 한

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 분과’,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 대한전자공

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의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의 공동

주관으로 주최되었고, 1991년부터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995년까지는 초청논문만을 발표토록 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일반 논문도 접수하여 명

실상부한 하계학술발표회의 면모를 갖추었다. 1990년대 후반부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IMF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난이 시작된 1998년에 학회에 발표된 논문편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IMF로 인한 국책연구소의 예산감축 및 대학 연구비 지원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논문발표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연구주체들

이 IMF이전부터 시작해온 연구과제들 중 상당수를 경제적 어려움에도 끝까지 수행하여 결과

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하였다.

이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도 호전되었다. 각 연

구주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연구에 다시 전념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9년 

“Brain Korea 21”라는 정부의 과학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연구주체들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

념할 수 있게 되었고 학회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광학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더

욱 증가하여, 모든 연구주체들이 연구에 활기를 띠었고, 그 영향은 학회 논문편수 증가로 이

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매년 150여 편에 육박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하계학술발표회는 학술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의 연구

를 더욱 촉진시키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표 

3-4에 연도별 개최 실적을 요약하였으며, 지난 3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한국광학회 ‘하계학술회의’의 연도별 개최 실적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84

육군사관학교 - - - - -

제2회

1985. 9. 21

한국과학기술원 장준성(분과위원장), 공흥진,

이상수, 한필순, 김 웅, 장보현,

박대윤, 임동건, 최상삼, 윤수인, 

홍경희, 정창섭, 이인원, 이재형, 

황인헌

- - 9 9

제3회

1986. 8. 17~18

강릉대학교

초당캠퍼스

장준성(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위원장)

박대윤, 임동건,

이주희

23 3 26

제4회

1987. 8. 17~18

한국표준연구소 김 응(분과위원장) 이상수 22 1 23

제5회

1988. 7. 15~16

인하대학교 김 응(분과위원장), 박대윤(위원장), 

이정훈, 홍경희, 이민희, 이승걸

김병윤 22 1 23

제6회

1989. 8. 18~19

한국해양대학교 김 응(분과위원장) 16 - 16 16

제7회

1990. 7. 13~14

강원도 평찬군

용평리조트

박대윤(위원장), 신상영, 홍경희,

이재형, 공흥진

이동춘 외

3인 신성철

18 2 20

제8회

1991. 7. 13

육군사관학교 홍경희(위원장), 이범구, 이수영,

박대윤, 김병윤, 남기봉, 박희갑

강인구,

백운출

21 2 26

제9회

1992. 8. 20~21

온양제일

관광호텔

권영세(위원장), 이종민, 김병윤,

김진승, 양준묵, 홍경희, 김선호,

김윤명

오태관,

이두환

24 2 26

제10회

1993. 8. 20-21

전북대학교 이민희(위원장), 정창섭, 한원택,

이승걸, 김진승, 이봉영, 장동훈

V. Strigalev 26 1 27

제11회

1994. 7. 8~9

울산대학교 이범구(위원장), 김부균, 김윤명,

김태수, 남기봉, 엄영호, 이상배,

조규만, 한재원

김영수,

Ming Yi Chen

29 2 31

제12회

1995. 8. 18~19

광주과학기술원 우정원(위원장), 이용탁, 임기건,

조두진, 신승호, 김태일, 김경헌,

이용희, 박진우

김효근, 윤길원,

V. P. Zharov

29 3 32

제13회

1996. 9. 20~21

포항공과대학교 권오대(위원장), 김기식, 김부균,

김상국, 김은수, 김중복, 김창민,

김태일, 박문수, 신영근, 심종인,

이병호, 이용탁, 이종웅, 이호성,

정 준, 정지채, 지윤규, 최우영,

홍성철, 홍정기, 홍창희

H. Iwamura,

L. Chirovsky

9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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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계학술발표회

광학회 창립 전, 1984년부터 한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의 분과회 활동에서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하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한국

광학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에 진행되어 왔다. 이 하계학술발표회는 1990년까지는 한

국물리학회의 ‘광학 및 양자전자 분과’, 대한전기학회의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 대한전자공

학회의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의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의 공동

주관으로 주최되었고, 1991년부터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995년까지는 초청논문만을 발표토록 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일반 논문도 접수하여 명

실상부한 하계학술발표회의 면모를 갖추었다. 1990년대 후반부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IMF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난이 시작된 1998년에 학회에 발표된 논문편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IMF로 인한 국책연구소의 예산감축 및 대학 연구비 지원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논문발표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연구주체들

이 IMF이전부터 시작해온 연구과제들 중 상당수를 경제적 어려움에도 끝까지 수행하여 결과

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하였다.

이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도 호전되었다. 각 연

구주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연구에 다시 전념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9년 

“Brain Korea 21”라는 정부의 과학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연구주체들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

념할 수 있게 되었고 학회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광학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더

욱 증가하여, 모든 연구주체들이 연구에 활기를 띠었고, 그 영향은 학회 논문편수 증가로 이

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매년 150여 편에 육박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하계학술발표회는 학술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의 연구

를 더욱 촉진시키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표 

3-4에 연도별 개최 실적을 요약하였으며, 지난 3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한국광학회 ‘하계학술회의’의 연도별 개최 실적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84

육군사관학교 - - - - -

제2회

1985. 9. 21

한국과학기술원 장준성(분과위원장), 공흥진,

이상수, 한필순, 김 웅, 장보현,

박대윤, 임동건, 최상삼, 윤수인, 

홍경희, 정창섭, 이인원, 이재형, 

황인헌

- - 9 9

제3회

1986. 8. 17~18

강릉대학교

초당캠퍼스

장준성(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위원장)

박대윤, 임동건,

이주희

23 3 26

제4회

1987. 8. 17~18

한국표준연구소 김 응(분과위원장) 이상수 22 1 23

제5회

1988. 7. 15~16

인하대학교 김 응(분과위원장), 박대윤(위원장), 

이정훈, 홍경희, 이민희, 이승걸

김병윤 22 1 23

제6회

1989. 8. 18~19

한국해양대학교 김 응(분과위원장) 16 - 16 16

제7회

1990. 7. 13~14

강원도 평찬군

용평리조트

박대윤(위원장), 신상영, 홍경희,

이재형, 공흥진

이동춘 외

3인 신성철

18 2 20

제8회

1991. 7. 13

육군사관학교 홍경희(위원장), 이범구, 이수영,

박대윤, 김병윤, 남기봉, 박희갑

강인구,

백운출

21 2 26

제9회

1992. 8. 20~21

온양제일

관광호텔

권영세(위원장), 이종민, 김병윤,

김진승, 양준묵, 홍경희, 김선호,

김윤명

오태관,

이두환

24 2 26

제10회

1993. 8. 20-21

전북대학교 이민희(위원장), 정창섭, 한원택,

이승걸, 김진승, 이봉영, 장동훈

V. Strigalev 26 1 27

제11회

1994. 7. 8~9

울산대학교 이범구(위원장), 김부균, 김윤명,

김태수, 남기봉, 엄영호, 이상배,

조규만, 한재원

김영수,

Ming Yi Chen

29 2 31

제12회

1995. 8. 18~19

광주과학기술원 우정원(위원장), 이용탁, 임기건,

조두진, 신승호, 김태일, 김경헌,

이용희, 박진우

김효근, 윤길원,

V. P. Zharov

29 3 32

제13회

1996. 9. 20~21

포항공과대학교 권오대(위원장), 김기식, 김부균,

김상국, 김은수, 김중복, 김창민,

김태일, 박문수, 신영근, 심종인,

이병호, 이용탁, 이종웅, 이호성,

정 준, 정지채, 지윤규, 최우영,

홍성철, 홍정기, 홍창희

H. Iwamura,

L. Chirovsky

9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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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14회

1997. 8. 22~23

영남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상열, 권진혁,

광종훈, 김철중, 김기식, 이용주,

이인원, 이윤우, 이종웅, 강광남,

이상배, 정영철, 손정영, 김은수,

전호인, 공홍진, 김병태, 한재원

T. Tako,

Toshio Honda

86 7 93

제15회

1998. 8. 19~20

한남대학교 김재창(위원장), 황보창권, 장 수,

조재홍, 김진승, 박종대, 김승우,

박성찬, 윤태훈, 이재승, 이병호,

송석호, 김용평, 김동환

Steven Chu,

박희장, 장 수,

박성찬(광특),

신상영(광특)

104 15 119

제16회

1999. 7. 8~9

부산대학교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윤태훈,

차명식, 이용주, 김기식, 박병천,

박성찬, 이상배, 서동선, 전호인,

이병호, 고도경, 노재우

H. A. Macleod,

권오대,

손정영(광특),

오경환(광특)

96 18 114

제17회

2000. 8. 17~18

경상대학교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박중조,

양영일, 조재경, 오차환, 권남익,

이종웅, 한성홍, 이 석, 신종덕,

백운식, 송석호, 김대식, 박승한

Guofu Chen,

Wenhan Jiang,

이범구(광특),

황보창권(광특)

98 18 116

제18회

2001. 8. 16~17

배재대학교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박종대,

김칠민,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한상국, 이병호, 백운식,

장주석, 한재원, 차명식, 박승옥,

고동섭

이번, Peter Gnter,

Hansheng Peng, 

유병수(광특),

김상열(광특)

128 20 148

제19회

2002. 7. 15~16

롯데오션캐슬

(안면도)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이용주,

김선국, 박병천, 이종웅, 송석호,

박남규, 조두진, 백운식, 한재원,

김규욱, 박승옥, 이병하

김승우, 김장주,

함병승(광특),

박승옥(광특)

112 17 129

제20회

2003. 7. 1~16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김상열(위원장), 김재완(B),

이용주, 권덕희, 김재완(A),

이종웅, 김선호, 최영완, 김태근, 

김지덕, 한재원, 임창환, 박승옥, 

김법민

M. Nakatsuka,

김재기,

김정묵(광특),

임한조(광특)

135 15 150

제21회

2004. 7. 8~9

무주리조트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이용주,

권덕희, 박성찬, 김재완, 오민철,

이상신, 길상근, 김태근, 김도석,

고도경, 고동섭, 김법민

C. Jagadish,

P. Russel,

김용욱, 김건년

(광특), 이재승

(광특)

128 19 147

제22회

2005. 7. 14~15

단양대명콘도 이종창(위원장), 이창희, 이용주,

임 권, 박성찬, 조용재, 오민철,

이상신,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고도경, 윤태현, 예종철,

김법민

James C. Wyant, 

김태일, 이호성,

우정원(광특),

Robert A.

Fisher(광특)

138 23 161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23회

2006. 7. 14

제주대학교 이종창(위원장), 유영훈, 김두철,

김법민, 이용주, 임 권, 조용재,

박성찬, 오광룡, 최우영, 이병호,

김수길, 김재훈, 윤태훈, 이호성,

윤태현, 이병하, 김창석

Bernard

Kippelen,

이병호, 정세채

(광특), 박노철

(광특)

227 21 248

제24회

2007. 7. 18~20

속초 마레몬스

호텔

정윤철(위원장), 오경환,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정재훈,

한영근, 신동학, 김은경, 이기동,

박규창, 이호성, 이상민, 이병하,

김동현

M. K. Kim,

남창희, 이상배

(광특), 김남(광특)

161 17 178

제25회

2008. 7. 10~11

휘닉스파크 호텔 오경환(위원장), 김동현,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정재훈,

한영근, 이 석, 김도경, 이기동,

고재현, 이기태, 최일우, 김법민,

최은서

H. Levinson,

이상배, 윤태현

(광특), 박성주

(광특)

164 24 188

제26회

2009. 10. 20~21

김대중

컨벤션센터

안경원(위원장), 조영탁, 이진형,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양호순, 김구철, 임영민, 전영민, 

고도경, 이기태, 최일우, 이 석,

김은경, 길상근, 김법민, 최은서, 

이기동, 고재현, 유창재

John L. Hall, 

Sandra Biedron, 

김승우,

김대식(광특),

박남규(광특)

205 28 233

제27회

2010. 7. 15~16

부산 BEXCO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한영근,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한상국, 이주한, 길상근, 김태근, 

이기동,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기식, 

정현석

Kerry Vahala,

이인원,

정태문(광특),

민성욱(광특)

214 27 241

제28회

2011. 7. 14~15

부산 BEXCO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전영민, 이주한, 한영근,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주병권,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재완, 문한섭

Noriaki Miyanaga,

Sanjay Krishna, 

김칠민,

우정원(광특),

김대근(광특)

166 43 209

제29회

2012. 8. 27~29

제주금호리조트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오범환,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주병권,

유창재, 고재현, 이종훈, 정태문,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김재완,

문한섭

James Grote,

장진, Eustace

L. Dereniak,

오경환,

이용희(광특),

박규환(광특)

281 11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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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14회

1997. 8. 22~23

영남대학교 홍창희(위원장), 김상열, 권진혁,

광종훈, 김철중, 김기식, 이용주,

이인원, 이윤우, 이종웅, 강광남,

이상배, 정영철, 손정영, 김은수,

전호인, 공홍진, 김병태, 한재원

T. Tako,

Toshio Honda

86 7 93

제15회

1998. 8. 19~20

한남대학교 김재창(위원장), 황보창권, 장 수,

조재홍, 김진승, 박종대, 김승우,

박성찬, 윤태훈, 이재승, 이병호,

송석호, 김용평, 김동환

Steven Chu,

박희장, 장 수,

박성찬(광특),

신상영(광특)

104 15 119

제16회

1999. 7. 8~9

부산대학교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윤태훈,

차명식, 이용주, 김기식, 박병천,

박성찬, 이상배, 서동선, 전호인,

이병호, 고도경, 노재우

H. A. Macleod,

권오대,

손정영(광특),

오경환(광특)

96 18 114

제17회

2000. 8. 17~18

경상대학교 김창민(위원장), 정영철, 박중조,

양영일, 조재경, 오차환, 권남익,

이종웅, 한성홍, 이 석, 신종덕,

백운식, 송석호, 김대식, 박승한

Guofu Chen,

Wenhan Jiang,

이범구(광특),

황보창권(광특)

98 18 116

제18회

2001. 8. 16~17

배재대학교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박종대,

김칠민, 이용주, 우정원, 이종웅,

박병천, 한상국, 이병호, 백운식,

장주석, 한재원, 차명식, 박승옥,

고동섭

이번, Peter Gnter,

Hansheng Peng, 

유병수(광특),

김상열(광특)

128 20 148

제19회

2002. 7. 15~16

롯데오션캐슬

(안면도)

남창희(위원장), 최우영, 이용주,

김선국, 박병천, 이종웅, 송석호,

박남규, 조두진, 백운식, 한재원,

김규욱, 박승옥, 이병하

김승우, 김장주,

함병승(광특),

박승옥(광특)

112 17 129

제20회

2003. 7. 1~16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김상열(위원장), 김재완(B),

이용주, 권덕희, 김재완(A),

이종웅, 김선호, 최영완, 김태근, 

김지덕, 한재원, 임창환, 박승옥, 

김법민

M. Nakatsuka,

김재기,

김정묵(광특),

임한조(광특)

135 15 150

제21회

2004. 7. 8~9

무주리조트 김상열(위원장), 이종창, 이용주,

권덕희, 박성찬, 김재완, 오민철,

이상신, 길상근, 김태근, 김도석,

고도경, 고동섭, 김법민

C. Jagadish,

P. Russel,

김용욱, 김건년

(광특), 이재승

(광특)

128 19 147

제22회

2005. 7. 14~15

단양대명콘도 이종창(위원장), 이창희, 이용주,

임 권, 박성찬, 조용재, 오민철,

이상신, 이병호, 김수길, 윤태훈,

김재훈, 고도경, 윤태현, 예종철,

김법민

James C. Wyant, 

김태일, 이호성,

우정원(광특),

Robert A.

Fisher(광특)

138 23 161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23회

2006. 7. 14

제주대학교 이종창(위원장), 유영훈, 김두철,

김법민, 이용주, 임 권, 조용재,

박성찬, 오광룡, 최우영, 이병호,

김수길, 김재훈, 윤태훈, 이호성,

윤태현, 이병하, 김창석

Bernard

Kippelen,

이병호, 정세채

(광특), 박노철

(광특)

227 21 248

제24회

2007. 7. 18~20

속초 마레몬스

호텔

정윤철(위원장), 오경환,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정재훈,

한영근, 신동학, 김은경, 이기동,

박규창, 이호성, 이상민, 이병하,

김동현

M. K. Kim,

남창희, 이상배

(광특), 김남(광특)

161 17 178

제25회

2008. 7. 10~11

휘닉스파크 호텔 오경환(위원장), 김동현, 기철식,

한송희, 임천석, 양호순, 정재훈,

한영근, 이 석, 김도경, 이기동,

고재현, 이기태, 최일우, 김법민,

최은서

H. Levinson,

이상배, 윤태현

(광특), 박성주

(광특)

164 24 188

제26회

2009. 10. 20~21

김대중

컨벤션센터

안경원(위원장), 조영탁, 이진형,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양호순, 김구철, 임영민, 전영민, 

고도경, 이기태, 최일우, 이 석,

김은경, 길상근, 김법민, 최은서, 

이기동, 고재현, 유창재

John L. Hall, 

Sandra Biedron, 

김승우,

김대식(광특),

박남규(광특)

205 28 233

제27회

2010. 7. 15~16

부산 BEXCO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한영근, 

기철식, 강훈수, 정진호, 이준호,

한상국, 이주한, 길상근, 김태근, 

이기동,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기식, 

정현석

Kerry Vahala,

이인원,

정태문(광특),

민성욱(광특)

214 27 241

제28회

2011. 7. 14~15

부산 BEXCO 정영주(위원장), 김철한,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전영민, 이주한, 한영근, 김태근, 

민성욱, 강훈종, 주병권, 유창재,

정영욱, 이상민, 차용호, 김덕영, 

권혁상, 김재완, 문한섭

Noriaki Miyanaga,

Sanjay Krishna, 

김칠민,

우정원(광특),

김대근(광특)

166 43 209

제29회

2012. 8. 27~29

제주금호리조트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윤우, 이혁교,

이준호, 오범환,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주병권,

유창재, 고재현, 이종훈, 정태문,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김재완,

문한섭

James Grote,

장진, Eustace

L. Dereniak,

오경환,

이용희(광특),

박규환(광특)

281 11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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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30회

2013. 7. 10~12

여수

디오션리조트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현경숙,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강대승, 주병윤, 김학린, 이상민, 

고광훈,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조영탁, 손원민

Toyohiko Yatagai, 

Ham Byoung

Seung, Vlatko

Vedral, Yong-Il

Shin(광특),

H. A. Macleod

(광특)

213 56 269

제31회

2014. 8. 25~27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최우영(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민성욱, 최희진,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박경현,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김대승, 주병윤,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강경태, 조재흥, 

정미숙

Kathleen

Richardson,

박남규,

Jurgen Popp,

김윤호,

김정원(광특),

김태근(광특)

244 58 302

제32회

2015. 7. 13~15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김동현(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한준구, 최희진, 

문한섭, 이광걸, 오민철, 김철한, 

류한열, 김철홍,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한재원, 

정연식, 김규욱, 정미숙

박승한,

Thomas L. Koch, 

Georg Korn

191 63 254

제33회

2016. 7. 11-13

부산 

BEXCO

김동현(위원장), 송봉식, 유난이, 

김향균, 홍기석, 한송희, 최지연, 

이용훈,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민성욱, 김영민, 문한섭, 

이동훈, 이광걸, 김태근, 김철한, 

류한열,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이승걸, 정연식, 김규욱

김명식

Philip Stahl

Federico Capasso

288 86 374

제34회

2017. 7. 15-17

부산 

BEXCO

김창석(위원장), 송봉식, 유난

이, 이광걸, 진종한, 한송희, 최지

연, 이용훈, 조현주, 류재명, 이상

현, 김영식, 민성욱, 김영민, 이기

태, 유난이, 차용호, 전민용, 류한

철, 김훈, 김재관, 문석배, 유홍

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

호, 김용수

Yoshiaki Kato

민정준

Chris A. Mack

198 81 279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35회

2018. 8. 27-29

부산 

BEXCO

김창석(위원장), 민성욱, 진종한, 

송영민, 민범기, 이한석,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최희진, 

홍기훈,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이상신, 김철한, 김훈, 신명훈, 김

대근, 정의헌, 주철민, 곽진석, 전

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

승걸, 이대호, 조관현

John E. Greiven-

kamp

Jun Tanida

박규환

220 89 309

제36회

2019. 7. 15-17

부산 

BEXCO

민성욱(위원장), 김윤호, 신종화, 

한준구, 서민교, 이승우, 양호순, 

박성종, 이준호, 최희진, 홍기훈, 

고광훈, 김명훈, 박형렬, 김철한, 

김상인, 신명훈, 김대근, 정의헌, 

최명환, 최영운, 송장근, 권장혁, 

이지훈, 정현석, 박희수, 김도헌, 

강경태, 이대호, 백동현

Jacobus M. Os-

chmann

이윤우

Thomas Milner

185 53 238

제37회

2020. 7. 13-15

부산 

BEXCO

김경염(위원장), 서민교, 이승우, 

양호순, 박성종, 이준호, 한준구, 

임용준, 고광훈, 김명훈, 박형렬, 

김상인, 김훈, 권용환, 김기현, 최

명환, 엄주범, 최은서, 송장근, 권

장혁, 이지훈, 정현석, 박희수, 김

도헌, 김향균, 김성환, 백동현

이용희

이학주

최원식

 

 

303 66 369

또한 하계학술발표회는 동계학술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광고와 전시를 통한 협찬

으로 산업계의 동향 및 제품소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학회의 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

다. 표 3-5와 표 3-6에 연도별로 광고 및 전시회사 명단을 정리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광고 협찬 기업체 수가 저조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한편으로는 각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분과의 학술발표회로 광고 및 

전시 협찬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까지는 모든 기업, 산업체의 참여를 광고회사로 등

록하였으나 1997년 제12회부터는 광고와 전시를 분류하여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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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30회

2013. 7. 10~12

여수

디오션리조트

이병호(위원장), 김경염, 박재형, 

기철식, 강훈수,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현경숙, 김상인, 

권용환, 김태근, 강훈종, 민성욱,

강대승, 주병윤, 김학린, 이상민, 

고광훈, 염동일, 오정환, 김재관,

조영탁, 손원민

Toyohiko Yatagai, 

Ham Byoung

Seung, Vlatko

Vedral, Yong-Il

Shin(광특),

H. A. Macleod

(광특)

213 56 269

제31회

2014. 8. 25~27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최우영(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이종웅, 문일권,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민성욱, 최희진, 

이상민, 염동일, 고광훈, 박경현,

김철한, 류한열, 김동현, 김철홍, 

김대승, 주병윤, 김학린, 조영탁,

손원민, 한재원, 강경태, 조재흥, 

정미숙

Kathleen

Richardson,

박남규,

Jurgen Popp,

김윤호,

김정원(광특),

김태근(광특)

244 58 302

제32회

2015. 7. 13~15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김동현(위원장), 안재욱, 하진용, 

유태준,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강훈종, 한준구, 최희진, 

문한섭, 이광걸, 오민철, 김철한, 

류한열, 김철홍,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한재원, 

정연식, 김규욱, 정미숙

박승한,

Thomas L. Koch, 

Georg Korn

191 63 254

제33회

2016. 7. 11-13

부산 

BEXCO

김동현(위원장), 송봉식, 유난이, 

김향균, 홍기석, 한송희, 최지연, 

이용훈, 박성찬, 김학용, 조현주, 

한창호, 민성욱, 김영민, 문한섭, 

이동훈, 이광걸, 김태근, 김철한, 

류한열,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김종현, 김학린, 고재현, 이진형, 

박희수, 이승걸, 정연식, 김규욱

김명식

Philip Stahl

Federico Capasso

288 86 374

제34회

2017. 7. 15-17

부산 

BEXCO

김창석(위원장), 송봉식, 유난

이, 이광걸, 진종한, 한송희, 최지

연, 이용훈, 조현주, 류재명, 이상

현, 김영식, 민성욱, 김영민, 이기

태, 유난이, 차용호, 전민용, 류한

철, 김훈, 김재관, 문석배, 유홍

기, 곽진석, 전철규, 송장근, 김윤

호, 김용수

Yoshiaki Kato

민정준

Chris A. Mack

198 81 279

횟수

날짜

장소 프로그램위원회 총회

초청인사

논문

발표

수

초청

논문

발표수

합계

제35회

2018. 8. 27-29

부산 

BEXCO

김창석(위원장), 민성욱, 진종한, 

송영민, 민범기, 이한석, 조현주, 

류재명, 이상현, 김영식, 최희진, 

홍기훈, 이기태, 유난이, 차용호, 

이상신, 김철한, 김훈, 신명훈, 김

대근, 정의헌, 주철민, 곽진석, 전

철규, 송장근, 김윤호, 김용수, 이

승걸, 이대호, 조관현

John E. Greiven-

kamp

Jun Tanida

박규환

220 89 309

제36회

2019. 7. 15-17

부산 

BEXCO

민성욱(위원장), 김윤호, 신종화, 

한준구, 서민교, 이승우, 양호순, 

박성종, 이준호, 최희진, 홍기훈, 

고광훈, 김명훈, 박형렬, 김철한, 

김상인, 신명훈, 김대근, 정의헌, 

최명환, 최영운, 송장근, 권장혁, 

이지훈, 정현석, 박희수, 김도헌, 

강경태, 이대호, 백동현

Jacobus M. Os-

chmann

이윤우

Thomas Milner

185 53 238

제37회

2020. 7. 13-15

부산 

BEXCO

김경염(위원장), 서민교, 이승우, 

양호순, 박성종, 이준호, 한준구, 

임용준, 고광훈, 김명훈, 박형렬, 

김상인, 김훈, 권용환, 김기현, 최

명환, 엄주범, 최은서, 송장근, 권

장혁, 이지훈, 정현석, 박희수, 김

도헌, 김향균, 김성환, 백동현

이용희

이학주

최원식

 

 

303 66 369

또한 하계학술발표회는 동계학술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광고와 전시를 통한 협찬

으로 산업계의 동향 및 제품소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학회의 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

다. 표 3-5와 표 3-6에 연도별로 광고 및 전시회사 명단을 정리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광고 협찬 기업체 수가 저조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한편으로는 각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분과의 학술발표회로 광고 및 

전시 협찬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까지는 모든 기업, 산업체의 참여를 광고회사로 등

록하였으나 1997년 제12회부터는 광고와 전시를 분류하여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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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하계 학술발표회 광고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회(1985) 금강산업, 대륭진공, 부리전기

삼중과학, 서울진공공업

10

제3회(1986) 금강산업, 금성사, LG전선, 기화실업상사,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한전선, 부리전기, 삼성반도체통신

상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서울광학산업, 서울진공공업사

시대정공사, 신한과학, 우양교역, 인성과학

큐닉스, 테라다인,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25

제4회(1987) 금강산업, 기화실업,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한전선, ㈜덕인

동양종합산업, 브이텍, 삼성항공,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시대전공사

서울진공, 신한과학, 영하산업, 우양교역, 인스텍, 케이티브이, 코리아레이저

큐닉스, 테라다인,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혜성산업

29

제5회(1998) 금상산업, LG전선, 기화실업, 대륭진공, 대한전선, 동원산업, 브이텍, 삼성항공

삼양광학, 삼중과학, 새한산업, 서울광학산업,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 신한과학

영하산업, 우양교역, 케이티브이, 코라아레이저, 테라다인,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한독, 혜성산업

25

제6회(1999) 금강산업, 기화실업, 동원정밀, 브이텍, 상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 아남정밀, 우양교역, 윈다레이저,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혜성산업

19

제7회(1990) 금강산업, 남일기공, 동원정밀,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서울광학산업, 쌍용양회, 아남정밀, 우양교역, 윈다레이저

유남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후지필름

22

제8회(1991) 극동상공, 금강산업, LG전선, 남일기공, 대양과학, 대일시스템, 동원정밀

브이텍, 삼성항공, 삼중과학,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유남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후지필름

18

제9회(1992) 극동상공, LG전선, 대양과학,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삼미기술산업

삼성카메라, 삼성항공,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테라테크상사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15

제10회(1993) 대일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레이저플러스, 삼성항공, 서울광학산업

OMA, 테라테크상사, 한국전광

8

제11회(1994) 브이텍, 삼양무선, OMA, 우양교역, 유남하이텍, 한국전광 6

제12회(1995) 명진크리스텍, 삼성카메라, 삼성항공, 삼중광산업,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현대전자, 현대카메라, 후지필름

9

제13회(1996) 개풍광학, 남일기공, 레이저스펙트라, 삼양무선, 옵트론, 우경전광

우양교역, 큐닉스, 한국아타고분광

9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4회(1997) 삼양무선, 서울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3

제15회(1998) 명진크리스텍, 베리안테크놀러지,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5

제16회(1999) LG산전,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하나기술, 한국광학기기협회

7

제17회(2000) 대일시스템, 보드테크, 삼지코퍼레이션, 신한광기술, 아이넥서스, 엠텍

이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제일광학시스템,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한백전자, 해동정보통신

14

제18회(2001)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빔텍, 신한광기술

아이넥서스, 안리쓰코퍼레이션, 엘립소테크놀러지, 이텔콤, 제이슨테크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텔레옵틱스

16

제19회(2002)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미래광학, 명진크리스텍, 부원광학, 신한광기술, 안리쓰코퍼레이션, 옵텔콤

이오테크닉스, 제너시스진공기술,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18

제20회(2003) 글로벌텍, 나노시스템,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세정 엔지니어링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안리쓰코퍼레이션, 알트소프트, 엘립소테크놀로지

옵텔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신뢰성기술서비스, 한국전광

16

제21회(2004) 금광,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사나이시스템

삼중과학, 신한광기술, 알파플러스, 엘립소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제니어스테크놀로지, 중원통상,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텔레옵틱스

한국전광, KORTherm Science Co., Ltd.

5

제22회(2005) 피에스아이, 네오아크, 포톤데이즈, 큐빅레이져시스템, 한국전광 5

제23회(2006) 큐빅레이져시스템, 명진크리스텍 2

제24회(2007) 명진크리스텍 1

제25회(2008) 퓨쳐싸이언스,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명진크리스텍 4

제26회(2009)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큐빅레이저시스템, 한빛레이저, 광주과학기술원 5

제27회(2010) 한국광기술원,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한빛레이저 5

제28회(2011) 에드몬드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포토닉스코리아, 고등광기술원 5

제29회(2012) 에드몬드옵틱스,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 2

제30회(2013)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인하대학교 광기술센터, 제이슨티지, 컨텀디자인코리아

한빛레이저, 글로벌광통신, 한국광기술원, 엘투케이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에드몬드옵틱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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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하계 학술발표회 광고회사 현황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2회(1985) 금강산업, 대륭진공, 부리전기

삼중과학, 서울진공공업

10

제3회(1986) 금강산업, 금성사, LG전선, 기화실업상사,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한전선, 부리전기, 삼성반도체통신

상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서울광학산업, 서울진공공업사

시대정공사, 신한과학, 우양교역, 인성과학

큐닉스, 테라다인,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25

제4회(1987) 금강산업, 기화실업, 대륭진공,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한전선, ㈜덕인

동양종합산업, 브이텍, 삼성항공,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시대전공사

서울진공, 신한과학, 영하산업, 우양교역, 인스텍, 케이티브이, 코리아레이저

큐닉스, 테라다인, 테크익스프레스,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혜성산업

29

제5회(1998) 금상산업, LG전선, 기화실업, 대륭진공, 대한전선, 동원산업, 브이텍, 삼성항공

삼양광학, 삼중과학, 새한산업, 서울광학산업,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 신한과학

영하산업, 우양교역, 케이티브이, 코라아레이저, 테라다인,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한독, 혜성산업

25

제6회(1999) 금강산업, 기화실업, 동원정밀, 브이텍, 상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서울광학기기, 서울진공, 아남정밀, 우양교역, 윈다레이저,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혜성산업

19

제7회(1990) 금강산업, 남일기공, 동원정밀, 명진크리스텍, 브이텍, 삼양광학, 삼중과학

상수상사, 새한산업, 서울광학산업, 쌍용양회, 아남정밀, 우양교역, 윈다레이저

유남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아타고분광

한국전광, 한독, 후지필름

22

제8회(1991) 극동상공, 금강산업, LG전선, 남일기공, 대양과학, 대일시스템, 동원정밀

브이텍, 삼성항공, 삼중과학,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유남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코리아레이저,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후지필름

18

제9회(1992) 극동상공, LG전선, 대양과학,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삼미기술산업

삼성카메라, 삼성항공, 서울광학산업,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테라테크상사

한국가스공업, 한국광학기술개발, 한국전광

15

제10회(1993) 대일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레이저플러스, 삼성항공, 서울광학산업

OMA, 테라테크상사, 한국전광

8

제11회(1994) 브이텍, 삼양무선, OMA, 우양교역, 유남하이텍, 한국전광 6

제12회(1995) 명진크리스텍, 삼성카메라, 삼성항공, 삼중광산업,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현대전자, 현대카메라, 후지필름

9

제13회(1996) 개풍광학, 남일기공, 레이저스펙트라, 삼양무선, 옵트론, 우경전광

우양교역, 큐닉스, 한국아타고분광

9

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14회(1997) 삼양무선, 서울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3

제15회(1998) 명진크리스텍, 베리안테크놀러지, 우양교역,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5

제16회(1999) LG산전,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하나기술, 한국광학기기협회

7

제17회(2000) 대일시스템, 보드테크, 삼지코퍼레이션, 신한광기술, 아이넥서스, 엠텍

이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제일광학시스템,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한백전자, 해동정보통신

14

제18회(2001)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빔텍, 신한광기술

아이넥서스, 안리쓰코퍼레이션, 엘립소테크놀러지, 이텔콤, 제이슨테크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텔레옵틱스

16

제19회(2002)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레이저스펙트라

미래광학, 명진크리스텍, 부원광학, 신한광기술, 안리쓰코퍼레이션, 옵텔콤

이오테크닉스, 제너시스진공기술,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케이텍정보통신

키슬리인스트루먼츠잉크,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18

제20회(2003) 글로벌텍, 나노시스템, 대일시스템, 동우옵트론, 세정 엔지니어링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안리쓰코퍼레이션, 알트소프트, 엘립소테크놀로지

옵텔콤, 조일인터내셔날,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신뢰성기술서비스, 한국전광

16

제21회(2004) 금광, 나노시스템, 남일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사나이시스템

삼중과학, 신한광기술, 알파플러스, 엘립소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제니어스테크놀로지, 중원통상, 진성레이져, 큐빅레이저시스템, 텔레옵틱스

한국전광, KORTherm Science Co., Ltd.

5

제22회(2005) 피에스아이, 네오아크, 포톤데이즈, 큐빅레이져시스템, 한국전광 5

제23회(2006) 큐빅레이져시스템, 명진크리스텍 2

제24회(2007) 명진크리스텍 1

제25회(2008) 퓨쳐싸이언스,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명진크리스텍 4

제26회(2009)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광, 큐빅레이저시스템, 한빛레이저, 광주과학기술원 5

제27회(2010) 한국광기술원, 옵토매직,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한빛레이저 5

제28회(2011) 에드몬드옵틱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전광, 포토닉스코리아, 고등광기술원 5

제29회(2012) 에드몬드옵틱스,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 2

제30회(2013)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인하대학교 광기술센터, 제이슨티지, 컨텀디자인코리아

한빛레이저, 글로벌광통신, 한국광기술원, 엘투케이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에드몬드옵틱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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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31회(2014) 한국요꼬가와전기,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한국광산업진흥회, 위즈옵틱스

한국광기술원,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L2K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10

제32회(2015) L2K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LG이노텍, 리직스 포트로닉스

에드몬드옵틱스, 유니오텍, 대한광통신

7

제33회(2016) L2K 플러스, 한국요꼬가와전기, Laser Quantum, 에드몬드옵틱스, 뷰웍스, 고등광기술연

구소, 팬옵틱스, 세코닉스, 아이앤에이, 악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오테크닉스, 대한

광통신, 파이버프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제34회(2017) L2K 플러스, (주)디투제이, 큐빅, 명진크리스텍, OMA, 뷰웍스, (주)세코닉스, 에스피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제35회(2018) 엘투케이, ㈜삼성전기, ㈜팬옵틱스 ,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 ㈜싸이

펨, ㈜뷰웍스, 투식스코리아, 레이비스(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요꼬가와전기

10

제36회(2019) ㈜엘투케이플러스, SPIE, OSA, ㈜싸이팸, ㈜팬옵틱스, ㈜에스엠텍, 고등광기술연구소, 

㈜성경포토닉스, 케이에스포토닉스㈜, IBS,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에이이노텍, ㈜

래디언트솔루션, ㈜오이솔루션, IDL

16

제37회(2020) ㈜엘투케이플러스, ㈜뷰웍스, ㈜세코닉스, 에스피오㈜, 광주과학기술원, ㈜팬옵틱

스, ㈜지우광기술, ㈜싸이펨, ㈜쎄트렉아이, ㈜메이, ㈜유니오텍

11

표 3-6. 하계 학술발표회 전시회사 현황

횟수(연도) 전시회사 합계

제12회(1997) 대덕광학기기, 동우종합무역, 한국아타고분광 3

제13회(1998)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마스터전자, 명진크리스텍 

제이옵텔콤, 제일기전, 진성레이저시스템, 케이텍정보통신, 한국광학시스템

11

제14회(1999) 남일광학기기,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엘텍인스트루먼트, 이오테크닉스

제일광학시스템, 조일무역, 진성레이저시스템, 케이텍정보통신, 하나기술

10

제35회(2018) ㈜삼성전기, ㈜팬옵틱스, ㈜싸이펨, 한국요꼬가와전기 4

제36회(2019) ㈜에스엠텍, 케이에스포토닉스(주), ㈜팬옵틱스, ㈜싸이팸, ㈜웨이브닉스, ㈜루엔소프트, 

레이저스펙트라,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9

제37회(2020) EAS(이에이에스), 동우옵트론㈜, ㈜싸이펨, ㈜필로포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레이

저스펙트라, ㈜토핀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단법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단단

광학, 피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웨이브닉스, ㈜에스엠텍, TECHLK, ㈜래디언트솔루션, 주

식회사 유니오텍, ㈜남일광학기기, ㈜팬옵틱스, 한국광기술원, 케이에스포토닉스㈜, ㈜

엘투케이플러스, ㈜메이, 한국전광㈜, Q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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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연도) 광고회사 합계

제31회(2014) 한국요꼬가와전기,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한국광산업진흥회, 위즈옵틱스

한국광기술원, 아이앤에이테크놀로지, 삼중과학, 성경포토닉스, L2K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10

제32회(2015) L2K플러스, 큐빅레이저시스템, LG이노텍, 리직스 포트로닉스

에드몬드옵틱스, 유니오텍, 대한광통신

7

제33회(2016) L2K 플러스, 한국요꼬가와전기, Laser Quantum, 에드몬드옵틱스, 뷰웍스, 고등광기술연

구소, 팬옵틱스, 세코닉스, 아이앤에이, 악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오테크닉스, 대한

광통신, 파이버프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제34회(2017) L2K 플러스, (주)디투제이, 큐빅, 명진크리스텍, OMA, 뷰웍스, (주)세코닉스, 에스피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제35회(2018) 엘투케이, ㈜삼성전기, ㈜팬옵틱스 ,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 ㈜싸이

펨, ㈜뷰웍스, 투식스코리아, 레이비스(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요꼬가와전기

10

제36회(2019) ㈜엘투케이플러스, SPIE, OSA, ㈜싸이팸, ㈜팬옵틱스, ㈜에스엠텍, 고등광기술연구소, 

㈜성경포토닉스, 케이에스포토닉스㈜, IBS,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에이이노텍, ㈜

래디언트솔루션, ㈜오이솔루션, IDL

16

제37회(2020) ㈜엘투케이플러스, ㈜뷰웍스, ㈜세코닉스, 에스피오㈜, 광주과학기술원, ㈜팬옵틱

스, ㈜지우광기술, ㈜싸이펨, ㈜쎄트렉아이, ㈜메이, ㈜유니오텍

11

표 3-6. 하계 학술발표회 전시회사 현황

횟수(연도) 전시회사 합계

제12회(1997) 대덕광학기기, 동우종합무역, 한국아타고분광 3

제13회(1998) 남일광학기기,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동우종합무역, 마스터전자, 명진크리스텍 

제이옵텔콤, 제일기전, 진성레이저시스템, 케이텍정보통신, 한국광학시스템

11

제14회(1999) 남일광학기기,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엘텍인스트루먼트, 이오테크닉스

제일광학시스템, 조일무역, 진성레이저시스템, 케이텍정보통신, 하나기술

10

제35회(2018) ㈜삼성전기, ㈜팬옵틱스, ㈜싸이펨, 한국요꼬가와전기 4

제36회(2019) ㈜에스엠텍, 케이에스포토닉스(주), ㈜팬옵틱스, ㈜싸이팸, ㈜웨이브닉스, ㈜루엔소프트, 

레이저스펙트라, ㈜케이오에스, 레이비스㈜

9

제37회(2020) EAS(이에이에스), 동우옵트론㈜, ㈜싸이펨, ㈜필로포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레이

저스펙트라, ㈜토핀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단법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단단

광학, 피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웨이브닉스, ㈜에스엠텍, TECHLK, ㈜래디언트솔루션, 주

식회사 유니오텍, ㈜남일광학기기, ㈜팬옵틱스, 한국광기술원, 케이에스포토닉스㈜, ㈜

엘투케이플러스, ㈜메이, 한국전광㈜, Q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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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7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4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8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5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9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6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2402부•부문별 발전사 241 3장•학술발표회



제3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7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4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8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5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9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6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2402부•부문별 발전사 241 3장•학술발표회



제7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1997년도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9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10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2422부•부문별 발전사 243 3장•학술발표회



제7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1997년도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9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제10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2422부•부문별 발전사 243 3장•학술발표회



제11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2442부•부문별 발전사 245 3장•학술발표회



제11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2442부•부문별 발전사 245 3장•학술발표회



제13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4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2462부•부문별 발전사 247 3장•학술발표회



제13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4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2462부•부문별 발전사 247 3장•학술발표회



제15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6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제17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482부•부문별 발전사 249 3장•학술발표회



제15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16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제17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0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482부•부문별 발전사 249 3장•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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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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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28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17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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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18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201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제30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1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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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한국광학회 202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21세기는 레이저, 광전자, 광의학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광학분야가 첨단사업을 주도할 

것이며, 광학기술은 첨단 과학기술에서 핵심적인 기간 기술로 정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넓혀갈 것이다. 현재 광학 및 광기술은 생의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통신공학, 반도

체공학, 재료가공, 에너지 개발, 군사적 응용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발전과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간

의 기술정보 교환 및 공유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기술계의 유기적인 연계와 연구 분위기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의 국제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광학회에서는 2종류의 학술지와 1종의 홍보지를 

발간하여 왔다. 학술지로는 1990년 3월에 창간된 국문학술지인 ‘한국광학회지’가 있다. 1997

년 3월부터 발간된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cience of Korea(JOSK)’는 국제

적 학술교류 활성화,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Current Optics and Photon-

ics’(COPP)로 학술지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보지로 1997년 1월에 창간된 ‘광학과 기

술’은 2017년까지 73회 발간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K-LIGHT로 변경하여 광 관련 산업체, 

학계 및 유관 기관, 정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광학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발

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학술지 및 홍보지 발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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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술지

4-1-1.  국문학회지: 한국광학회지

1990년 3월 6일 제5회 상임이사회에서 한국광학회의 국문학술지의 제호를 ‘한국광학회지’

로 정하였으며, 표지 도안은 노랑 단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하고 크기는 4×6 배 판으로 결정

하였다. 간행주기는 우선 연 2회(3월, 9월 말)로 하고 투고논문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

간하기로 하였다. 1990년 3월 20일 제6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한국광학회지의 영문명칭을 국문

판은 ‘Hankook Kwanghak Hoeji’ 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도 제5회(연 41회) 상임이사

회(1993년 9월 16일)에서는. 한국광학회지가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인 ISSN 1225-6285

를 부여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도 제13회 이사회(1990년 7월 31일)에서 한국광학회지를 연 4회로 증간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제2권부터는 한국광학회지가 계간인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말 발간)로 발간되었다. 그 후 1996년도 제4회(연 58회) 상임위원회(1996년 4월 25일)에서는 

한국광학회지의 증간 및 체재 개편을 결정하여 1997년 제8권부터는 격월지(짝수 달에 발간)로 

연 6회 발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 동안 선진국의 연구 방법이 지속적으로 도입, 정착됨은 물론 이것이 회원들에게 

확산되고,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의 지원 연구비의 증액과 과학재단이 연구의 집단화를 꾀함에 

따라 회원들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제1권 1호에서 1999년 제10권 6호

까지 총 593편의 논문이 게재될 수 있었다. 1990년 연간 32편이던 논문이 1999년에는 연 86

편으로 증가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게재 논문 편수가 269%로 증가하였다. 초기 10년 동안 

한국광학회지에 가장 논문을 많이 게재하였던 회원은 25편을 발표한 이상수(KAIST) 회원이

며 그 외 이윤우(KRISS, 19편), 김재창(부산대, 18편), 윤태훈(부산대, 18편), 최상삼(KIST, 18

편), 이인원(KRISS, 17편), 홍경희(육군사, 16편) 회원 등이 있다. 20년 동안 한국광학회지의 

발간 현황은 표 4-1에 요약하였고, 그림 4-1에는 발표 논문편수의 증가 현황을 나타내었다.

1998년도 제1회(연 79회) 상임이사회(1998년 3월 27일)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주관

하는 국내학술지 평가를 한국광학회에서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이재형(서울대) 부회장과 관

련 실무진을 주축으로 구성하여 평가사업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1998년도 제2회(연 80회) 상

임위원회(1998년 5월 1일)에서는 학술지평가 준비위원으로 이범구(서강대), 김상열(아주대), 

이민희(인하대), 남기봉(한림대) 회원을 위촉하였다.

1997년도 제12회(연 66회) 상임이사회(1997년 1월 17일)에서는 국문학회지의 영문표기를 

HANKOOK KWANGHAK HOEJI(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Korean Edi-

tion)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도 제13회(연 67회) 상임이사회(1997년 2월 11일)에서는 학

회지 증간 및 영문학회지 창간으로 인하여 인쇄비가 증가하므로 논문게재료를 25,000원/면에

서 30,000원/면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문지와 영문지의 표지 도안을 새로이 선정하

여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7년도 학회지부터 새로이 도안된 표지와 크기로 제작되어 현

재와 같은 학회지가 발행되게 되었다. 1998년도 제5회(연 83회) 상임이사회(1998년 9월 18일)

에서는 한국광학회지(제8권 1호부터)와 영문지인 JOSK(제1권 1호부터)의 초록이 Chemical 

Abstracts에 실리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도 이후에는 회원들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특히 1993년, 1994년에는 초창기의 

2배가 넘는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잠시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1997년에는 2.7배가 넘

는 성과를 보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논문의 국제화 및 편집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었

다. 이후 한국광학회지 영문명칭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 Korea Edi-

tion’이 현 영문학회지 JOSK와 혼돈을 주어 이를 ‘Hankook Kwanghak Hoeji’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2001년 5월 23일부터는 ‘한국광학회지’의 논문심사상황을 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또한 발간되는 논문의 색

인화로 미국 OSA의 OCIS Code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었다.

2002년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 저자로부터 주제

어를 영문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문 논문에서 영문으로 전환하여 JOSK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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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1993년 9월 16일)에서는. 한국광학회지가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인 ISSN 1225-6285

를 부여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도 제13회 이사회(1990년 7월 31일)에서 한국광학회지를 연 4회로 증간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제2권부터는 한국광학회지가 계간인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말 발간)로 발간되었다. 그 후 1996년도 제4회(연 58회) 상임위원회(1996년 4월 25일)에서는 

한국광학회지의 증간 및 체재 개편을 결정하여 1997년 제8권부터는 격월지(짝수 달에 발간)로 

연 6회 발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 동안 선진국의 연구 방법이 지속적으로 도입, 정착됨은 물론 이것이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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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원들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제1권 1호에서 1999년 제10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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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증가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게재 논문 편수가 269%로 증가하였다. 초기 10년 동안 

한국광학회지에 가장 논문을 많이 게재하였던 회원은 25편을 발표한 이상수(KAIST)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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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 KWANGHAK HOEJI(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Korean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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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같은 학회지가 발행되게 되었다. 1998년도 제5회(연 83회) 상임이사회(1998년 9월 18일)

에서는 한국광학회지(제8권 1호부터)와 영문지인 JOSK(제1권 1호부터)의 초록이 Chemical 

Abstracts에 실리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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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한국광학회지 영문명칭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 Korea Edi-

tion’이 현 영문학회지 JOSK와 혼돈을 주어 이를 ‘Hankook Kwanghak Hoeji’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2001년 5월 23일부터는 ‘한국광학회지’의 논문심사상황을 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또한 발간되는 논문의 색

인화로 미국 OSA의 OCIS Code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었다.

2002년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 저자로부터 주제

어를 영문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문 논문에서 영문으로 전환하여 JOSK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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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초청논문(Review Paper)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JOSK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영문지 활

성화를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문지인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편수는 줄어들 수밖

에 없었다. 그림 4-1에 보이듯이 2003년 이후로 한국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수는 점차 줄어 

2009년에는 56편이라는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광학회지를 국문지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본 학회에서는 논문 규정을 검토하

여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9년 편집위원회에서는 국문지 논문 투고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계획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한국광학회지의 영문명을 다시 

‘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성화 방

안을 연구하여 한국광학회지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4-1. 한국광학회지 발간 현황

연도 권 호 간행주기 게재 논문편수

1990 1 1~2호 연 2회(3, 9월) 32

1991 2 1~4호 연 4회(3, 6, 9, 12월) 37

1992 3 1~4호 연 4회(3, 6, 9, 12월) 43

1993 4 1~4호 연 4회(3, 6, 9, 12월) 68

1994 5 1~4호 연 4회(3, 6, 9, 12월) 73

1995 6 1~4호 연 4회(3, 6, 9, 12월) 52

1996 7 1~4호 연 4회(3, 6, 9, 12월) 63

1997 8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9

1998 9 1~4호 연 6회(2, 4, 6, 8, 10, 12월) 71

1999 10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6

2000 11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77

2001 12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1

2002 13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92

2003 14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104

2004 15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90

2005 16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4

연도 권 호 간행주기 게재 논문편수

2006 17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1

2007 18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69

2008 19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67

2009 20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56

2010 21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40

2011 22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43

2012 23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39

2013 24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42

2014 25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39

2015 26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35

2016 27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22

2017 28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42

2018 29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29

2019 30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27

2020 31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37

그림 4-1. 한국광학회지 발표 논문편수 현황

120

100

80

60

40

20

0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3

20
19

20
17

20
12

20
14

20
16

20
20

20
18

단위 : 개

2622부•부문별 발전사 263 4장•학술지 및 홍보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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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영문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舊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한국광학회는 영문학술지로 2017년부터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를 발간

하고 있다. COPP의 전신은 1997년부터 발간된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JOSK)이다. 1996년도 제4회(연 58회) 상임위원회(1996년 4월 25일)에서는 한국광학회의 영

문판 학회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 창간을 결정하였다. 연 2회

(3월, 9월 말)의 주기로 발행되는 영문 학회지의 창간호인 제1권 1호가 1997년 3월 31일자로 

발간되었으며, 창간호에는 2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창간된 후 1999년 12월까지 총 3권(6

호)이 발간되었으며, 3년간 총 5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학회지 편집의 효율성과 발간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JOSK 편집에 있어서는 TeX를 이용한 편집체제로 전환하기

로 하고 원고작성용 서식을 ‘광학과 기술’에 게재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영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제적인 논문초록 관련자료 제공처로 잘 

알려져 있는 INSPEC의 자료에 JOSK의 논문이 등재되게 되었다. 1998년도 제4회(연 82회) 상

임이사회(1998년 7월 15일)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광학회지의 영문초록이 Physics Abstracts

에 등재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1998년도 제5회(연 83회) 상임이사회(1998년 9월 18일)

에서는 JOSK(제1권 1호부터)의 초록이 Chemical Abstracts에 실리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JOSK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Physics Abstracts뿐만 아니라 Chemical Abstracts에 

그 논문의 제목, 저자, 초록 등이 게재되어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영문학회지의 구독률을 높임은 물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도 제

8회(연 86회) 상임이사회(1998년 12월 18일)에서는 JOSK 구독을 희망하는 해외기관 및 개인

에게는 무료로 배포한 뒤 회원가입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도 제10회(연 88회) 상임

이사회(1999년 2월 25일)에서는 해외에서의 JOSK 우송 요청에 대하여 항공우편으로 발송하

기로 결정하였다.

영문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은 이재형(서울대, 1997.3 ~ 1998.2), 이범구(서강대, 1998.3 ~ 

2000.8), 이용희(KAIST, 2000.9 ~ 2004.8), 박승한(연세대, 2004.9 ~ 2007.2), 황보창권 

(인하대, 2007.3 ~ 2009.2), 이병호(서울대, 2009. 3 ~ 2011.2), 이병하(GIST, 2011.2 

~ 2013.2), 오경환(연세대, 2013.3 ~ 2015.2), 신중훈(KAIST, 2015.3 ~ 2017.2), 민범기

(KAIST, 2017.3 ~ 2019.2), 정윤찬(서울대, 2019.3 ~ 현재) 회원이 수고하였다. 초기(1997

년 ~ 2007년)에 편집위원은 한국광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겸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국문

지인 학국광학회지 편집위원과 영문지인 JOSK의 편집위원을 따로 두었다. 또한, 학회지의 국

제화, 세계화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두었으며, 국제 편집자문위원으로

서 J. Jahs(Univ. of Hagen, Germany), G. I. Stegeman(Univ. of Central Florida, USA), 

T. Yatagai(Unov. of Tsukuba, Japan)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영어수정위원으로는 J. B. 

Throwe(Brooklhaven National Lab., USA)를 위촉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JOSK의 SCI등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구체

적인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 중 우수논문에 대해서 영문

논문으로의 전환을 저자에게 의뢰하였으며, 초청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해주기도 하

였다. 또한 2002년 6월과 9월에 발간된 JOSK에서는 Special Issue란 항목을 추가하여 논문

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투고된 논문이 점차 늘어

나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08년 4월에 JOSK

가 SCI에 등재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룰 수 있었으며, JOSK 게재 논문의 양적 증가뿐만 아

니라 질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이범구 회장과 상임이사진의 적극적 지원 하에 당시 JOSK 편집 위원장이었던 이병호 

회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0년부터 JOSK에 게재된 논문을 OSA의 온라인 논문 서비스 시

스템인 Optics InfoBase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JOSK 제1권 1호부터 최근호

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이 OSA Optics InfoBase를 통해 Open Access로 전 세계 연

구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www.opticsinfobase.org) 추진과정에서는 JOSK 논문들

에 대한 XML 파일 생성 프로그램 제작, PDF 데이터베이스 제공, DOI 기탁 등의 정보화 인프

라 서비스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OSA Optics InfoBase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1월 14일부터 불

과 20여 일 만에 논문 다운로드 횟수가 417회나 되어 OSA 측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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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영문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舊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한국광학회는 영문학술지로 2017년부터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를 발간

하고 있다. COPP의 전신은 1997년부터 발간된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JOSK)이다. 1996년도 제4회(연 58회) 상임위원회(1996년 4월 25일)에서는 한국광학회의 영

문판 학회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 창간을 결정하였다. 연 2회

(3월, 9월 말)의 주기로 발행되는 영문 학회지의 창간호인 제1권 1호가 1997년 3월 31일자로 

발간되었으며, 창간호에는 2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창간된 후 1999년 12월까지 총 3권(6

호)이 발간되었으며, 3년간 총 5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학회지 편집의 효율성과 발간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JOSK 편집에 있어서는 TeX를 이용한 편집체제로 전환하기

로 하고 원고작성용 서식을 ‘광학과 기술’에 게재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영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제적인 논문초록 관련자료 제공처로 잘 

알려져 있는 INSPEC의 자료에 JOSK의 논문이 등재되게 되었다. 1998년도 제4회(연 82회) 상

임이사회(1998년 7월 15일)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광학회지의 영문초록이 Physics Abstracts

에 등재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1998년도 제5회(연 83회) 상임이사회(1998년 9월 18일)

에서는 JOSK(제1권 1호부터)의 초록이 Chemical Abstracts에 실리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JOSK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Physics Abstracts뿐만 아니라 Chemical Abstracts에 

그 논문의 제목, 저자, 초록 등이 게재되어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영문학회지의 구독률을 높임은 물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도 제

8회(연 86회) 상임이사회(1998년 12월 18일)에서는 JOSK 구독을 희망하는 해외기관 및 개인

에게는 무료로 배포한 뒤 회원가입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도 제10회(연 88회) 상임

이사회(1999년 2월 25일)에서는 해외에서의 JOSK 우송 요청에 대하여 항공우편으로 발송하

기로 결정하였다.

영문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은 이재형(서울대, 1997.3 ~ 1998.2), 이범구(서강대, 1998.3 ~ 

2000.8), 이용희(KAIST, 2000.9 ~ 2004.8), 박승한(연세대, 2004.9 ~ 2007.2), 황보창권 

(인하대, 2007.3 ~ 2009.2), 이병호(서울대, 2009. 3 ~ 2011.2), 이병하(GIST, 2011.2 

~ 2013.2), 오경환(연세대, 2013.3 ~ 2015.2), 신중훈(KAIST, 2015.3 ~ 2017.2), 민범기

(KAIST, 2017.3 ~ 2019.2), 정윤찬(서울대, 2019.3 ~ 현재) 회원이 수고하였다. 초기(1997

년 ~ 2007년)에 편집위원은 한국광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겸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국문

지인 학국광학회지 편집위원과 영문지인 JOSK의 편집위원을 따로 두었다. 또한, 학회지의 국

제화, 세계화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두었으며, 국제 편집자문위원으로

서 J. Jahs(Univ. of Hagen, Germany), G. I. Stegeman(Univ. of Central Florida, USA), 

T. Yatagai(Unov. of Tsukuba, Japan)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영어수정위원으로는 J. B. 

Throwe(Brooklhaven National Lab., USA)를 위촉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JOSK의 SCI등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구체

적인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 중 우수논문에 대해서 영문

논문으로의 전환을 저자에게 의뢰하였으며, 초청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해주기도 하

였다. 또한 2002년 6월과 9월에 발간된 JOSK에서는 Special Issue란 항목을 추가하여 논문

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투고된 논문이 점차 늘어

나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08년 4월에 JOSK

가 SCI에 등재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룰 수 있었으며, JOSK 게재 논문의 양적 증가뿐만 아

니라 질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이범구 회장과 상임이사진의 적극적 지원 하에 당시 JOSK 편집 위원장이었던 이병호 

회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0년부터 JOSK에 게재된 논문을 OSA의 온라인 논문 서비스 시

스템인 Optics InfoBase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JOSK 제1권 1호부터 최근호

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이 OSA Optics InfoBase를 통해 Open Access로 전 세계 연

구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www.opticsinfobase.org) 추진과정에서는 JOSK 논문들

에 대한 XML 파일 생성 프로그램 제작, PDF 데이터베이스 제공, DOI 기탁 등의 정보화 인프

라 서비스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OSA Optics InfoBase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1월 14일부터 불

과 20여 일 만에 논문 다운로드 횟수가 417회나 되어 OSA 측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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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 이를 통한 COPP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횟수가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톰슨 로이터사의 Web of Science 통계에 따르면, SCIE 논문지인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의 2019년 Impact Factor는 0.761이고, 전 세계 광학 분야 총 97개 Journal 

중 상위 86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발간 현황은 표 4-2와 같다. 그림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로 특히 국제적으로도 수준있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발표된 논문 역시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부터 한국광학회는 기존 영문학회지 명칭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을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의 JOSK 명칭이 가지고 있던 일국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위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한 노력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호부터 국내외의 우수한 광학 연구 성과를 수록한 COPP를 

발간하는 중이다.

표 4-2. Current Optics and Photonics(舊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발간현황

연도 권 호 간행주기 게재 논문편수

1997 1 1~2호 연 2회(3, 9월) 22

1998 2 1~2호 연 2회(3, 9월) 16

1999 3 1~2호 연 2회(3, 9월) 16

2000 4 1~2호 연 2회(3, 9월) 21

2001 5 1~4호 연 4회(3, 6, 9, 12월) 25

2002 6 1~4호 연 4회(3, 6, 9, 12월) 28

2003 7 1~4호 연 4회(3, 6, 9, 12월) 47

2004 8 1~4호 연 4회(3, 6, 9, 12월) 29

2005 9 1~4호 연 4회(3, 6, 9, 12월) 34

2006 10 1~4호 연 4회(3, 6, 9, 12월) 30

2007 11 1~4호 연 4회(3, 6, 9, 12월) 35

2008 12 1~4호 연 4회(3, 6, 9, 12월) 62

2009 13 1~4호 연 4회(3, 6, 9, 12월) 78

2010 14 1~4호 연 4회(3, 6, 9, 12월) 67

2011 15 1~4호 연 4회(3, 6, 9, 12월) 67

2012 16 1~4호 연 4회(3, 6, 9, 12월) 72

2013 17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4

2014 18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118

2015 19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95

2016 20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106

2017 1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2

2018 2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0

2019 3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77

2020 4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67

2003년에는 논문편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다

시 2008년 이후로 극적인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JOSK가 SCI에 등재된 영향이 큰 것으로 여

겨진다. 영문학회지 COPP(舊 JOSK)의 국제화, 영문교정 및 편집관리를 엄격히 하여 논문체

재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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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 이를 통한 COPP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횟수가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톰슨 로이터사의 Web of Science 통계에 따르면, SCIE 논문지인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의 2019년 Impact Factor는 0.761이고, 전 세계 광학 분야 총 97개 Journal 

중 상위 86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발간 현황은 표 4-2와 같다. 그림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로 특히 국제적으로도 수준있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발표된 논문 역시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부터 한국광학회는 기존 영문학회지 명칭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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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OSK 명칭이 가지고 있던 일국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위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한 노력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호부터 국내외의 우수한 광학 연구 성과를 수록한 COP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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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urrent Optics and Photonics(舊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발간현황

연도 권 호 간행주기 게재 논문편수

1997 1 1~2호 연 2회(3, 9월) 22

1998 2 1~2호 연 2회(3, 9월) 16

1999 3 1~2호 연 2회(3, 9월) 16

2000 4 1~2호 연 2회(3, 9월) 21

2001 5 1~4호 연 4회(3, 6, 9, 12월) 25

2002 6 1~4호 연 4회(3, 6, 9, 12월) 28

2003 7 1~4호 연 4회(3, 6, 9, 12월) 47

2004 8 1~4호 연 4회(3, 6, 9, 12월) 29

2005 9 1~4호 연 4회(3, 6, 9, 12월) 34

2006 10 1~4호 연 4회(3, 6, 9, 12월) 30

2007 11 1~4호 연 4회(3, 6, 9, 12월) 35

2008 12 1~4호 연 4회(3, 6, 9, 12월) 62

2009 13 1~4호 연 4회(3, 6, 9, 12월) 78

2010 14 1~4호 연 4회(3, 6, 9, 12월) 67

2011 15 1~4호 연 4회(3, 6, 9, 12월) 67

2012 16 1~4호 연 4회(3, 6, 9, 12월) 72

2013 17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4

2014 18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118

2015 19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95

2016 20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106

2017 1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2

2018 2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80

2019 3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77

2020 4 1~6호 연 6회(2, 4, 6, 8, 10, 12월) 67

2003년에는 논문편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다

시 2008년 이후로 극적인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JOSK가 SCI에 등재된 영향이 큰 것으로 여

겨진다. 영문학회지 COPP(舊 JOSK)의 국제화, 영문교정 및 편집관리를 엄격히 하여 논문체

재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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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보지(舊 광학과 기술, 現 K-LIGHT)

한국광학회 창간 후 초창기 때 비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가 중단된 News Letter를 정기적

인 한국광학회의 홍보잡지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1996년도 제4회 상

임위원회(1996년 4월 25일)에서 학회소식 등을 홍보하는 학회지의 출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곧바로 1996년도 제5회(연 59회) 상임위원회(1996년 5월 18일)에서는 학회소식의 홍보와 회

원들 간의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 홍보지의 발간을 위한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

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에 신상영(KAIST), 간사에 심종인(한양대) 회원을 위촉하여 홍보지

의 발간을 추진하였다.

‘광학과 기술’지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권이 발간되었고, 광산업 전문매거진을 표

방하며 산업체, 학계 및 유관기관, 정부, 일반인을 상대로 광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발전

에 기여하고자 2018년 1월 15일 창간된 K-Light는 3개 기관(한국광학회·한국광학기기산업협

회·한국광산업진흥회)간 업무협약(2017년 11월 2일 MOU 체결)을 바탕으로 2018년 3회(1, 3, 

6월) 공동 발간되었다. 2018년 6월호를 마지막으로 3개 기관 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4월호는 한국광학회 단독 발행, 2019년 7월호부터는 한국광학회·한국광산업진흥회가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발간의 형태로 발행해 오고 있다. 1997년 1월 한국광학회 창간 8년 만에 

드디어 한국광학회의 홍보잡지가 ‘광학과 기술(영문명칭: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로 발간되는 ‘광학과 기술’에는 주로 학

회 및 회원동정, 기술동향, 산업계 소식 등이 수록되며, 이를 통해서 회원들간 기술정보의 교

환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기술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룩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가교적

인 역할을 하였다.

2000년부터는 1, 4, 7, 10월에 총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에 13권 4호를 발행하

였다. 지난 10년간 출간된 ‘광학과 기술’을 살펴보면 역대 광학과 기술 편집위원들이 ‘광학과 기

술’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잡지가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내

용을 보면, 발행 당시에 관심의 대상인 광학이나 광기술분야를 회원들이 알기 쉽게 관련 전문

가들의 글을 특집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신 국내외 연구동향과 유익한 도서 그리고 광 관련 우

수 산업체 등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학생회원들을 위해서는 수식 없는 광학 코너를 만

들어 기본적인 광학적 지식을 기초부터 응용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광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을 위해서는 ‘빛과 함께’라는 코너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광학적 현상이나 광기술 등을 쉬

운 설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광학과 기술’은 앞으로도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광학회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회원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시키며 한

국광학회를 타 분야에 알리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표 4-3. ‘광학과 기술’지의 발간 현황

연도 권 호 간행주기 총면수(쪽) 비고

1997 1 1~2호 연 2회(1, 7월) 183

1998 2 1~2호 연 2회(1, 7월) 222

1999 3 1~2호 연 2회(1, 7월) 177

2000 4 1~2호 연 2회(1, 7월) 176

2001 5 1~4호 연 4회(1, 4, 7, 10월) 345

2002 6 1~4호 연 4회(1, 4, 7, 10월) 269

2003 7 1~4호 연 4회(1, 4, 7, 10월) 330

2004 8 1~4호 연 4회(1, 4, 7, 10월) 224

2005 9 1~4호 연 4회(1, 4, 7, 10월) 246

2006 10 1~4호 연 4회(1, 4, 7, 10월) 224

그림 4-2. COPP(舊 JOSK)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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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국광산업진흥회)간 업무협약(2017년 11월 2일 MOU 체결)을 바탕으로 2018년 3회(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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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해서는 ‘빛과 함께’라는 코너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광학적 현상이나 광기술 등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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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광학과 기술’지의 발간 현황

연도 권 호 간행주기 총면수(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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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 호 간행주기 총면수(쪽) 비고

2007 11 1~4호 연 4회(1, 4, 7, 10월) 256 3, 4호 11월 발행

2008 12 1~4호 연 4회(1, 4, 7, 10월) 310

2009 13 1~4호 연 4회(1, 4, 7, 10월) 300

2010 14 1~4호 연 4회(1, 4, 7, 10월) 272

2011 15 1~4호 연 4회(1, 4, 7, 10월) 264

2012 16 1~4호 연 4회(1, 4, 7, 10월) 272

2013 17 1~4호 연 4회(1, 4, 7, 10월) 254

2014 18 1~4호 연 4회(1, 4, 7, 10월) 178

2015 19 1~4호 연 4회(1, 4, 7, 10월) 143

2016 20 1~4호 연 4회(1, 4, 7, 10월) 168

2017 21 1호 연 1회(1월) 40 1호 1월 발행

2018 1 1~3호 연 3회(1, 3, 5월) 352 K-LIGHT로 명칭 변경

2019 2 1~3호 연 4회(4, 7, 10월) 216

2020 3 1~4호 연 4회(1, 4, 7, 10월) 286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연구자, 기술원들이 만나는 장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다

른 지역의 연구동향과 기술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연구개발의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당사자는 자신의 위상을 점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광학회는 학회 초창기부터 국제광학회의 등 국제학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였다. 이로써 광학회는 선진 학문 경향과 기술을 접하고 학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가운

데,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광학계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광학회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학회의 발전된 위상을 보이면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5-1. 제21회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의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raphy & Photonics

1989년 학회가 창립된 후 1990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당시에 유치 가능한 국제학술대회를 조사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

의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의는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

랑하는 국제회의로 한국은 1968년 토론토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후, 1982년 샌디

에고 회의에서 정식으로 가입되어 현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캠브리지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자회의에서 제20차 회의(1992년) 장소를 캐나

다의 빅토리아로, 제21차 회의(1994년) 장소를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결정하고 제22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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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 호 간행주기 총면수(쪽) 비고

2007 11 1~4호 연 4회(1, 4, 7, 10월) 256 3, 4호 11월 발행

2008 12 1~4호 연 4회(1, 4, 7, 10월) 310

2009 13 1~4호 연 4회(1, 4, 7, 10월) 300

2010 14 1~4호 연 4회(1, 4, 7, 10월) 272

2011 15 1~4호 연 4회(1, 4, 7, 10월) 264

2012 16 1~4호 연 4회(1, 4, 7, 10월) 272

2013 17 1~4호 연 4회(1, 4, 7, 10월) 254

2014 18 1~4호 연 4회(1, 4, 7, 10월) 178

2015 19 1~4호 연 4회(1, 4, 7, 10월) 143

2016 20 1~4호 연 4회(1, 4, 7, 10월) 168

2017 21 1호 연 1회(1월) 40 1호 1월 발행

2018 1 1~3호 연 3회(1, 3, 5월) 352 K-LIGHT로 명칭 변경

2019 2 1~3호 연 4회(4, 7, 10월) 216

2020 3 1~4호 연 4회(1, 4, 7, 10월) 286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연구자, 기술원들이 만나는 장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다

른 지역의 연구동향과 기술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연구개발의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당사자는 자신의 위상을 점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광학회는 학회 초창기부터 국제광학회의 등 국제학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였다. 이로써 광학회는 선진 학문 경향과 기술을 접하고 학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가운

데,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광학계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광학회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학회의 발전된 위상을 보이면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5-1. 제21회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의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raphy & Photonics

1989년 학회가 창립된 후 1990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당시에 유치 가능한 국제학술대회를 조사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

의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속촬영 및 광자공학 국제회의는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

랑하는 국제회의로 한국은 1968년 토론토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후, 1982년 샌디

에고 회의에서 정식으로 가입되어 현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캠브리지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자회의에서 제20차 회의(1992년) 장소를 캐나

다의 빅토리아로, 제21차 회의(1994년) 장소를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결정하고 제22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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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 연방이 붕

괴된 후 러시아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94년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가 어렵

게 되어, 1992년 캐나다회의에서 94년 제21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제22차 회의는 미국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학회로서는 학회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과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으나, 김 웅 조직위원장을 비

롯하여 박승한 간사 등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대덕에 있는 과학문화센터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회 개최기간 동안 기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속영상기술의 연소공학에의 적용’과 ‘자동차 충돌 실

험에서의 고속촬영 기술’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촬영 기술 응용 work-

shop”을 개최하여 산·학 협동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4년 8월 28일 ~ 9월 2일, 대덕과학문화센터/호텔 롯데

후원기관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교육보험

국제교류재단, 기아자동차, 대전직할시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 웅(연세대)

•위  원: 강광남(과기연), 김민곤(외국어대)

            문정기(기계연), 박승한(연세대)

            이은수(국과연), 이제선(V-TEK)

            권오석(록히드), E.J. Button(외국어대)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4년 8월 30일 ~ 9월 1일, 호텔 롯데 사파이어 볼룸

전시업체 Hadland Photonics Ltd., Visual Technology Systems Cordin

Princeton Intruments Inc., Hewlett-Packard Co.

Lambda Physik/Coherent, Weinberger AG, Hammamatsu Photonics K.K. 

Redlake Cameras Eastman Kodak Co.

Samsung Aerospace Ind., NAC Inc. (12개 업체)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255명

•논문발표: 202편

5-2. 제17차 세계광학대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The 17th Congress of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ICO-17)

한국은 1975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제10차 ICO총회(1975.8)에서 ICO 가입이 정

식으로 승인되었다. ICO총회는 주로 서구, 구소련,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1990년 9월 4일 상임이사회에서 ICO-17(’96) 유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대

회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1991년 2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는 우선적

으로 1994년 ICO Topical Meeting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CO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ICO-17개최 유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1992

년 3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1993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제16차 ICO 총회에서 선진국에서만 개최하는 추세에서 탈피해서 개도국에

서도 총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ICO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제17차 세계광

학대회(ICO-17)를 한국 대전에서 열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6년 8월 19일 ~ 23일, 리베라 호텔(유성)

후원기관 학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대전광역시 
KAIST, LG전자, 대우중공업, 삼성전자(이상 국내), OSA, SPIE, IEEE/LEOS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UNESCO, Korea/Chinese Friendship Association
(이상 국외)

조직위원회 •대  회  장: 이상수(KAIST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김 웅(연세대)
•간  사  장: 김병윤(KAIST)
   간       사 : 박승한(연세대), 이용희(KA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장준성(서울대)
•간  사  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 남창희(KAIST), 이수영(KAIST)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6년 8월 19일 ~ 22일, 리베라 호텔 사비성 갤러리

전시업체 MJL Crystek Inc., WooYang Trading Co., Dong Woo Trading Co.
Seoul Optical Industrial Co., Korea Electro-Optics Co., Samsung
Aerospace Laser Spectronix, Carl Zeiss, Korus Laser Co., Optical
Research Associates FiberPro, Optron Co., Korea Lasertronix Inc.
Seoul Optical Co., OSA, IEEE/LEOS, SPIE, Kumi Trading Co. (이상 15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33              •참가인원: 538명              •논문발표: 43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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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 연방이 붕

괴된 후 러시아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94년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가 어렵

게 되어, 1992년 캐나다회의에서 94년 제21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제22차 회의는 미국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학회로서는 학회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과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으나, 김 웅 조직위원장을 비

롯하여 박승한 간사 등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대덕에 있는 과학문화센터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회 개최기간 동안 기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속영상기술의 연소공학에의 적용’과 ‘자동차 충돌 실

험에서의 고속촬영 기술’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촬영 기술 응용 work-

shop”을 개최하여 산·학 협동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4년 8월 28일 ~ 9월 2일, 대덕과학문화센터/호텔 롯데

후원기관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교육보험

국제교류재단, 기아자동차, 대전직할시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 웅(연세대)

•위  원: 강광남(과기연), 김민곤(외국어대)

            문정기(기계연), 박승한(연세대)

            이은수(국과연), 이제선(V-TEK)

            권오석(록히드), E.J. Button(외국어대)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4년 8월 30일 ~ 9월 1일, 호텔 롯데 사파이어 볼룸

전시업체 Hadland Photonics Ltd., Visual Technology Systems Cordin

Princeton Intruments Inc., Hewlett-Packard Co.

Lambda Physik/Coherent, Weinberger AG, Hammamatsu Photonics K.K. 

Redlake Cameras Eastman Kodak Co.

Samsung Aerospace Ind., NAC Inc. (12개 업체)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255명

•논문발표: 202편

5-2. 제17차 세계광학대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The 17th Congress of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ICO-17)

한국은 1975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제10차 ICO총회(1975.8)에서 ICO 가입이 정

식으로 승인되었다. ICO총회는 주로 서구, 구소련,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1990년 9월 4일 상임이사회에서 ICO-17(’96) 유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대

회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1991년 2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는 우선적

으로 1994년 ICO Topical Meeting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CO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ICO-17개최 유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1992

년 3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1993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제16차 ICO 총회에서 선진국에서만 개최하는 추세에서 탈피해서 개도국에

서도 총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ICO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제17차 세계광

학대회(ICO-17)를 한국 대전에서 열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6년 8월 19일 ~ 23일, 리베라 호텔(유성)

후원기관 학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대전광역시 
KAIST, LG전자, 대우중공업, 삼성전자(이상 국내), OSA, SPIE, IEEE/LEOS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UNESCO, Korea/Chinese Friendship Association
(이상 국외)

조직위원회 •대  회  장: 이상수(KAIST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김 웅(연세대)
•간  사  장: 김병윤(KAIST)
   간       사 : 박승한(연세대), 이용희(KA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장준성(서울대)
•간  사  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 남창희(KAIST), 이수영(KAIST)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6년 8월 19일 ~ 22일, 리베라 호텔 사비성 갤러리

전시업체 MJL Crystek Inc., WooYang Trading Co., Dong Woo Trading Co.
Seoul Optical Industrial Co., Korea Electro-Optics Co., Samsung
Aerospace Laser Spectronix, Carl Zeiss, Korus Laser Co., Optical
Research Associates FiberPro, Optron Co., Korea Lasertronix Inc.
Seoul Optical Co., OSA, IEEE/LEOS, SPIE, Kumi Trading Co. (이상 15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33              •참가인원: 538명              •논문발표: 43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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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2회 광전자 및 통신 학술대회
 The 2n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OECC ’97)

광통신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 미국의 OFC(Optical Fiber Communications)와 유럽의 

ECOC(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nications)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만 개최되다가 처음으로 아시아-오세아

니아 지역 국제학술대회인 OECC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7년 7월 9일 ~ 11일, COEX 태평양관 1, 2홀

후원기관 정보통신부, 전자신문사, 한국통신, 대우통신

대한전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SG Controls

조직위원회 •위원장: 백운출(광주과기원), 이용경(한국통신)

•간사장: 이용탁(광주과기원)

•프로그램위원장: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국제자문위원장: T. Izawa(NTT, 일본)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7년 7월 8일 ~ 11일, COEX 태평양관 1, 2홀

전시업체 한국통신, 대우통신, 대한전선, LG전선

LG정보통신, 삼성전자, Lucent Korea, FiberPro

한국HP, 삼우통신, 세보텔레콤, 베타인스트루먼트

성우교역, 히로세코리아, UTO, 제이옵텔콤, 태양기연

LiTek, 서울일렉트론, 두일, 명진크리스텍, 한일계전

한국광통신, 선인통신, 오리엔트 텔레콤, 액산, STEL

테라테크, 부일, 태석상사, 대원유화, 신코, IT, Santec

USFOT, Oxford, Eigenlight, NEL, Lasermike, Sumitomo

Optical Cable, Photon Kinetics & York Technology, OCP

Diamond SA, Alcatel Optronics, E-Tek, General Photonics

Melcor, Dr. Lutz Pickelmann GMBH, JDS Fitel, Photonetics

Lightwave Electronics, Corning, Ericsson, Oplink Communication

Aurora Instrument, Fibercore, Nortech Fibronics, Profile

Akzo Nobel, Fujikura, Haktronics, King Fisher, Takachiro Sangyo

Huber-Suhner, SG Controls, Shin-Etsu Chem, Heathway

Caballe s.a., Toyo Chem, Neturen, C.I. KASEI

Okamoto KASEI, Toyo Tanso, Stanelco Products, Kobe Steel

DSM DESOTECH, AIXTRON, KARL SUSS

(이상 80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693명

•논문발표: 338편

5-4. 제1회 아시안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The 1st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98)

레이저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서 미국의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CLEO(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와 유럽의 Euro-Opto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중국과 일

본, 두 나라만이 국제적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일·중 레이저 심포지엄)를 2년마다 개최하다

가 이를 아시안 태평양 지역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하여 그 이름을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로 정하였다. 제1회 APLS ’98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치하기로 1996년 제7회 상

임이사회(8.2)에서 결정하여, 한·중·일 관계자와 협의하여 한국개최가 결정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8년 4월 27일 ~ 29일, 제주 그랜드호텔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

•공동주관: 일본레이저학회, 중국광학회

•후원기관: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효근(광주과기원)

•프로그램위원장: 공홍진(한국과학기술원)

•국제자문위원장: 이상수(한국과학기술원), Guoguang Mu(Namkai U., China)

                       Hisao Oka(Mitsubishi Elec. Co., Japan)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4              •참가인원: 59명              •논문발표: 4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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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2회 광전자 및 통신 학술대회
 The 2n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OECC ’97)

광통신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 미국의 OFC(Optical Fiber Communications)와 유럽의 

ECOC(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nications)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만 개최되다가 처음으로 아시아-오세아

니아 지역 국제학술대회인 OECC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7년 7월 9일 ~ 11일, COEX 태평양관 1, 2홀

후원기관 정보통신부, 전자신문사, 한국통신, 대우통신

대한전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SG Controls

조직위원회 •위원장: 백운출(광주과기원), 이용경(한국통신)

•간사장: 이용탁(광주과기원)

•프로그램위원장: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국제자문위원장: T. Izawa(NTT, 일본)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7년 7월 8일 ~ 11일, COEX 태평양관 1, 2홀

전시업체 한국통신, 대우통신, 대한전선, LG전선

LG정보통신, 삼성전자, Lucent Korea, FiberPro

한국HP, 삼우통신, 세보텔레콤, 베타인스트루먼트

성우교역, 히로세코리아, UTO, 제이옵텔콤, 태양기연

LiTek, 서울일렉트론, 두일, 명진크리스텍, 한일계전

한국광통신, 선인통신, 오리엔트 텔레콤, 액산, STEL

테라테크, 부일, 태석상사, 대원유화, 신코, IT, Santec

USFOT, Oxford, Eigenlight, NEL, Lasermike, Sumitomo

Optical Cable, Photon Kinetics & York Technology, OCP

Diamond SA, Alcatel Optronics, E-Tek, General Photonics

Melcor, Dr. Lutz Pickelmann GMBH, JDS Fitel, Photonetics

Lightwave Electronics, Corning, Ericsson, Oplink Communication

Aurora Instrument, Fibercore, Nortech Fibronics, Profile

Akzo Nobel, Fujikura, Haktronics, King Fisher, Takachiro Sangyo

Huber-Suhner, SG Controls, Shin-Etsu Chem, Heathway

Caballe s.a., Toyo Chem, Neturen, C.I. KASEI

Okamoto KASEI, Toyo Tanso, Stanelco Products, Kobe Steel

DSM DESOTECH, AIXTRON, KARL SUSS

(이상 80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693명

•논문발표: 338편

5-4. 제1회 아시안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The 1st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98)

레이저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서 미국의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CLEO(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와 유럽의 Euro-Opto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중국과 일

본, 두 나라만이 국제적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일·중 레이저 심포지엄)를 2년마다 개최하다

가 이를 아시안 태평양 지역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하여 그 이름을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로 정하였다. 제1회 APLS ’98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치하기로 1996년 제7회 상

임이사회(8.2)에서 결정하여, 한·중·일 관계자와 협의하여 한국개최가 결정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8년 4월 27일 ~ 29일, 제주 그랜드호텔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

•공동주관: 일본레이저학회, 중국광학회

•후원기관: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효근(광주과기원)

•프로그램위원장: 공홍진(한국과학기술원)

•국제자문위원장: 이상수(한국과학기술원), Guoguang Mu(Namkai U., China)

                       Hisao Oka(Mitsubishi Elec. Co., Japan)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4              •참가인원: 59명              •논문발표: 4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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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13차 국제 광섬유센서 학술발표회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OFS-13)

OFS 학술대회는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회, 

호주가 1회 개최한 경력이 있다. 다음 개최지를 물색하던 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은 1999

년 제13차 OFS 학술대회 개최지로 한국을 지목하였으며, 한국광학회에서도 아직은 유치가 어려

운 실정이나 국내 개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

로 개최된 OFS-13에서는 25개국으로부터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146편의 논문을 발

표하였으며, 국내 광섬유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4월 13일 ~ 16일, 경주 현대호텔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

•공동주관: 한국광학회, 일본 IEICE

•후원기관: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도남시스템, 대우고등 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조직위원회 •대회장: 김병윤(KAIST)                •간사: 전민용(ETRI), 이병호(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Kazuo Hotate(일본 동경대)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9년 4월 13일 ~ 16일, 경주 현대호텔

전시업체 IONAS AIS(Denmark), Micron Optics Inc.(USA), Innovative Fibers Inc.

(Canada), AFC Technologies Inc.(Canada), Fiberon Inc.(USA)

도남시스템(한국), 명진크리스텍(한국), Tera Tech Corp.(한국) (이상 8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5              •참가인원: 284명              •논문발표: 146편

5-6. 제4회 아시아 자유전자레이저 심포지엄 및
 한·러 국제공동세미나
  The 4th Asian Symposium on Free Electron Lasers and Korea-Russian Joint
 Seminar on High-Power FELs(AFEL ’99)

AFEL(Asian Symposium on Free Electron Lasers)은 매 2년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국제 자유전자레이저 학술회의이다. 1997년 1월 20일 ~ 24일 오사카

의 자유전자레이저연구소에서 제3회 AFEL이 개최되었으며, 개최기간 중 열린 운영위원회에

서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1999년에 열릴 제4회 학술대회의 개최지로 한국의 대전이 선정

되었다. 본 대회와 함께 한·러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하여 그동안 한국

과 러시아에서 수행되었던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6월 8일 ~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

후원기관 한국과학재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종민(KAERI)

•위   원: G. Kulipanov(러시아), T. Tomimasu(일본), J. Xie(중국) 등 22명

•지역 조직위원회: 최은하(광운대), 이병철(KAERI), 한상준(중앙대) 등 19명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가인원: 110명(국내 70명, 국외 40명)

•논문발표: 91편(구두 30, 포스터 59)

5-7. ’99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CLEO/PR ’99)

CLEO/PR ’99는 1996년 제6회 상임이사회(6.15)에서 논의하여 유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레

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제3차 회의인 CLEO/Pacific Rim ’99의 개최지는 1996년 

6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운영

위원회에서 토의되었다. 후보지역은 한국, 중국 및 인도이었으며, 이의 심의결과 우리나라 서

울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회의의 개최여건이 유리하고 또한 최근 레이저 및 광전자 산업이 급

격히 성장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한국광학회가 제출한 CLEO/Pacific Rim ’99 계획안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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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13차 국제 광섬유센서 학술발표회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OFS-13)

OFS 학술대회는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회, 

호주가 1회 개최한 경력이 있다. 다음 개최지를 물색하던 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은 1999

년 제13차 OFS 학술대회 개최지로 한국을 지목하였으며, 한국광학회에서도 아직은 유치가 어려

운 실정이나 국내 개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

로 개최된 OFS-13에서는 25개국으로부터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146편의 논문을 발

표하였으며, 국내 광섬유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4월 13일 ~ 16일, 경주 현대호텔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

•공동주관: 한국광학회, 일본 IEICE

•후원기관: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도남시스템, 대우고등 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조직위원회 •대회장: 김병윤(KAIST)                •간사: 전민용(ETRI), 이병호(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Kazuo Hotate(일본 동경대)

<전시회>

기간 및 장소 1999년 4월 13일 ~ 16일, 경주 현대호텔

전시업체 IONAS AIS(Denmark), Micron Optics Inc.(USA), Innovative Fibers Inc.

(Canada), AFC Technologies Inc.(Canada), Fiberon Inc.(USA)

도남시스템(한국), 명진크리스텍(한국), Tera Tech Corp.(한국) (이상 8개사)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5              •참가인원: 284명              •논문발표: 146편

5-6. 제4회 아시아 자유전자레이저 심포지엄 및
 한·러 국제공동세미나
  The 4th Asian Symposium on Free Electron Lasers and Korea-Russian Joint
 Seminar on High-Power FELs(AFEL ’99)

AFEL(Asian Symposium on Free Electron Lasers)은 매 2년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국제 자유전자레이저 학술회의이다. 1997년 1월 20일 ~ 24일 오사카

의 자유전자레이저연구소에서 제3회 AFEL이 개최되었으며, 개최기간 중 열린 운영위원회에

서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1999년에 열릴 제4회 학술대회의 개최지로 한국의 대전이 선정

되었다. 본 대회와 함께 한·러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하여 그동안 한국

과 러시아에서 수행되었던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6월 8일 ~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

후원기관 한국과학재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종민(KAERI)

•위   원: G. Kulipanov(러시아), T. Tomimasu(일본), J. Xie(중국) 등 22명

•지역 조직위원회: 최은하(광운대), 이병철(KAERI), 한상준(중앙대) 등 19명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가인원: 110명(국내 70명, 국외 40명)

•논문발표: 91편(구두 30, 포스터 59)

5-7. ’99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The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CLEO/PR ’99)

CLEO/PR ’99는 1996년 제6회 상임이사회(6.15)에서 논의하여 유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레

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제3차 회의인 CLEO/Pacific Rim ’99의 개최지는 1996년 

6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운영

위원회에서 토의되었다. 후보지역은 한국, 중국 및 인도이었으며, 이의 심의결과 우리나라 서

울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회의의 개최여건이 유리하고 또한 최근 레이저 및 광전자 산업이 급

격히 성장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한국광학회가 제출한 CLEO/Pacific Rim ’99 계획안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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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17일 일본 치바시 마쿠라히에서 개최된 CLEO/Pacific Rim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CLEO/Pacific Rim 운영위원회로부터 개최지의 결정통보에 따라 한국광학회는 CLEO/

Pacific Rim ’99 개최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한국광학회는 물론 한국

전자공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및 한국통신학회의 레이저 및 광전자 분야의 전문가

들이 대거 참가하는 성공적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8월 30일 ~ 9월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후원기관 IEICE, JSAP, LEOS, OSA, KOM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이상수(KAIST), 이주희(경희대)

•운영위원장: 최상삼(KIST), 강민호(KT)

•프로그램위원장: 이일항(ETRI), 이재형(서울대)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6

•참가인원: 820명

•논문발표: 688편

5-8. 제1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1(IPTC 2001)

국제 광자기술 학술대회(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IPTC )는 광

자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한국 광기술의 기술 및 산

업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적인 광기술의 집약지로 도약한 광주에서 2001년도에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

‘광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미국·영국·러시아·대만 등 8개국 136

개 업체가 참여, 450여 개 광산업 관련 품목을 출품한 이 학술회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

를 떠받칠 핵심 기반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광기술을 비롯하여 비즈니스의 대향연을 보여주었

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북미광산업협회(OIDA)·일본광산업기술진흥협회(OITDA)·미국광학회

(OSA)·국제광기술학회(SPIE)·영국광학회(SOA) 등 해외 광 관련 협회 및 학회의 후원이 돋보

여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시 분야로는 광통신과 광정밀기기·광원 및 광전소자·광소재·광정보기기 등 광산업과 연관

된 업종이 중심이 되었으며, 참여업체는 당초 주최 측이 목표한 100개 업체 160개 부스를 크게 

초과한 119개사로 이들은 195개 부스에서 45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일본·

미국·영국·러시아·대만 등 7개국 17개 업체 및 기관(23개 부스)이 참여해 국내 및 해외의 최신 광

기술과 응용분야별 제품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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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17일 일본 치바시 마쿠라히에서 개최된 CLEO/Pacific Rim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CLEO/Pacific Rim 운영위원회로부터 개최지의 결정통보에 따라 한국광학회는 CLEO/

Pacific Rim ’99 개최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한국광학회는 물론 한국

전자공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및 한국통신학회의 레이저 및 광전자 분야의 전문가

들이 대거 참가하는 성공적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1999년 8월 30일 ~ 9월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후원기관 IEICE, JSAP, LEOS, OSA, KOM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이상수(KAIST), 이주희(경희대)

•운영위원장: 최상삼(KIST), 강민호(KT)

•프로그램위원장: 이일항(ETRI), 이재형(서울대)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6

•참가인원: 820명

•논문발표: 688편

5-8. 제1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1(IPTC 2001)

국제 광자기술 학술대회(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IPTC )는 광

자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한국 광기술의 기술 및 산

업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적인 광기술의 집약지로 도약한 광주에서 2001년도에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

‘광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미국·영국·러시아·대만 등 8개국 136

개 업체가 참여, 450여 개 광산업 관련 품목을 출품한 이 학술회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

를 떠받칠 핵심 기반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광기술을 비롯하여 비즈니스의 대향연을 보여주었

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북미광산업협회(OIDA)·일본광산업기술진흥협회(OITDA)·미국광학회

(OSA)·국제광기술학회(SPIE)·영국광학회(SOA) 등 해외 광 관련 협회 및 학회의 후원이 돋보

여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시 분야로는 광통신과 광정밀기기·광원 및 광전소자·광소재·광정보기기 등 광산업과 연관

된 업종이 중심이 되었으며, 참여업체는 당초 주최 측이 목표한 100개 업체 160개 부스를 크게 

초과한 119개사로 이들은 195개 부스에서 45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일본·

미국·영국·러시아·대만 등 7개국 17개 업체 및 기관(23개 부스)이 참여해 국내 및 해외의 최신 광

기술과 응용분야별 제품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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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C 2001에서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할버트 크뢰머 교수가 ‘21세

기 한국의 선택, 광산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미국 광학회 던컨 T 모어 전임회장

과 일본 광산업진흥회 사토시 이시하라 전임회장이 해외 광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미국 

AT&T의 팅커 리 수석연구원, 중국과학원 쳰링후이 원사, 한국광학회 신상영 회장 등이 분야

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으며, 일본 알프스, 러시아 리듐얼리먼트, 한국 레이져스텍

트라 등 유명업체의 신기술 발표 및 세미나와 투자유치 설명회도 함께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1년 9월 12일 ~ 14일, 광주 비엔날레 홀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 산업자원부 · 광주시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Society of Laser Processing(KSLP)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KIE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KIC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JIS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OIDA), Optoelec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OITDA),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PIDA),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COEMA),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

   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원택(K-JIST)

•위  원: C. J. Kim(KAERI), S. H. Park(Yonsei Univ.), S. J. Lee(KAPID)

             K. B. Chung(Hongik Univ.), C. K. Hwangbo(Inha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4              •참가인원: 250명              •논문발표: 11편

5-9. 제2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2(IPTC 2002)

2001년에 이어 제2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과 달

리 제2회 학술회의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였고,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

여 그 개막을 알렸다. 제1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 참

가하는 국가가 조금 늘었다. 이 학술회의는 광산업 집적화단지 활성화와 광 관련 전문고급인

력 유치, 광산업체의 수출 및 금융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2년 9월 5일 ~ 8일, 서울 COEX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한국무역협회(KITA)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Society of Laser Processing,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Optoelec-

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 Sub Chung(Chonnam Nat’l Univ.)

•총   무: Jeong Weon Wu(Ewha Womans Univ.)

•프로그램위원장: Yong Hee Lee(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204명              •논문발표: 17편

5-10. 제3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3(IPTC 2003)

제2회와 마찬가지로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논문편수에서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참가인원이 약간 줄어 주춤거리는 경향은 있지만, 학술회의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았으며, 연구의 업적 및 논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3월 9월 2일 ~ 5일

서울 COEX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Jae Chang Kim(Pusan Nat’l Univ.)

•총   무: Nam Kim(Chungbuk Nat’l Univ.)

•프로그램위원장: Sang Youl Kim(Ajou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169명

•논문현황: 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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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C 2001에서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할버트 크뢰머 교수가 ‘21세

기 한국의 선택, 광산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미국 광학회 던컨 T 모어 전임회장

과 일본 광산업진흥회 사토시 이시하라 전임회장이 해외 광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미국 

AT&T의 팅커 리 수석연구원, 중국과학원 쳰링후이 원사, 한국광학회 신상영 회장 등이 분야

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으며, 일본 알프스, 러시아 리듐얼리먼트, 한국 레이져스텍

트라 등 유명업체의 신기술 발표 및 세미나와 투자유치 설명회도 함께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1년 9월 12일 ~ 14일, 광주 비엔날레 홀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 산업자원부 · 광주시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Society of Laser Processing(KSLP)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KIE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KIC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JIS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OIDA), Optoelec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OITDA),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PIDA),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COEMA),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

   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원택(K-JIST)

•위  원: C. J. Kim(KAERI), S. H. Park(Yonsei Univ.), S. J. Lee(KAPID)

             K. B. Chung(Hongik Univ.), C. K. Hwangbo(Inha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4              •참가인원: 250명              •논문발표: 11편

5-9. 제2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2(IPTC 2002)

2001년에 이어 제2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과 달

리 제2회 학술회의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였고,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

여 그 개막을 알렸다. 제1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 참

가하는 국가가 조금 늘었다. 이 학술회의는 광산업 집적화단지 활성화와 광 관련 전문고급인

력 유치, 광산업체의 수출 및 금융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2년 9월 5일 ~ 8일, 서울 COEX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한국무역협회(KITA)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Society of Laser Processing,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Optoelec-

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 Sub Chung(Chonnam Nat’l Univ.)

•총   무: Jeong Weon Wu(Ewha Womans Univ.)

•프로그램위원장: Yong Hee Lee(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204명              •논문발표: 17편

5-10. 제3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3(IPTC 2003)

제2회와 마찬가지로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논문편수에서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참가인원이 약간 줄어 주춤거리는 경향은 있지만, 학술회의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았으며, 연구의 업적 및 논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3월 9월 2일 ~ 5일

서울 COEX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Jae Chang Kim(Pusan Nat’l Univ.)

•총   무: Nam Kim(Chungbuk Nat’l Univ.)

•프로그램위원장: Sang Youl Kim(Ajou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169명

•논문현황: 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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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제4회 아시아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The 4th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2004)

레이저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서 미국의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CLEO(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와 유럽의 Euro-Opto는 이미 20여 년 전

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국제적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일·중 레이저 심포지엄)를 2년마다 개최하다가 이를 아시안 태평양 지역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하여 그 이름을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로 정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APLS ’98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4년 3월 1일 ~ 6일, 용평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Laser Society of Japan, Chinese Optical Society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 Kim(Busan Univ.)

•프로그램위원장:  Hong-Jin Kong(KAIST, Korea), Zunqi Lin(SIOM, China)

                       Mitsuo Maeda(Kyushu Univ, Japan)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9

•참가인원: 200명

•논문현황: 100편

5-12. 제8회 근접장나노광학회의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ar-Field Nano Optics & Related Tech-

nique (NFO-8)

1980년대 중반 국소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근접장(Near-Field)이 실험적으로 측정되었

고, 이는 궁극적으로 회절한계를 넘어서는 공간 분해능으로 광학적인 정보를 저장 및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적 현상은 고전광학이론으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

음이 실험결과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학이론들이 요구되었다. 결

국, 근접장을 실용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근접장 광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이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근접장광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 Besançon(1992년), 미국 Ra-

leigh(1993년), 체코 Brno(1995년), 이스라엘 Jerusalem(1997년), 일본 Shirahama(1998년), 

네덜란드 Twente(2000년), 미국 Rochester(2002년)에서 총 7차례의 근접장광학(NFO)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제8회 근접장광학 국제학술대회는 19개국에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소

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2004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제8회 국제학술대회에

서는 근접장광학에 관련된 근본적인 원리부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의 응용에 관련된 242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

울러 이들 중 선별된 47개의 내용들은 한국물리학회지(Journal of Korean Physics Society)

를 통해 출판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4년 9월 5일 ~ 9일, 서울 롯데호텔

후원기관 서울대학교 BK21 물리프로그램, 과학기술부,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재단, Korea National Tourism 

Foundation, Ambassada de France en Coree, 삼성전자, LG전자

광주과학기술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남일광학, 우양교역, PSIA, JKP Insturments, 상기교역

조직위원회 •위 원 장: Wonho Jhe(Seoul Nat’l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300명              •논문발표: 242편

5-13. 제10회 광전자 및 통신 학술회의
   The 10th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OECC 2005)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제학술대회인 OECC를 1997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에 이어

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OECC 2005에서는 72편의 초청논문을 포함하여 총 

44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조 연설에는 3명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을 초청하였

다. 2005년은 OECC 1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OECC 발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일

본 JSPS의 K. Iga 교수(현 동경공대 총장)를 특별히 초청하여 “VCSELs and Nanophot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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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제4회 아시아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The 4th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2004)

레이저 관련 전문 학술대회로서 미국의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CLEO(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와 유럽의 Euro-Opto는 이미 20여 년 전

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국제적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일·중 레이저 심포지엄)를 2년마다 개최하다가 이를 아시안 태평양 지역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하여 그 이름을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로 정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APLS ’98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4년 3월 1일 ~ 6일, 용평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Laser Society of Japan, Chinese Optical Society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 Kim(Busan Univ.)

•프로그램위원장:  Hong-Jin Kong(KAIST, Korea), Zunqi Lin(SIOM, China)

                       Mitsuo Maeda(Kyushu Univ, Japan)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9

•참가인원: 200명

•논문현황: 100편

5-12. 제8회 근접장나노광학회의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ar-Field Nano Optics & Related Tech-

nique (NFO-8)

1980년대 중반 국소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근접장(Near-Field)이 실험적으로 측정되었

고, 이는 궁극적으로 회절한계를 넘어서는 공간 분해능으로 광학적인 정보를 저장 및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적 현상은 고전광학이론으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

음이 실험결과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학이론들이 요구되었다. 결

국, 근접장을 실용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근접장 광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이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근접장광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 Besançon(1992년), 미국 Ra-

leigh(1993년), 체코 Brno(1995년), 이스라엘 Jerusalem(1997년), 일본 Shirahama(1998년), 

네덜란드 Twente(2000년), 미국 Rochester(2002년)에서 총 7차례의 근접장광학(NFO)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제8회 근접장광학 국제학술대회는 19개국에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소

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2004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제8회 국제학술대회에

서는 근접장광학에 관련된 근본적인 원리부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의 응용에 관련된 242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

울러 이들 중 선별된 47개의 내용들은 한국물리학회지(Journal of Korean Physics Society)

를 통해 출판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4년 9월 5일 ~ 9일, 서울 롯데호텔

후원기관 서울대학교 BK21 물리프로그램, 과학기술부,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재단, Korea National Tourism 

Foundation, Ambassada de France en Coree, 삼성전자, LG전자

광주과학기술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남일광학, 우양교역, PSIA, JKP Insturments, 상기교역

조직위원회 •위 원 장: Wonho Jhe(Seoul Nat’l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19              •참가인원: 300명              •논문발표: 242편

5-13. 제10회 광전자 및 통신 학술회의
   The 10th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OECC 2005)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제학술대회인 OECC를 1997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에 이어

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OECC 2005에서는 72편의 초청논문을 포함하여 총 

44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조 연설에는 3명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을 초청하였

다. 2005년은 OECC 1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OECC 발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일

본 JSPS의 K. Iga 교수(현 동경공대 총장)를 특별히 초청하여 “VCSELs and Nanophot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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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and Impact to OECC Community”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또한 Celion Networks의 R. W. Tkach 박사의 “The Changing Long-Distance Market 

and Its Impact in Equipment Suppliers”라는 강연과 당시 한국 동명대 총장인 양승택교수님

의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Its Impact on Technology”라는 주제의 강연이 함께 열

렸다. 그리고 “Optical Interconnectons”, “Plastic Optical Fibers”, “Displays”에 관한 세 가

지의 Special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본 회의 바로 전날에는 “Fiber-To-The-Home”에 관

한 Workshop이 열렸다.

당시 기조연설과 초청논문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외부의 평가가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본 

학술회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또한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7월 4일 ~ 8일, 서울 COEX Convention Center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KIE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KICS)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Sang-Yung Shin(KA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Chang-Min Kim(Univ. Seoul), Yong-Hee Lee(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4

•참가인원: 600명

•논문현황: 448편

5-14. 제4회 광자기술 국제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5(IPTC 2005)

2005년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광자기술 국제학술회의를 앞으로는 이

곳에서 개최하도록 협의가 되었다. 서울에 두드러지게 집중된 국제학술회의를 지방으로 분산

시킴으로써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내의 다양한 면

모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5회 광자기술 국제학술회의는 주최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맡았고, 주관은 한국광학회가 

유일하게 맡아 개최되었다. 2004년과 달리 2005년에는 후원기관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큰 행사가 되었다. 논문발표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록을 

세웠지만, 그 질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보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9월 6일 ~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In Won Lee(KRISS)

•총   무: Jong Ung Lee(Chongju Univ.)

•프로그램위원장: Kyo-Nang Chung(Hongik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200명              •논문발표: 12편

5-15. 아시아태평양 국제광통신학술대회
   Asia-Pacific Optical Communications 2006(APOC 2006)

APOC 2006 국제학술회의는 미국의 SPIE와 중국 광학회가 2001년도에 창설한 광통신 분

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그 동안 중국의 북경, 상해, 우한 등에서 개최되었

으나, 2006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국내외 광통

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교류와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광기

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광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광산업의 세계시장동향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자동차 응용분야, 초정밀가공 레이저, 유비쿼터스 센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광원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신기술과의 복합·융합형태로 기술이 변화하고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

를 보여주었다. 특히 LED분야와 저에너지·친환경 등의 영향으로 태양에너지 분야에 대한 많

은 관심을 보여주어 향후 국내의 광산업 분야 중 특히 광통신과 디스플레이, 바이오와 의료, 생

명과학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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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and Impact to OECC Community”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또한 Celion Networks의 R. W. Tkach 박사의 “The Changing Long-Distance Market 

and Its Impact in Equipment Suppliers”라는 강연과 당시 한국 동명대 총장인 양승택교수님

의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Its Impact on Technology”라는 주제의 강연이 함께 열

렸다. 그리고 “Optical Interconnectons”, “Plastic Optical Fibers”, “Displays”에 관한 세 가

지의 Special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본 회의 바로 전날에는 “Fiber-To-The-Home”에 관

한 Workshop이 열렸다.

당시 기조연설과 초청논문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외부의 평가가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본 

학술회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또한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7월 4일 ~ 8일, 서울 COEX Convention Center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KIE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KICS)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Sang-Yung Shin(KA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Chang-Min Kim(Univ. Seoul), Yong-Hee Lee(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4

•참가인원: 600명

•논문현황: 448편

5-14. 제4회 광자기술 국제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5(IPTC 2005)

2005년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광자기술 국제학술회의를 앞으로는 이

곳에서 개최하도록 협의가 되었다. 서울에 두드러지게 집중된 국제학술회의를 지방으로 분산

시킴으로써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내의 다양한 면

모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5회 광자기술 국제학술회의는 주최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맡았고, 주관은 한국광학회가 

유일하게 맡아 개최되었다. 2004년과 달리 2005년에는 후원기관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큰 행사가 되었다. 논문발표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록을 

세웠지만, 그 질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보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9월 6일 ~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In Won Lee(KRISS)

•총   무: Jong Ung Lee(Chongju Univ.)

•프로그램위원장: Kyo-Nang Chung(Hongik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200명              •논문발표: 12편

5-15. 아시아태평양 국제광통신학술대회
   Asia-Pacific Optical Communications 2006(APOC 2006)

APOC 2006 국제학술회의는 미국의 SPIE와 중국 광학회가 2001년도에 창설한 광통신 분

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그 동안 중국의 북경, 상해, 우한 등에서 개최되었

으나, 2006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국내외 광통

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교류와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광기

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광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광산업의 세계시장동향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자동차 응용분야, 초정밀가공 레이저, 유비쿼터스 센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광원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신기술과의 복합·융합형태로 기술이 변화하고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

를 보여주었다. 특히 LED분야와 저에너지·친환경 등의 영향으로 태양에너지 분야에 대한 많

은 관심을 보여주어 향후 국내의 광산업 분야 중 특히 광통신과 디스플레이, 바이오와 의료, 생

명과학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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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9월 6일 ~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후원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OSK)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

Chinese Optical Society(CO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KICS),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KAPID)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Jae Chang Kim(Pusan National Univ., Korea)

                 Bingkun Zhou(Tsinghua University, China)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Yun C. Chung(KAIST, Korea)

                                 Chaohui Ye

                                 (Wuhan Nat’ I Lab for Optoelectronics, China)

                                 Masatoshi Suzuki

                                 (KDDI, Japan)

                                 Klaus Petermann

                                 (Technical Univ. of Berlin, Germany)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4              •참가인원: 680명              •논문발표: 630편

5-16. 제7회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The 7th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CLEO/Pacific Rim 2007)

2007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무역전시관(COEX) 아셈 센터에서 제7회 환태평양 레

이저 전기-광학 학회(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Pacific Rim: CLEO-PR 

’07)가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CLEO 학회의 위성 학회로서 2년마다 한 번

씩 아시아 환태평양 연안국에서 돌아가며 개최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1999년에 이어 두 번

째로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7년 8월 26일 ~ 31일, 서울 COEX 그랜드 볼룸

주관 및 후원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OSK),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JSAP),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IEICE)-Electronics Society/Communications 

Society, Japan, IEEE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LEOS)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Jai-Hyung Lee(Seoul National Univ.)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Chang Hee Nam(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              •참가인원: 967명              •논문발표: 783편

5-17. 제6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7(IPTC 2007)

제6회를 맞이하는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에는 참여논문이나 참여 연구원들의 실적이 미비

하였으나 사업체들의 후원 및 전시회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7년 9월 4일 ~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Min Hee Lee(Inha Univ.)        •총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Yun. C. Chung(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65명

•논문발표: 12편

5-18. 제7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8(IPTC 2008)

제7회를 맞이하는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이틀간 광자기술에 관련된 논문발표회 및 전시회가 열렸으며, 160여 명의 관

련 연구원들의 참여와 더불어 국제적인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8년 9월 23일 ~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Bum Ku Rhee(Sogang Univ.)

•총  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Kyunghwan Oh(Yonsei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160명              •논문발표: 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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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및 장소 2005년 9월 6일 ~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후원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OSK)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

Chinese Optical Society(CO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IEEK)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KICS),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KAPID)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Jae Chang Kim(Pusan National Univ., Korea)

                 Bingkun Zhou(Tsinghua University, China)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Yun C. Chung(KAIST, Korea)

                                 Chaohui Ye

                                 (Wuhan Nat’ I Lab for Optoelectronics, China)

                                 Masatoshi Suzuki

                                 (KDDI, Japan)

                                 Klaus Petermann

                                 (Technical Univ. of Berlin, Germany)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4              •참가인원: 680명              •논문발표: 630편

5-16. 제7회 레이저 및 광전자 환태평양 국제회의
   The 7th Pacific Rim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CLEO/Pacific Rim 2007)

2007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무역전시관(COEX) 아셈 센터에서 제7회 환태평양 레

이저 전기-광학 학회(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Pacific Rim: CLEO-PR 

’07)가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CLEO 학회의 위성 학회로서 2년마다 한 번

씩 아시아 환태평양 연안국에서 돌아가며 개최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1999년에 이어 두 번

째로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7년 8월 26일 ~ 31일, 서울 COEX 그랜드 볼룸

주관 및 후원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OSK),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JSAP),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IEICE)-Electronics Society/Communications 

Society, Japan, IEEE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LEOS)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Jai-Hyung Lee(Seoul National Univ.)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Chang Hee Nam(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2              •참가인원: 967명              •논문발표: 783편

5-17. 제6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7(IPTC 2007)

제6회를 맞이하는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에는 참여논문이나 참여 연구원들의 실적이 미비

하였으나 사업체들의 후원 및 전시회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7년 9월 4일 ~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Min Hee Lee(Inha Univ.)        •총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Yun. C. Chung(KAIST)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65명

•논문발표: 12편

5-18. 제7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8(IPTC 2008)

제7회를 맞이하는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이틀간 광자기술에 관련된 논문발표회 및 전시회가 열렸으며, 160여 명의 관

련 연구원들의 참여와 더불어 국제적인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8년 9월 23일 ~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Bum Ku Rhee(Sogang Univ.)

•총  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 및 편집위원장: Kyunghwan Oh(Yonsei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5              •참가인원: 160명              •논문발표: 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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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The 4th Asian and Pacific Rim Symposium on Bio-

photonics (APBP2009)

APB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바이오포토닉스 분야 연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2009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APBP에서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ptical 

Microscopy & Nanoscopy, 분광학, Photonic Therapeutics, 분자/세포 이미징과 처리, 생의

학 응용에서의 Diffuse Optics, 나노바이오포토닉스, 광학 센싱, 생명과학을 위한 과학기기와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의 15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5월 27일 ~ 29일

제주 신라호텔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KOIA, APRI, GIST, GMSE

Chungbuk BIT Research-Oriented Univ. Consortium

Intelligent System Research Division, KIST, SeongKeong Photonics

HANA ENG. Co., Huentek Co.

Fovice Co., Ainnotech Inc.

조직위원회 • 위원장: Kim Beop-Min(Korea Univ.), Byeong Ha Lee(GIST)

• 총  무: Kim Beop-Min(Korea Univ.)

• 프로그램위원장: Byeong Ha Lee(GIST)

5-20. The 7th Asia Pacific Near-Field Optics Conference

APNFO-7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Motoichi Ohtsu 교수, Wonho Jhe 교수, 

Nikolay Zheludev 교수의 Plenary Talk이 있었으며, 초청강연이 18개가 진행되었고, 54개의 

Oral Presentations과 68개의 Poster Presentations이 발표되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

수한 논문발표를 통해 참가한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근접장 광학 분야에서 회절한계극복, 나

노 크기 수준에서의 빛과 물질간의 상호작용, 나노구조체의 제조 및 분석 등에 관한 새로운 이

론 및 현상들에 관한 기술과 새로운 연구주제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11월 25일 ~ 27일

제주 컨벤션센터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

• 후원기관: PRC for Neuro-Science & Technology

   BK21, Global 5-5-10, Quantum Metamaterials Research Center

   NCRC for Active Plasmonics Applications Systems

   Center for Nano Optical Imaging Systems

   Ultrashort Quantum Beam Facility

   Park Systems Corp., NT-MDT Co.

조직위원회 •위  원  장: Seung-Han Park(Yonsei University, Korea)

•조직위원장: Dug-Young Kim(GIST)

•프로그램위원장: Byoungho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7

•참가인원: 183명

•논문발표: 136편

5-21. 제8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9(IPTC 2009)

2009년 개최된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는 광주시가 주최한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와 연

계하여 함으로써 더욱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10월 13일 ~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SLP,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KIC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Optoelec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Cheol-Jung Kim(KAERI)

•총  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위원장: Kyungwon An(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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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The 4th Asian and Pacific Rim Symposium on Bio-

photonics (APBP2009)

APB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바이오포토닉스 분야 연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2009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APBP에서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ptical 

Microscopy & Nanoscopy, 분광학, Photonic Therapeutics, 분자/세포 이미징과 처리, 생의

학 응용에서의 Diffuse Optics, 나노바이오포토닉스, 광학 센싱, 생명과학을 위한 과학기기와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의 15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5월 27일 ~ 29일

제주 신라호텔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KOIA, APRI, GIST, GMSE

Chungbuk BIT Research-Oriented Univ. Consortium

Intelligent System Research Division, KIST, SeongKeong Photonics

HANA ENG. Co., Huentek Co.

Fovice Co., Ainnotech Inc.

조직위원회 • 위원장: Kim Beop-Min(Korea Univ.), Byeong Ha Lee(GIST)

• 총  무: Kim Beop-Min(Korea Univ.)

• 프로그램위원장: Byeong Ha Lee(GIST)

5-20. The 7th Asia Pacific Near-Field Optics Conference

APNFO-7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Motoichi Ohtsu 교수, Wonho Jhe 교수, 

Nikolay Zheludev 교수의 Plenary Talk이 있었으며, 초청강연이 18개가 진행되었고, 54개의 

Oral Presentations과 68개의 Poster Presentations이 발표되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

수한 논문발표를 통해 참가한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근접장 광학 분야에서 회절한계극복, 나

노 크기 수준에서의 빛과 물질간의 상호작용, 나노구조체의 제조 및 분석 등에 관한 새로운 이

론 및 현상들에 관한 기술과 새로운 연구주제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11월 25일 ~ 27일

제주 컨벤션센터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Optical Society of Korea

• 후원기관: PRC for Neuro-Science & Technology

   BK21, Global 5-5-10, Quantum Metamaterials Research Center

   NCRC for Active Plasmonics Applications Systems

   Center for Nano Optical Imaging Systems

   Ultrashort Quantum Beam Facility

   Park Systems Corp., NT-MDT Co.

조직위원회 •위  원  장: Seung-Han Park(Yonsei University, Korea)

•조직위원장: Dug-Young Kim(GIST)

•프로그램위원장: Byoungho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7

•참가인원: 183명

•논문발표: 136편

5-21. 제8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09(IPTC 2009)

2009년 개최된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는 광주시가 주최한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와 연

계하여 함으로써 더욱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09년 10월 13일 ~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OSK), KSLP,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KIC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Optoelec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Phot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OSA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Cheol-Jung Kim(KAERI)

•총  무: Sang Bae Lee(KIST)

•프로그램위원장: Kyungwon An(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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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9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10(IPTC 2010)

2010년 개최된 제9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대회는 예년과 같이 광주에 소재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틀간 광자기술과 관련된 논문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하여 국내외 광

산업의 흐름과 기술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0년 4월 13일 ~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병윤(KAIST)

•총   무: 이상배(KIST)

•프로그램위원장: 안경원(서울대학교)

5-23. 제7회 아시안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The 7th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2010)

아시안 태평양 지역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레이저 관련 전문 학술대회인 아시아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움(APLS)은 2004년 한국에서 두번째로 개최되었고 2010년 제7회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다시 유치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0년 5월 11일 ~ 15일, 제주 KAL호텔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LSJ, COS, AOS, NSCT, ILA, OSSV, UST, CXRC, APRI, KAERI 

KAIST, MLDRC, KIST Photonics Research Lab.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

   CSNC, RIBS, Center for Subwavelength Optics, CMPL, KRISS Division

   of Industrial Metrology, IPNT, KIMM, NT-IT-Fusion Technology Institute

   EO Technics, CVI Melles Griot, EO Edmund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종민(APRI, GIST)

•총   무: 남창희(KAIST)

•프로그램위원장: 이재형(서울대학교)

5-24.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Plasmon 

Photonics (SPP5)

SPP(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Plasmon Photonics) 국제 표면-플라즈몬 

rnr국제학술회의는 표면-플라즈몬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

을 제시하고, 다학제간의 국제적 학술 교류를 활성화함은 물론, 표면-플라즈몬 분야와 화학, 

물리, 나노 등의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학문적, 기술적 발전 도모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1년 5월 15일 ~ 20일

부산 BEXCO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위원장: D. S.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총   무: B. H. Lee(Seoul National Univ.)

            T. I. Jeon(Korea Maritime Univ.)

•프로그램위원장: Q-Han Park(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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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및 장소 2010년 4월 13일 ~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광학회, KSLP, KIEE, IEEK, KICS, K-GIST, ETRI

               OIDA, OITDA, PIDA, COEMA, OSA, SPIE, SOA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병윤(KAIST)

•총   무: 이상배(KIST)

•프로그램위원장: 안경원(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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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 국제 학술대회는 유럽, 아시아, 미주에서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PP 분야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계

적인 학회로 도약하고 있다. 2011년 SPP-5 개최를 위해 2009년 암스테르담에서 중국,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여 국내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45

개국 300명 이상의 외국 학자와 200명가량의 국내 학자, 총 500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5-25. 제10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11(IPTC 2011)

제10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에서는 광통신과 광소자, 광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광자기술 

분야의 학술발표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광산업 관련 국내 연구원 및 광산 업체의 국

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1년 10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및 주관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위원장: 윤태훈(부산대)

•총   무: 김칠민(서강대)

•프로그램위원장: 정영주(GIST)

5-26. 제17회 광전자 및 통신학술대회 

 The 17th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OECC 2012)

1997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광통신 분야 전문 

국제 학술회의 OECC는 2012년 세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총 41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그 중 349편이 발표되었으며 4개의 Plenary Talk과 6개의 Tutorial 및 96개의 초청 구두 발

표가 있었다. 이외에도 2개의 심포지움과 3개의 워크샵, 그리고 Industrial Session도 병행하

여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2년 7월 2일 ~ 6일, 부산 BEXCO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관광공사, 부산컨벤션뷰로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Min Kim(Univ.of Seoul), Yun C. Chung(KAIST)

•총   무: Yongchul Chung(Kwangwoon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30

•참가인원: 550명

•논문현황: 349편

5-27. NBSIS 2013 

 The 1st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NBSIS 2013)

제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노-바이오 센싱과 나노-바이오 이미징 및 분광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와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동향 등에 관하여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장

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센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센서학회, 한국광학회, 한국바이오 칩학회가 

공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여러 조직위원, 운영위원, 그리

고 프로그램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과 2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3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3개의 Plenary Talk과 7개의 초청 강연 및 45개의 구두발표와 96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3년 2월 20일 ~ 2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협력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센서학회, SPIE

•협력기관: 한국광학회(OSK), 한국바이오칩학회

• 후원기관: NAND, H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uto Industial Co. Ltd., ETRI

               Alpha Science Corporation Korea

               OBB corporation

조직위원회 • 위원장:  Shin Won Kang(Kyungpook National Univ.)

            Seung-Han Park (Yonsei Univ.)

            Luke P. Lee(U. C. Berkeley)

•총   무: Hyung-Gi Byun(Kangwon National Univ.)

•프로그램위원장: Ki-Bong Song(ETRI)

2922부•부문별 발전사 293 5장•국제학술대회



SPP 국제 학술대회는 유럽, 아시아, 미주에서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PP 분야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계

적인 학회로 도약하고 있다. 2011년 SPP-5 개최를 위해 2009년 암스테르담에서 중국,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여 국내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45

개국 300명 이상의 외국 학자와 200명가량의 국내 학자, 총 500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5-25. 제10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 2011(IPTC 2011)

제10회 국제 광자기술 학술회의에서는 광통신과 광소자, 광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광자기술 

분야의 학술발표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광산업 관련 국내 연구원 및 광산 업체의 국

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1년 10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및 주관기관 •주최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주관기관: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위원장: 윤태훈(부산대)

•총   무: 김칠민(서강대)

•프로그램위원장: 정영주(GIST)

5-26. 제17회 광전자 및 통신학술대회 

 The 17th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OECC 2012)

1997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광통신 분야 전문 

국제 학술회의 OECC는 2012년 세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총 41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그 중 349편이 발표되었으며 4개의 Plenary Talk과 6개의 Tutorial 및 96개의 초청 구두 발

표가 있었다. 이외에도 2개의 심포지움과 3개의 워크샵, 그리고 Industrial Session도 병행하

여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2년 7월 2일 ~ 6일, 부산 BEXCO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후원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관광공사, 부산컨벤션뷰로

조직위원회 •위원장: Chang-Min Kim(Univ.of Seoul), Yun C. Chung(KAIST)

•총   무: Yongchul Chung(Kwangwoon Univ.)

참가인원 및

논문발표

•참 가 국: 30

•참가인원: 550명

•논문현황: 349편

5-27. NBSIS 2013 

 The 1st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NBSIS 2013)

제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노-바이오 센싱과 나노-바이오 이미징 및 분광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와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동향 등에 관하여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장

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센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센서학회, 한국광학회, 한국바이오 칩학회가 

공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여러 조직위원, 운영위원, 그리

고 프로그램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과 2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3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3개의 Plenary Talk과 7개의 초청 강연 및 45개의 구두발표와 96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3년 2월 20일 ~ 2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협력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센서학회, SPIE

•협력기관: 한국광학회(OSK), 한국바이오칩학회

• 후원기관: NAND, H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uto Industial Co. Ltd., ETRI

               Alpha Science Corporation Korea

               OBB corporation

조직위원회 • 위원장:  Shin Won Kang(Kyungpook National Univ.)

            Seung-Han Park (Yonsei Univ.)

            Luke P. Lee(U. C. Berkeley)

•총   무: Hyung-Gi Byun(Kangwon National Univ.)

•프로그램위원장: Ki-Bong Song(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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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NBSIS 2015 

 The 2nd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NBSIS 2015)

제2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바이오 칩학회가 공

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 4분의 Plenary Talk과 7

개의 초청강연 및 45개의 구두발표와 들과 2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주 컨벤션 센터에서 3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3개의 Plenary Talk과 51개

의 초청 강연을 포함한 82개의 구두발표와 42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2월 25일 ~ 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협력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SPIE

•협력기관: 한국센서학회, 한국바이오칩학회

• 후원기관: BK21+/IPAP(Yonsei Univ.), ETRI, GIST, BK21+(Hanyang Univ.) 

ERC Center for Integrated Human Sensing System(Hanyang Univ.)        

LG Innotekv

조직위원회 •위원장: Seung-Han Park(Yonsei Univ.)

•총   무: Min Gon Kim(Gwangju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프로그램위원장: Donghyun Kim(Yonsei Univ.)

5-29.  2015 레이저 및 광통신 환태평양 국제학술대회 CLEO-PR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sers and Eletro-Optics Pacific Rim

CLEO-PR 2015는 레이저 물리에서부터 시스템 공학과 응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레

이저와 광전자공학 관련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권위있

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세계 빛의 해인 2015년에 부산 BECXCO에서 개최된 CLEO-PR에는 

31개국에서 960명이 참가하였으며, 레이저와 Elecrto-Optics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

한 훌륭한 Platform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CLEO-PR 2015 개최를 통하여 광전자 및 통신, 레이저 분야의 학술발표 및 전시를 통하

여 국내 우수한 인력의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연구자들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국외에

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자들에

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선진 기술동향을 직접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광학 및 광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

CLEO-PR 2015에서는 학술 발표뿐 아니라 제품 전시회도 병행되었으며, 국내에서 개발

한 제품의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우리 기술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빛의 행 연계 행사로 진행된 IYL특

강 개최는 각종 포스터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되었으며, 참가자와 국외 석학간

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8월 24일 ~ 28일, 부산 BEXCO

주최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OSA, IEICE/ES, IEICE/CS, JSAP,

   The Korean Physical Society/Optics and Quantum Electronic

   Division(KPS/OQ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Photonics Society(IEEE/Photonics Society)

• 후원기관: Busan Tourism Organization(BTO), Korea Tourism

   Organization(KTO),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Technology(KAST)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용희(KAIST)

•총   무: 이상배(KIST)

•프로그램위원장: 김칠민(서강대), 이병호(서울대)

5-30.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s 2015 (ABC 2015)

차세대 핵심 기초 및 응용연구와 차세대 첨단 산업화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바이오-포토

닉스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의 수와 규모가 최근 크게 확장됨에 따라, 국내외 바이오-포토닉스 

관련 분야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식 학술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Annual Biopho-

tonics Conference(ABC)를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2015년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된 ABC 학술회의에서는, 광학, 화학, 생물학, 의학, 의공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명의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발표 및 진지한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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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NBSIS 2015 

 The 2nd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NBSIS 2015)

제2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한국광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바이오 칩학회가 공

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 4분의 Plenary Talk과 7

개의 초청강연 및 45개의 구두발표와 들과 2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주 컨벤션 센터에서 3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3개의 Plenary Talk과 51개

의 초청 강연을 포함한 82개의 구두발표와 42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2월 25일 ~ 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협력 및

후원기관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SPIE

•협력기관: 한국센서학회, 한국바이오칩학회

• 후원기관: BK21+/IPAP(Yonsei Univ.), ETRI, GIST, BK21+(Hanyang Univ.) 

ERC Center for Integrated Human Sensing System(Hanyang Univ.)        

LG Innotekv

조직위원회 •위원장: Seung-Han Park(Yonsei Univ.)

•총   무: Min Gon Kim(Gwangju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프로그램위원장: Donghyun Kim(Yonsei Univ.)

5-29.  2015 레이저 및 광통신 환태평양 국제학술대회 CLEO-PR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sers and Eletro-Optics Pacific Rim

CLEO-PR 2015는 레이저 물리에서부터 시스템 공학과 응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레

이저와 광전자공학 관련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권위있

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세계 빛의 해인 2015년에 부산 BECXCO에서 개최된 CLEO-PR에는 

31개국에서 960명이 참가하였으며, 레이저와 Elecrto-Optics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

한 훌륭한 Platform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CLEO-PR 2015 개최를 통하여 광전자 및 통신, 레이저 분야의 학술발표 및 전시를 통하

여 국내 우수한 인력의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연구자들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국외에

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자들에

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선진 기술동향을 직접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광학 및 광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

CLEO-PR 2015에서는 학술 발표뿐 아니라 제품 전시회도 병행되었으며, 국내에서 개발

한 제품의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우리 기술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빛의 행 연계 행사로 진행된 IYL특

강 개최는 각종 포스터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되었으며, 참가자와 국외 석학간

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8월 24일 ~ 28일, 부산 BEXCO

주최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OSA, IEICE/ES, IEICE/CS, JSAP,

   The Korean Physical Society/Optics and Quantum Electronic

   Division(KPS/OQ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Photonics Society(IEEE/Photonics Society)

• 후원기관: Busan Tourism Organization(BTO), Korea Tourism

   Organization(KTO),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Technology(KAST)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용희(KAIST)

•총   무: 이상배(KIST)

•프로그램위원장: 김칠민(서강대), 이병호(서울대)

5-30.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s 2015 (ABC 2015)

차세대 핵심 기초 및 응용연구와 차세대 첨단 산업화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바이오-포토

닉스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의 수와 규모가 최근 크게 확장됨에 따라, 국내외 바이오-포토닉스 

관련 분야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식 학술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Annual Biopho-

tonics Conference(ABC)를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2015년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된 ABC 학술회의에서는, 광학, 화학, 생물학, 의학, 의공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명의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발표 및 진지한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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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10월 30일 ~ 3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주관기관: 고려대학교 안암연구중심병원

• 후원기관: 원텍단국의광학연구센터, THORLABS

   Edmund optics, SCANLAB, OZ Optics, AA opto-electronic

   BaySpec, 3SP Group, Lighthouse Photonics, SENSL

   DUMA optronics, EKSMA optics, ELFORLIGHT

   SeongKyeong Photonics, TOMOCUBE, LINK OPTICS

   PicoQuant, Huvitz, KWONSYS, VIEWORKS, NOST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법민(고려대), 김동현(연세대)

•총   무: 정웅규(UNIST), 김창석(부산대)

•프로그램위원장: 정의헌(GIST)

5-31.  Asia-Pacific Laser Symposium 2016 (APLS 2016)

아시아-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은 1998년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어 2년 마다 열리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레이저 과학과 응용 분야 전문 국제학회이다. ‘APLS 2016’은 아름다운 5월

의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 국가와 전 세계 7개 국가 등 총 13개국의 관련 학자와 전

문가 367명이 열띤 토론과 우정으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한 축제의 마당이었다. 특히, 한국(

초소형 레이저, 이용희 교수, 카이스트), 일본(고출력 레이저, Ryousuke Kodama 교수, 오사

카대), 중국(아토초 레이저, Zhiyi Wei 교수, IOP)의 대표적인 레이저 과학자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05편의 구두논문과 117편의 포스터 등 총 2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체 레이

저, 광섬유 레이저,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 등과 이를 활용하는 생명 및 의과학, 물성 개질, 

테라헤르츠, 정밀 측정, 비선형, 나노광학, 광화학 분야 등 레이저와 레이저 응용 분야를 망라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레이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

는 기회였다. 특히, 대회장 남창희 교수(GIST)와 한국광학회 양자전자분과를 중심으로 국내의 

관련 분야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이고 전문기업 등 26개 기관이 후원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

으며, 대학원생 등 신진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국

내의 광학 저변과 밝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관례에 따라서 공동 

대회장으로 중국의 Ruxin Li 교수(SIOM), 일본의 Yoshiaki Kato 교수(GPI)가 역임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6년 5월 10일~14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 한국광학회

• 후원: (사)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원자력연구원, IB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

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APRI, 제주대학교, 한국물리학회, ㈜엘투케이플러스, ㈜이오테크닉스, ㈜케이

오에스, ㈜레이저옵틱스, ㈜성경포토닉스,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조직위원회 •대회장: 남창희(IBS/GIST)

•조직위원장: 정영욱(KAERI)

•프로그램위원장: 이상민(KAIST)

5-32. NBSIS 2017 

 The 3rd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 (NBSIS 2017)

제3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한국바이오칩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가 공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싱가폴의 C.T. Lim과 영국의 D. Graham을 포함한 6명의 연사가 기

조 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센서, 이미징, 마이크로스코피 등의 3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되었고,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초청하여 나노바이오 관련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본 국제학회에는 총 80명의 초청연사와 131편의 포스터가 초

청되었으며 300 여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2월22일 ~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바이오칩학회, SPIE

• 협력기관: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

• 후원기관: BK21+/ERC (Hanyang Univ.),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Basic Research Lab-

oratory of Imaging Pharmacy (Seoul National Univ.)

조직위원회 •위원장: 주재범(한양대), 박승한(연세대)

•총   무: 현진호(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정기훈(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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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및 장소 2015년 10월 30일 ~ 3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광학회(OSK)

• 주관기관: 고려대학교 안암연구중심병원

• 후원기관: 원텍단국의광학연구센터, THORLABS

   Edmund optics, SCANLAB, OZ Optics, AA opto-electronic

   BaySpec, 3SP Group, Lighthouse Photonics, SENSL

   DUMA optronics, EKSMA optics, ELFORLIGHT

   SeongKyeong Photonics, TOMOCUBE, LINK OPTICS

   PicoQuant, Huvitz, KWONSYS, VIEWORKS, NOST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법민(고려대), 김동현(연세대)

•총   무: 정웅규(UNIST), 김창석(부산대)

•프로그램위원장: 정의헌(GIST)

5-31.  Asia-Pacific Laser Symposium 2016 (APLS 2016)

아시아-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은 1998년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어 2년 마다 열리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레이저 과학과 응용 분야 전문 국제학회이다. ‘APLS 2016’은 아름다운 5월

의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 국가와 전 세계 7개 국가 등 총 13개국의 관련 학자와 전

문가 367명이 열띤 토론과 우정으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한 축제의 마당이었다. 특히, 한국(

초소형 레이저, 이용희 교수, 카이스트), 일본(고출력 레이저, Ryousuke Kodama 교수, 오사

카대), 중국(아토초 레이저, Zhiyi Wei 교수, IOP)의 대표적인 레이저 과학자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05편의 구두논문과 117편의 포스터 등 총 2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체 레이

저, 광섬유 레이저,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 등과 이를 활용하는 생명 및 의과학, 물성 개질, 

테라헤르츠, 정밀 측정, 비선형, 나노광학, 광화학 분야 등 레이저와 레이저 응용 분야를 망라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레이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

는 기회였다. 특히, 대회장 남창희 교수(GIST)와 한국광학회 양자전자분과를 중심으로 국내의 

관련 분야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이고 전문기업 등 26개 기관이 후원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

으며, 대학원생 등 신진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국

내의 광학 저변과 밝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관례에 따라서 공동 

대회장으로 중국의 Ruxin Li 교수(SIOM), 일본의 Yoshiaki Kato 교수(GPI)가 역임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6년 5월 10일~14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 한국광학회

• 후원: (사)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원자력연구원, IB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

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APRI, 제주대학교, 한국물리학회, ㈜엘투케이플러스, ㈜이오테크닉스, ㈜케이

오에스, ㈜레이저옵틱스, ㈜성경포토닉스,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조직위원회 •대회장: 남창희(IBS/GIST)

•조직위원장: 정영욱(KAERI)

•프로그램위원장: 이상민(KAIST)

5-32. NBSIS 2017 

 The 3rd Nano-Bio Sensing, Imaging & Spectroscopy (NBSIS 2017)

제3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국

제학술회의는 한국바이오칩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가 공동으로 SPIE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 싱가폴의 C.T. Lim과 영국의 D. Graham을 포함한 6명의 연사가 기

조 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센서, 이미징, 마이크로스코피 등의 3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되었고,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초청하여 나노바이오 관련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본 국제학회에는 총 80명의 초청연사와 131편의 포스터가 초

청되었으며 300 여명의 국내외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2월22일 ~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기관: 한국바이오칩학회, SPIE

• 협력기관: 한국광학회, 한국센서학회

• 후원기관: BK21+/ERC (Hanyang Univ.),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Basic Research Lab-

oratory of Imaging Pharmacy (Seoul National Univ.)

조직위원회 •위원장: 주재범(한양대), 박승한(연세대)

•총   무: 현진호(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정기훈(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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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CLTM), 모스크바 공학물리연구소(MEPhI), 모스크바 대학교 및 동 대학 국제 레이저 센

터(ILC MSU) 등과 공동 주최하였으며 안드레이 페디야닌(러시아 모스크바대 부학장), 비탈리 

코노프(러시아 모스크바대 나노기술학과 학과장, 일반물리연구소 자연과학센터장), 블라디미

르 마하로프(러시아 국제레이저센터장), 발레리 투친(러, 사라토프대 교수) 등 러시아 포토닉

스 분야 저명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ALT17에서는 니콜라이 비노쿠로프(러시아, 부드커 핵물리 연구소), 블라디미르 박스(러시

아 물리 및 마이크로스트럭쳐 연구소), 타다오 나가츠마(일본, 오사카대 교수), 치아 리앙 쳉(

대만 국립 동화대 교수), 박태현(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세계적 권위자들의 기조연설이 

발표되었다. 학회 기간인 일주일 동안 레이저 및 포토닉스 분야에 관한 기초연구부터 엔지니

어링까지 매우 폭넓은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9월 10일~15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 및 후원: General Physics Institut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

e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Center of Laser Technology and Mate-

rials Science,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Nuclear University MEPhI, International Laser Center of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KISTI),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대회장: Ivan SHCHERBAKOV 

• 조직 및 프로그램 위원장: Vitaly KONOV, 박경현, Vladimir PUSTOVOY, 전

민용

5-34.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25)

광섬유 센서 국제학술대회(OFS)는 광섬유 센서와 광 센싱에 관련된 과학 분야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서 최신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교환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권

위 있는 국제학회이다. 이 컨퍼런스 시리즈는 1983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약 18개월

마다 봄과 가을을 번갈아가면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

다. OFS 학술대회는 광섬유 센서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

행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최첨단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으로서의 명성을 쌓아 

왔다. 특히 구두 발표는 단일 세션을 운영하여 논문 편수는 적은 반면 높은 수준의 논문이 채

5-32.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2017 (DH 2017)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DH)는 미국 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학술회의로서 바이오의학, 바이오포토닉스, 나노소재, 나노포토닉스, 과학 및 산업

계 도량형 분야에서 폭넓은 응용 분야를 다룬다. 2017년에는 미국광학회와 한국광학회가 공동

으로 주관하여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3차원 영상

에 특화된 학회로서 관련 연구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초청 연사

들의 발표 및 구두 발표 이외에 주로 학생들을 위한 포스터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특강, 산업

체 관련 동향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열렸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5월 29일~6월 1일, 제주한라대학교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관: 미국광학회(OSA),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위원장: 강훈종, 이병호

•프로그램위원장: Tomasz Kozacki, Guohai Situ

5-3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aser Technologies 
2017 (ALT‘17)

ALT(Advanced Laser Technologies) 국제학술회의는 196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러시아 알렉산더 프로호로프(Alexander Prokhorov) 일반물리연

구소 초대 소장에 의해 1992년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광학 및 레이저 관련 기술 중심의 국제 

학술회의이다. 2017년 25회를 맞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ALT 17은 우리나라 국제기술교

류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 저명 과학자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 새로운 측면의 과학 학술교류 

확대가 진행된 대표적 사례이다. ALT17에는 러시아의 종신 정원 회원제 학술회원을 의미하는 

러시아 Academician들을 포함, 30개국 34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레이저 및 포토닉스 분

야에서 활발한 기술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및 문화를 알리

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ALT17국제학술회의는 ETRI 외 러시아 일반물리연구소(GPI)를 비롯, 레이저기술재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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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CLTM), 모스크바 공학물리연구소(MEPhI), 모스크바 대학교 및 동 대학 국제 레이저 센

터(ILC MSU) 등과 공동 주최하였으며 안드레이 페디야닌(러시아 모스크바대 부학장), 비탈리 

코노프(러시아 모스크바대 나노기술학과 학과장, 일반물리연구소 자연과학센터장), 블라디미

르 마하로프(러시아 국제레이저센터장), 발레리 투친(러, 사라토프대 교수) 등 러시아 포토닉

스 분야 저명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ALT17에서는 니콜라이 비노쿠로프(러시아, 부드커 핵물리 연구소), 블라디미르 박스(러시

아 물리 및 마이크로스트럭쳐 연구소), 타다오 나가츠마(일본, 오사카대 교수), 치아 리앙 쳉(

대만 국립 동화대 교수), 박태현(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세계적 권위자들의 기조연설이 

발표되었다. 학회 기간인 일주일 동안 레이저 및 포토닉스 분야에 관한 기초연구부터 엔지니

어링까지 매우 폭넓은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9월 10일~15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 및 후원: General Physics Institut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

e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Center of Laser Technology and Mate-

rials Science,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Nuclear University MEPhI, International Laser Center of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KISTI),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대회장: Ivan SHCHERBAKOV 

• 조직 및 프로그램 위원장: Vitaly KONOV, 박경현, Vladimir PUSTOVOY, 전

민용

5-34.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25)

광섬유 센서 국제학술대회(OFS)는 광섬유 센서와 광 센싱에 관련된 과학 분야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서 최신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교환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권

위 있는 국제학회이다. 이 컨퍼런스 시리즈는 1983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약 18개월

마다 봄과 가을을 번갈아가면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

다. OFS 학술대회는 광섬유 센서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

행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최첨단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으로서의 명성을 쌓아 

왔다. 특히 구두 발표는 단일 세션을 운영하여 논문 편수는 적은 반면 높은 수준의 논문이 채

5-32.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2017 (DH 2017)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DH)는 미국 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학술회의로서 바이오의학, 바이오포토닉스, 나노소재, 나노포토닉스, 과학 및 산업

계 도량형 분야에서 폭넓은 응용 분야를 다룬다. 2017년에는 미국광학회와 한국광학회가 공동

으로 주관하여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3차원 영상

에 특화된 학회로서 관련 연구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초청 연사

들의 발표 및 구두 발표 이외에 주로 학생들을 위한 포스터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특강, 산업

체 관련 동향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열렸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5월 29일~6월 1일, 제주한라대학교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주관: 미국광학회(OSA),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위원장: 강훈종, 이병호

•프로그램위원장: Tomasz Kozacki, Guohai Situ

5-3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aser Technologies 
2017 (ALT‘17)

ALT(Advanced Laser Technologies) 국제학술회의는 196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러시아 알렉산더 프로호로프(Alexander Prokhorov) 일반물리연

구소 초대 소장에 의해 1992년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광학 및 레이저 관련 기술 중심의 국제 

학술회의이다. 2017년 25회를 맞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ALT 17은 우리나라 국제기술교

류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 저명 과학자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 새로운 측면의 과학 학술교류 

확대가 진행된 대표적 사례이다. ALT17에는 러시아의 종신 정원 회원제 학술회원을 의미하는 

러시아 Academician들을 포함, 30개국 34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레이저 및 포토닉스 분

야에서 활발한 기술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및 문화를 알리

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ALT17국제학술회의는 ETRI 외 러시아 일반물리연구소(GPI)를 비롯, 레이저기술재료과학

2982부•부문별 발전사 299 5장•국제학술대회



택되는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OFS-25는 25번째 학술대회로서 1999년 경주에서 개최된 OFS-13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017년 4월 24일~28일 기간 동안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논문은 총

회 4, 초청 19, 구두 42, 포스터 286, 총 35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학회 첫째 날에 진행

된 워크숍에서는 3개 주제에 대하여 각 4편, 총 12편이 발표되었다. 참가 인원은 32개국에서 

472명이 참여하였으며 3개 공기관의 홍보 및 개최 지원 외에 3개사에서 후원을 하였고 30개

사에서 전시에 참여하였다. SPIE Best Student Paper Award는 2명의 OSA 지원을 포함하

여 7명이 수상하였다. OFS는 최근에 광섬유 센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연구자에

게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여하고 있는데 OFS-25에서는 KAIST의 김병윤 교수

가 수상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4월 24일~28일,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대회장: 정영주(GIST)

• 위원: 김병윤(KAIST), 오문수(파이버프로), 이상배(KIST), 고연완(파이버프

로), 권일범(KRISS), 김명진(KOPTI), 김창석(부산대), 배진호(제주대), 송광용(

중앙대), 송민호(전북대), 이관일(KIST), 이병하(GIST), 이병호(서울대), 이정률

(KAIST), 전민용(충남대), 한영근(한양대)

5-35.  The 7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2017)

DHIP는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최

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조인트 워크숍이다. 2011년 제 1회가 개최된 이래 한국과 일본을 오

가며 매년 개최되어 2017년 제 7회를 맞았다. 2017년 DHIP는 한국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한국광학회, 일본광학회, 경북대학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2편의 Keynote 발표, 26편의 

초청 발표, 44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달리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에 집중된 학술 발표와 이 분야 연구

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으로, DHIP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구 역량을 동시에 

향상하고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며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국과 일본의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연구 community 간의 성공

적인 협력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DHIP의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12월 20일~22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DGDC)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일본광학회(OSJ), 한국광학회(OSK), 경북대학교(KNU)

• 후원: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echnol-

ogy, ITRC on Hologram Convergence Technology, 한국광기술원(KOP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ICT Fundamental Laboratory,

조직위원회 •위원장: 민성욱(경희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프로그램위원장: 박재형(인하대), Yoshio Hayasaki(Utsunomiya Univ.)

5-36.  The 9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2019)

DHIP는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최

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조인트 워크숍이다. 제1회 워크샵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시

작으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지를 다변화하여 양국의 교수, 학생 및 연구자들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였다. 2019년 DHIP는 한국광기술원(KOPTI)에서 한국광학회, 일

본광학회, 한국광기술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2편의 Keynote 발표, 26편의 초청 발표, 

41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달리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에 집중된 학술 발표와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으로, DHIP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구 역량을 동시에 향상하고 신

진 연구자들을 발굴하며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9년 12월 17일~20일, 한국광기술원(KOPTI)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한국광학회(OSK), 일본광학회(OSJ), 한국광기술원(KOPTI)

•  후원: 홀로그램 융합산업포럼, 세종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RTI)

조직위원회 •위원장: 강훈종, Yoshio Hayasaki

•프로그램위원장: 최희진, Yusuke Og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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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는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OFS-25는 25번째 학술대회로서 1999년 경주에서 개최된 OFS-13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017년 4월 24일~28일 기간 동안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논문은 총

회 4, 초청 19, 구두 42, 포스터 286, 총 35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학회 첫째 날에 진행

된 워크숍에서는 3개 주제에 대하여 각 4편, 총 12편이 발표되었다. 참가 인원은 32개국에서 

472명이 참여하였으며 3개 공기관의 홍보 및 개최 지원 외에 3개사에서 후원을 하였고 30개

사에서 전시에 참여하였다. SPIE Best Student Paper Award는 2명의 OSA 지원을 포함하

여 7명이 수상하였다. OFS는 최근에 광섬유 센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연구자에

게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여하고 있는데 OFS-25에서는 KAIST의 김병윤 교수

가 수상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4월 24일~28일,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한국광학회(OSK)

조직위원회 •대회장: 정영주(GIST)

• 위원: 김병윤(KAIST), 오문수(파이버프로), 이상배(KIST), 고연완(파이버프

로), 권일범(KRISS), 김명진(KOPTI), 김창석(부산대), 배진호(제주대), 송광용(

중앙대), 송민호(전북대), 이관일(KIST), 이병하(GIST), 이병호(서울대), 이정률

(KAIST), 전민용(충남대), 한영근(한양대)

5-35.  The 7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2017)

DHIP는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최

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조인트 워크숍이다. 2011년 제 1회가 개최된 이래 한국과 일본을 오

가며 매년 개최되어 2017년 제 7회를 맞았다. 2017년 DHIP는 한국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한국광학회, 일본광학회, 경북대학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2편의 Keynote 발표, 26편의 

초청 발표, 44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달리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에 집중된 학술 발표와 이 분야 연구

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으로, DHIP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구 역량을 동시에 

향상하고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며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국과 일본의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연구 community 간의 성공

적인 협력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DHIP의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7년 12월 20일~22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DGDC)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일본광학회(OSJ), 한국광학회(OSK), 경북대학교(KNU)

• 후원: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echnol-

ogy, ITRC on Hologram Convergence Technology, 한국광기술원(KOP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ICT Fundamental Laboratory,

조직위원회 •위원장: 민성욱(경희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프로그램위원장: 박재형(인하대), Yoshio Hayasaki(Utsunomiya Univ.)

5-36.  The 9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2019)

DHIP는 Digital holography 및 Information Photonics 분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최

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조인트 워크숍이다. 제1회 워크샵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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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위원장: 강훈종, Yoshio Hayasaki

•프로그램위원장: 최희진, Yusuke Og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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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홍보를 통해 학회의 존재와 역할을 내·외부에 알려서 이해와 친선, 지지와 협력을 도

모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이다. 한

국광학회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홍보지 ‘광학과 기술’을 운영했고, 2018년부터는 홍보지 명

칭을 ‘K-LIGHT’로 변경하여 발간 ·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역

점을 두어 왔다. 1997년부터 매 1월과 7월 두 차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 1월, 4월, 7월, 10

월 4차례 홍보지 ‘광학과 기술’을 발간·배포하였다. 2018년부터는 홍보지 명칭을 ‘K-LIGHT’로 

변경하고 편집 양식을 개선하였다. 한국광학회는 광학 관련업체에서 관심을 갖는 최신 광학관

련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본 광학회의 학술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 초창기부터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화시대에 한국광학회도 세계 광학계의 일원이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저명

한 학회와 상호 교류 협정을 맺거나,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

6-1. 홍보

본 학회에서는 창립 초부터 사업이사를 두어 홍보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학회의 규모가 커지

면서 1993년부터 사업이사를 국내와 국제 담당으로 나누어 2명의 이사를 두고 국제교류에 역

점을 두는 한편, 새로이 섭외이사를 두어 학회의 활동을 넓혀 나갔다. 1996년부터 편집위원회 

외에 홍보지 발간을 위한 홍보지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홍보지를 연 2회 발간하기로 하였

다. 1997년부터 매 1월과 7월 두 차례, 홍보지 ‘광학과 기술’을 발간·배포하여 광학 관련업체에

서 관심을 갖는 최신 광학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본 광학회의 학술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홍보 및 국제교류 065-37.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THz 
Science and Applications (MTSA 2019)

본 국제심포지움은 마이크로파/테라헤르츠 발생 및 검출 기술부터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

적 응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내용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권위있는 국제학술회의로써 2년마다 개최되며, 2017년 일본 오카

야마에 이어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 5일간 부산 한화티볼리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한국광학회 양자전자분과 주관으로 진행된 본 MTSA 2019에는 16개국에서 총 164명이 참

석하였으며, 대부분의 발표는 기조 및 초청 강연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세계

적인 연구 동향을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또한 포스터 세션을 운영하며 학생 및 국내외 연구자 사이에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광학 및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마이크로파/테라헤르츠 분야에 관련된 다

양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MTSA 2019를 통해 관련 분야의 해

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선진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와 관련 분야의 해외 석학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이

크로파/테라헤르츠 분야와 더불어 이에 근간이 되는 광학, 레이저 및 분석기술 등 관련 분야의 

기술향상과 국제네트워크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개최기간 및 장소 2019년 9월 29일~10월 3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 • 주관: 한국광학회 양자전자 분과

• 공동주관: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전

남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대

학교

• 후원: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손주혁(서울시립대), 전태인(한국해양대), 이상민(KAIST)

• 조직 및 프로그램위원: 이상영(건국대), 정영욱(KAERI), 고광훈(KAERI), 백인

형(KAERI), 송호진(POSTECH), 한해욱(POSTECH), 이재성(고려대), 최현용(

서울대), 정연욱(KRISS), 박익모(아주대), 김상인(아주대), 김도헌(서울대), 류

한철(삼육대), 민범기(KAIST), 이중욱(전남대), 최은미(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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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 6월에 연구개발정보센터와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검색 및 논문전문을 인터넷을 통

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독자적인 IP address와 osk.or.kr이라는 도메

인을 부여 받음으로써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홈페

이지는 한글(그림 6-1)과 영문(그림 6-2)으로 나뉘어지며, 학회소개, 회원정보, 논문지정보, 

학술연구회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회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광용어사전’란에서 광학에 관련된 용어

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문의 온라인 접수와 심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서, 논문지 정보에는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현재 진행상황을 검색하여 투고한 논문이 어떠한 

결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OSA의 OCIS(Optics 

Classification and Indexing Scheme)코드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 본인의 논문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의 학술행사에서는 학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연중행사를 확

인할 수 있으며, 학회와 연관되어 있는 유관단체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삽입함으로써 학회의 재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문홈페이지는 외국인에게 학회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자 피인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광학회에 관한 소식을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면서 국제적인 학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학회활동이 점차 홈페이지 위주로, 전자출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접

근성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회 홍보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앞으로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인지도를 세계 널리 알리도록 힘썼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새천년을 맞

이하면서 학회에서는 정보화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정보화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구축한 홈페이지는 나날이 증대하는 회원 및 분과의 요구를 감당하

기에 부족함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홈페이지의 신

한국광학회 한글 홈페이지

한국광학회 영문 홈페이지

규 구축 사업이 2020년에 추진되었다.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변화하는 시대

에 더욱 발맞춰 모바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술지와 학술발표회의 질적 수

준 향상은 물론 산·학·연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이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분과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분과 및 회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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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 6월에 연구개발정보센터와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검색 및 논문전문을 인터넷을 통

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독자적인 IP address와 osk.or.kr이라는 도메

인을 부여 받음으로써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홈페

이지는 한글(그림 6-1)과 영문(그림 6-2)으로 나뉘어지며, 학회소개, 회원정보, 논문지정보, 

학술연구회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회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광용어사전’란에서 광학에 관련된 용어

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문의 온라인 접수와 심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서, 논문지 정보에는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현재 진행상황을 검색하여 투고한 논문이 어떠한 

결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OSA의 OCIS(Optics 

Classification and Indexing Scheme)코드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 본인의 논문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의 학술행사에서는 학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연중행사를 확

인할 수 있으며, 학회와 연관되어 있는 유관단체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삽입함으로써 학회의 재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문홈페이지는 외국인에게 학회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자 피인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광학회에 관한 소식을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면서 국제적인 학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학회활동이 점차 홈페이지 위주로, 전자출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접

근성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회 홍보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앞으로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한국광학회의 인지도를 세계 널리 알리도록 힘썼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새천년을 맞

이하면서 학회에서는 정보화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정보화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구축한 홈페이지는 나날이 증대하는 회원 및 분과의 요구를 감당하

기에 부족함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홈페이지의 신

한국광학회 한글 홈페이지

한국광학회 영문 홈페이지

규 구축 사업이 2020년에 추진되었다.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변화하는 시대

에 더욱 발맞춰 모바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술지와 학술발표회의 질적 수

준 향상은 물론 산·학·연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이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분과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분과 및 회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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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교류

학회 창립 초기부터 제12회 상임이사회(1990.7.31)에서 ICO-15 국제회의에 장준성 회원

을, 1994년 제3회 상임 이사회(6.24)에서 OEC ’94 국제회의에 백운출 회원을 각각 파견하기

로 결정하는 등 가장 역점을 두고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다.

또한 외국의 저명한 학회와 상호 교류 협정을 추진하여 1992년 6월 16일 처음으로 독립국

가연합(구 러시아) 광학회(D. S. Rozhdestvensky Optical Society)와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와의 협력도 추진하여 1997

년 1월 13일 당시 OSA 회장인 Duncan T. Moore 박사(로체스터대)가 내한하여 학회 사무실

에서 상호협정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한국광학회 회원은 미국 광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

회의 참가와 간행물의 구독에 있어서 미국 광학회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Anthony E. Siegman 박사(스탠포드대)는 CLEO/PR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국내 개회 국제 

학술대회 참석 차 내한하여 상호유대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SPIE와는 1997년 12월 24일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8년 7월 19일 ~ 21일에 

개최한 SPIE 총회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장단회의(San Diego)에 한국광학회 회장(박대윤)

이 초청되어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1998년 9월에는 SPIE의 총무인 Richard B. 

Hoover(2000년 ~ 2001년 차기회장) 등이 한국광학회를 내방하여 한국광학회 회장단과 SPIE 

한국지부(지부회장 김 웅)와의 연석회의를 갖고 상호협력의 구체안을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 

일본 레이저학회, 일본광학회, 호주광학회 등과의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겨울 정기총회와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여름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을 통하

여 많은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1991년 8월 30일 ~ 9월 4일

에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노벨물리학 수상자(1989년)인 Harvard 대학의 Norman F. Ramsey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1993년 2월 12일 ~ 13일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정기총회에

서는 중국광학회장인 Wang Da Heng 박사의 초청 강연, 1998년 8월 18일에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에서 노벨 물리학 수상자(1997년)인 미국 Stanford 

대학의 Steven Chu 교수의 초청강연 등 많은 외국학자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인 과학자의 초청강연, 각 분과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의 초청 

강연 등 수많은 외국 과학자와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학회내의 국

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는 상임이사회에 국제협력이사와 간사를 두어 한국광학

회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6-1. 외국 과학자 초청 강연 목록(1988~2019년)

일시 외국 초청 강연자 성명/소속

1988. 2. 10 T. Fujioka(Laser Laboratory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1991. 2. 20 J. S. Wilczynski(IBM, T. J. Watson Research Center)

M. Y. Schelev(Academy of Science, GPI)

1992. 2. 14~15 S. Nakai(I. L. E., Osaka Univ.)

M. Nakatsuka(I. L. E., Osaka Univ.)

K. Miyazaki

H. Sakai(E.T.L.)

1993. 8. 20~21 Strigalev, V.(Bonch-Bruevitch Institute of Telecomunications)

1994. 2. 18~19 Yoshiaki Kato(I. L. E., Osaka Univ.), Wang Jiaqi(CIOFM, China)

1994. 7. 8~9 Ming-Yi Chen(Shanghai Univ. of Science & Technology)

1995. 2. 17~18 H. Hu(Anhui Institute of Optics & Fine Mechanics)

1995. 8. 18~19 Vladimir P. Zharov(Moscow Technical Univ.)

1996. 2. 9~10 Tomoo Fujioka(Tokai Univ.)

1996. 9. 20~21 Hidetoshi Iwamura(NTT)

L. Chirovsky(LUCENT)

V. Logozinski(Fizoptika)

1997. 8. 22~23 Toshiharu Tako(Science Univ.)

Toshio Honda(Chiba Univ.)

1998. 2. 13~14 Katsumi Kishino(Sophia Univ.)

Toyohiko Yatagai(Univ. of Tsukuba)

Takayoshi Kobayashi(Univ. of Tokyo)

1998. 8. 19~20 Steven Chu(Standford Univ.)

1999. 2. 4~5 Kunio Tada(Yokohama National Univ.)

1999. 7. 8~9 H. A. Macleod(Thin Film Center Inc.)

2000. 2. 17~18 D. O'Shea(SPIE President)

2001. 2. 15~16 Richard K. Chang(Yale University)

2003. 2. 13~14 G. M. Morris(OSA President)

2004. 2. 12~13 I. Stuart McDermid(Californil Institute of Technology)

Eric W. Van Stryland(Univ. of Central Flor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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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교류

학회 창립 초기부터 제12회 상임이사회(1990.7.31)에서 ICO-15 국제회의에 장준성 회원

을, 1994년 제3회 상임 이사회(6.24)에서 OEC ’94 국제회의에 백운출 회원을 각각 파견하기

로 결정하는 등 가장 역점을 두고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다.

또한 외국의 저명한 학회와 상호 교류 협정을 추진하여 1992년 6월 16일 처음으로 독립국

가연합(구 러시아) 광학회(D. S. Rozhdestvensky Optical Society)와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와의 협력도 추진하여 1997

년 1월 13일 당시 OSA 회장인 Duncan T. Moore 박사(로체스터대)가 내한하여 학회 사무실

에서 상호협정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한국광학회 회원은 미국 광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

회의 참가와 간행물의 구독에 있어서 미국 광학회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Anthony E. Siegman 박사(스탠포드대)는 CLEO/PR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국내 개회 국제 

학술대회 참석 차 내한하여 상호유대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SPIE와는 1997년 12월 24일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8년 7월 19일 ~ 21일에 

개최한 SPIE 총회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장단회의(San Diego)에 한국광학회 회장(박대윤)

이 초청되어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1998년 9월에는 SPIE의 총무인 Richard B. 

Hoover(2000년 ~ 2001년 차기회장) 등이 한국광학회를 내방하여 한국광학회 회장단과 SPIE 

한국지부(지부회장 김 웅)와의 연석회의를 갖고 상호협력의 구체안을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 

일본 레이저학회, 일본광학회, 호주광학회 등과의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겨울 정기총회와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여름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을 통하

여 많은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1991년 8월 30일 ~ 9월 4일

에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노벨물리학 수상자(1989년)인 Harvard 대학의 Norman F. Ramsey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1993년 2월 12일 ~ 13일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정기총회에

서는 중국광학회장인 Wang Da Heng 박사의 초청 강연, 1998년 8월 18일에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에서 노벨 물리학 수상자(1997년)인 미국 Stanford 

대학의 Steven Chu 교수의 초청강연 등 많은 외국학자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인 과학자의 초청강연, 각 분과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의 초청 

강연 등 수많은 외국 과학자와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학회내의 국

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는 상임이사회에 국제협력이사와 간사를 두어 한국광학

회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6-1. 외국 과학자 초청 강연 목록(1988~2019년)

일시 외국 초청 강연자 성명/소속

1988. 2. 10 T. Fujioka(Laser Laboratory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1991. 2. 20 J. S. Wilczynski(IBM, T. J. Watson Research Center)

M. Y. Schelev(Academy of Science, GPI)

1992. 2. 14~15 S. Nakai(I. L. E., Osaka Univ.)

M. Nakatsuka(I. L. E., Osaka Univ.)

K. Miyazaki

H. Sakai(E.T.L.)

1993. 8. 20~21 Strigalev, V.(Bonch-Bruevitch Institute of Telecomunications)

1994. 2. 18~19 Yoshiaki Kato(I. L. E., Osaka Univ.), Wang Jiaqi(CIOFM, China)

1994. 7. 8~9 Ming-Yi Chen(Shanghai Univ. of Science & Technology)

1995. 2. 17~18 H. Hu(Anhui Institute of Optics & Fine Mechanics)

1995. 8. 18~19 Vladimir P. Zharov(Moscow Technical Univ.)

1996. 2. 9~10 Tomoo Fujioka(Tokai Univ.)

1996. 9. 20~21 Hidetoshi Iwamura(NTT)

L. Chirovsky(LUCENT)

V. Logozinski(Fizoptika)

1997. 8. 22~23 Toshiharu Tako(Science Univ.)

Toshio Honda(Chiba Univ.)

1998. 2. 13~14 Katsumi Kishino(Sophia Univ.)

Toyohiko Yatagai(Univ. of Tsukuba)

Takayoshi Kobayashi(Univ. of Tokyo)

1998. 8. 19~20 Steven Chu(Standford Univ.)

1999. 2. 4~5 Kunio Tada(Yokohama National Univ.)

1999. 7. 8~9 H. A. Macleod(Thin Film Center Inc.)

2000. 2. 17~18 D. O'Shea(SPIE President)

2001. 2. 15~16 Richard K. Chang(Yale University)

2003. 2. 13~14 G. M. Morris(OSA President)

2004. 2. 12~13 I. Stuart McDermid(Californil Institute of Technology)

Eric W. Van Stryland(Univ. of Central Flor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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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외국 초청 강연자 성명/소속

2005. 2. 17~18 Susan Houde-Walter(Univ. of Rochester)

2006. 2. 9~10 Bishun P. Pal(India Inst. Tech)

Peter J. Delfyett(CREOL)

2007. 2. 8~9 Peter de Groot(Zygo Corporation)

Mike Downer(Univ. Texas at Austin)

2008. 2. 14~15 James C. Wyant(Univ. of Arizona)

2009. 10. 20~21 John L. Hall(Univ. of Colorado and JILA)

Sandra Biedron(Argonne Lab. USA, and Sincrotrone Trieste)

2010. 1. 20~22 James C. Wyant(OSA President)

2011. 2. 10~11 Y. Ron Shen(UC Berkeley)

Donna Strickland(Univ. of Waterloo)

2012. 2. 9~10 Tatsuo Izawa(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Robert L. Byer(Stanford Univ.)

2013. 2. 18~20 Gerhard Rempe(Max Planck Institute for the Quantum Optics)

Philip Russell(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Light)

2014. 2. 19~21 Nikolay I, Zheludev(Univ. of Sothampton)

Alan Willner(OSA Vice President)

Wolfgang Osten(Univ. of Stuttgart)

2015. 1. 28~30 Adam Wax(Duke Univ.)

2016. 1. 20~22 Ian Walmsley(University of Oxford, UK)

2017. 2. 15~17 Keisuke Goda(The University of Tokyo)

Ursula Gibson(OSA Vice President)

2018. 2. 7~9 Stephen Fantone(OSA Vice President)

2019. 2. 20~22 Connie J. Chang-Hasnai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를 맺어 더욱 폭넓게 국제교류의 성과를 보였다. 당시에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

tro-Optic/Pacific Rim에 관련된 기관들은 미국광학회(OSA)를 포함하여, Electronic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anese association(IEICE/ES), Communication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

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anese association(IEICE/

CS),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 a Japanese Association(JSAP),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및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IEEE/LEOS)로서 한국광학회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

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6년 1월 1일에 일본광학회 OSJ와 MOU를 맺었으며, 같은 해 1월 23일에는 In-

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와 Asia-Pacific Optical Communica-

tions(APOC) 국제 학회에 관해서 MOU를 재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규

모나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광학회(OSA)와 2007년 2월 1일에 MOU를 체결하여 

한국광학회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특별히 2010년 한국광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SPIE, OSA(미국), COS(중국) 및 OSJ(일

본) 회장을 초청하여 20주년을 함께 축하를 하였고, SPIE와 OSA에서는 한국광학회 20주년 

축하기념패를 보내왔다.

특히 2015년에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광공학회(SPIE), 미국광학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본 한국광

학회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어 많은 성과를 보였다. 2001년 1월 1일에 일본의 Laser 

Society of Japan(LSJ)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9월 1일에는 중국광학회인 COS와 

MOU를 체결하여 세계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05년에는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Pacific Rim에 대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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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외국 초청 강연자 성명/소속

2005. 2. 17~18 Susan Houde-Walter(Univ. of Rochester)

2006. 2. 9~10 Bishun P. Pal(India Inst. Tech)

Peter J. Delfyett(CREOL)

2007. 2. 8~9 Peter de Groot(Zygo Corporation)

Mike Downer(Univ. Texas at Austin)

2008. 2. 14~15 James C. Wyant(Univ. of Arizona)

2009. 10. 20~21 John L. Hall(Univ. of Colorado and JILA)

Sandra Biedron(Argonne Lab. USA, and Sincrotrone Trieste)

2010. 1. 20~22 James C. Wyant(OSA President)

2011. 2. 10~11 Y. Ron Shen(UC Berkeley)

Donna Strickland(Univ. of Waterloo)

2012. 2. 9~10 Tatsuo Izawa(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Robert L. Byer(Stanford Univ.)

2013. 2. 18~20 Gerhard Rempe(Max Planck Institute for the Quantum Optics)

Philip Russell(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Light)

2014. 2. 19~21 Nikolay I, Zheludev(Univ. of Sothampton)

Alan Willner(OSA Vice President)

Wolfgang Osten(Univ. of Stuttgart)

2015. 1. 28~30 Adam Wax(Duke Univ.)

2016. 1. 20~22 Ian Walmsley(University of Oxford, UK)

2017. 2. 15~17 Keisuke Goda(The University of Tokyo)

Ursula Gibson(OSA Vice President)

2018. 2. 7~9 Stephen Fantone(OSA Vice President)

2019. 2. 20~22 Connie J. Chang-Hasnai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를 맺어 더욱 폭넓게 국제교류의 성과를 보였다. 당시에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

tro-Optic/Pacific Rim에 관련된 기관들은 미국광학회(OSA)를 포함하여, Electronic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anese association(IEICE/ES), Communication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

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 Japanese association(IEICE/

CS), Japan Society of Applied Physics, a Japanese Association(JSAP),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및 

Lasers and Electro-Optics Society(IEEE/LEOS)로서 한국광학회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

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6년 1월 1일에 일본광학회 OSJ와 MOU를 맺었으며, 같은 해 1월 23일에는 In-

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SPIE)와 Asia-Pacific Optical Communica-

tions(APOC) 국제 학회에 관해서 MOU를 재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규

모나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광학회(OSA)와 2007년 2월 1일에 MOU를 체결하여 

한국광학회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특별히 2010년 한국광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SPIE, OSA(미국), COS(중국) 및 OSJ(일

본) 회장을 초청하여 20주년을 함께 축하를 하였고, SPIE와 OSA에서는 한국광학회 20주년 

축하기념패를 보내왔다.

특히 2015년에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광공학회(SPIE), 미국광학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본 한국광

학회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어 많은 성과를 보였다. 2001년 1월 1일에 일본의 Laser 

Society of Japan(LSJ)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9월 1일에는 중국광학회인 COS와 

MOU를 체결하여 세계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05년에는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Pacific Rim에 대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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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OSA) 등과 함께 국제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해동안 다채로

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광학 및 광학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엔이 2015년을 ‘세계 빛의 해(IYL: International Year of Light)’으로 정한 목적은 빛과 광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

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IYL 2015’에는 

세계 85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학회가 대표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IYL 공식 파트너 및 Silver Associate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SPIE와 OS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IYL 2015’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획단

계부터 알 수 있었으며, 2014년 4월부터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호 교수)를 

구성하고 ‘IYL 2015’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회의와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 끝

에 2014년 11월 민병주 의원의 IYL 지지 결의한 발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부산시와 경상

북도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2월 3일에는 ‘세계 빛의 해 2015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20여회의 신문 및 잡지 칼럼 게재, 10여 회에 걸친 TV 

및 라디오 방송 그리고 부산 BEXCO에서 개최한 ‘CLEO-PR 2015’ 국제학술회의의 석학대중 

강연회 등을 통하여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한국광학회의 위상도 크

게 높일 수 있었다.

◦ 세계 빛의 해 (IYL) 2015

1. 개요

올해는 유엔(United Nations)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IYL 2015)이다. ‘세계 빛의 해’ 지정의 목적은 세계인들에게 빛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광학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왔는가를 알리며, 인류가 

맞닥뜨린 에너지, 교육, 농업, 통신, 건강 등의 문제에서 광학과 광기술이 어떻게 그 해법을 제

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1) 추진과정과 참여기관

‘세계 빛의 해’의 유엔 지정은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 국제광공학회

(SPIE), 유럽물리학회(European Physical Society),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

ety), 미국물리단체연합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포토닉스 분

과(IEEE Photonics Society), 독일물리학회(DPG), 국제물리학회(Institute of Physics)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상당 기간 동안 노력하여 성사되었다.

먼저 유네스코(UNESCO) 실행이사회에서 IYL 2015 지지결의안이 2012년 10월에 통과

되었고, 2013년 11월에 IYL 2015 결의안이 유엔의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유엔 결의안은 

2013년 12월 20일의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YL 

2015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IYL 2015에는 세계 85개국 100여개 기관이 다양한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 책임은 

John M. Dudley 교수(University of Franche-Comte in Besancon, France)가 Internation-

al Steering Committee를 대표하여 맡고 있으며, UNESCO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및 Secretariat at The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UNESCO Category 1 Institute)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광학회가 참여하여 한국의 대표기관(National Node)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광학회는 Silver Associate로서 IYL 2015를 후원하고 있다. 아래 그

림은 IYL 2015 주요 참여기관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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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OSA) 등과 함께 국제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해동안 다채로

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광학 및 광학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엔이 2015년을 ‘세계 빛의 해(IYL: International Year of Light)’으로 정한 목적은 빛과 광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

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IYL 2015’에는 

세계 85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학회가 대표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IYL 공식 파트너 및 Silver Associate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SPIE와 OS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IYL 2015’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획단

계부터 알 수 있었으며, 2014년 4월부터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호 교수)를 

구성하고 ‘IYL 2015’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회의와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 끝

에 2014년 11월 민병주 의원의 IYL 지지 결의한 발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부산시와 경상

북도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2월 3일에는 ‘세계 빛의 해 2015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20여회의 신문 및 잡지 칼럼 게재, 10여 회에 걸친 TV 

및 라디오 방송 그리고 부산 BEXCO에서 개최한 ‘CLEO-PR 2015’ 국제학술회의의 석학대중 

강연회 등을 통하여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한국광학회의 위상도 크

게 높일 수 있었다.

◦ 세계 빛의 해 (IYL) 2015

1. 개요

올해는 유엔(United Nations)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IYL 2015)이다. ‘세계 빛의 해’ 지정의 목적은 세계인들에게 빛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광학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왔는가를 알리며, 인류가 

맞닥뜨린 에너지, 교육, 농업, 통신, 건강 등의 문제에서 광학과 광기술이 어떻게 그 해법을 제

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1) 추진과정과 참여기관

‘세계 빛의 해’의 유엔 지정은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 국제광공학회

(SPIE), 유럽물리학회(European Physical Society),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

ety), 미국물리단체연합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포토닉스 분

과(IEEE Photonics Society), 독일물리학회(DPG), 국제물리학회(Institute of Physics)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상당 기간 동안 노력하여 성사되었다.

먼저 유네스코(UNESCO) 실행이사회에서 IYL 2015 지지결의안이 2012년 10월에 통과

되었고, 2013년 11월에 IYL 2015 결의안이 유엔의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유엔 결의안은 

2013년 12월 20일의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YL 

2015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IYL 2015에는 세계 85개국 100여개 기관이 다양한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 책임은 

John M. Dudley 교수(University of Franche-Comte in Besancon, France)가 Internation-

al Steering Committee를 대표하여 맡고 있으며, UNESCO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및 Secretariat at The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UNESCO Category 1 Institute)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광학회가 참여하여 한국의 대표기관(National Node)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광학회는 Silver Associate로서 IYL 2015를 후원하고 있다. 아래 그

림은 IYL 2015 주요 참여기관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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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2015년인가?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가 2015년을 기념해로 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알하이삼(알하젠, Al-Haytham)이 광학에 대해 연구한 후 약 1,000년이 되는 해

- 프레넬(Fresnel)이 빛의 파동성에 대해 연구한 후 200년이 되는 해

- 맥스웰(Maxwell)이 전자파 이론을 만든 후 150년이 되는 해

- 아인슈타인(Einstein)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100년이 되는 해

-  펜지어스(Penzias)와 윌슨(Wilson)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한 지 50년 및 가오

(Kao)가 광섬유에 대해 연구하여 광통신의 길을 튼 후 50년이 되는 해

미국과 유럽의 학회들이 중심이 된 ‘세계 빛의 해’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획

기적 업적들의 기념해가 겹치는 올해를 좀처럼 보기 드문 최적기로 삼아 빛과 그 응용에 대

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흥시키고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유엔의 지정을 이끌어 냈다.

(3) 세계 빛의 해 로고

오른편 그림의 가운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 생명의 근원, 지속성과 보편성을 뜻한다. 둘레의 

깃발들은 국제성과 포괄성을 의미하며, 다양한 색깔

들은 넓은 스펙트럼,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등에의 적

용을 의미한다. 한국광학회는 세계 빛의 해의 공식 참

여기관으로서 이 로고를 올해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4) 세계 빛의 해 기념 행사

IYL 2015 참여 기관들은 IYL 개회식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IYL 개회식은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되었으며, 네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 다수

의 인사들과 학자들이 발표를 하였다. 참여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미국 에너지 장관을 역임

한 Steven Chu(Stanford University)와 William Phillips(NIST 및 University of Maryland), 

Serge Haroche(Collège de France), Zhores Alferov(St. Petersburg Academic University 

및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이었으며, 서방국가들뿐 아니라, 가나, 튀니지, 멕시코, 중

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베트남, 일본, 필리핀, 케냐 등 다양한 국가의 연사들이 발표

를 하여 명실공히 세계적 행사임을 보여주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는 유럽물리학회(EPS)가, 미국에서는 국제광공학회(SPIE)와 미국광학회(OSA)가 매우 적극

적이었다. 국제광공학회는 세계 빛의 해 기념 사진 컨테스트를, OSA의 경우에는 IYL 기념 

Optics for Kids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준비하였다.

2. 국내에서의 추진과정과 행사

(1) 추진과정

한국광학회는 SPIE와 OSA를 통해 세계 빛의 해에 대한 내용을 기획단계 때부터 인지하

게 되었다. OSA 이사회에서 활동하던 김병윤 전임회장(KAIST)과 필자, 그리고 SPIE 이사회

에서 활동하던 박승한 전 부회장(연세대)이 한국광학회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

광학회는 IYL 추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광학회에서는 

2014년 3월 상임이사회에서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필자를 준비위

원장으로 위촉하였다. 한국광학회의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는 다수의 고문과 위원들로 구

성되어 2014년 4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차례 회의를 하며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

히, 우정원 회장, 정윤철 차기회장, 이상배 부회장, 강훈종 사업이사와 필자가 많은 모임을 가

졌고, 김칠민 이사(서강대), 오대곤 회원(산업기술평가원)등이 큰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한국광학회 회장단이 민병주 의원, 강창일 의원, 김동철 의원 등과 면담을 가

졌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 공무원들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

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과도 협의를 하였으며, 부산시장 면담, 경상북도 공무원과

의 회의 등을 하였다. 다만 정부부처와의 접촉이 다소 늦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

웠지만, 민병주 의원의 ‘2015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 발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부

산시와 경상북도의 지원을 끌어 낸 것이 큰 수확이었다. 부산시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에는 

김칠민 이사의 공이 컸으며, 경상북도의 지원은 이종민 전임회장과 정윤철 차기회장의 적극

적인 노력이 있었다.

(2) 언론홍보

세계 빛의 해는 빛의 과학과 응용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자는 것이 1차 목표

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광학회를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에

도 광학과광기술의 중요성을 알려 관련 연구지원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있었다. 이러한 목

적을 위해서는 우선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였다. 그 동안의 노력으

로 세계 빛의 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 홍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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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2015년인가?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가 2015년을 기념해로 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알하이삼(알하젠, Al-Haytham)이 광학에 대해 연구한 후 약 1,000년이 되는 해

- 프레넬(Fresnel)이 빛의 파동성에 대해 연구한 후 200년이 되는 해

- 맥스웰(Maxwell)이 전자파 이론을 만든 후 150년이 되는 해

- 아인슈타인(Einstein)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100년이 되는 해

-  펜지어스(Penzias)와 윌슨(Wilson)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한 지 50년 및 가오

(Kao)가 광섬유에 대해 연구하여 광통신의 길을 튼 후 50년이 되는 해

미국과 유럽의 학회들이 중심이 된 ‘세계 빛의 해’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획

기적 업적들의 기념해가 겹치는 올해를 좀처럼 보기 드문 최적기로 삼아 빛과 그 응용에 대

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흥시키고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유엔의 지정을 이끌어 냈다.

(3) 세계 빛의 해 로고

오른편 그림의 가운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 생명의 근원, 지속성과 보편성을 뜻한다. 둘레의 

깃발들은 국제성과 포괄성을 의미하며, 다양한 색깔

들은 넓은 스펙트럼,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등에의 적

용을 의미한다. 한국광학회는 세계 빛의 해의 공식 참

여기관으로서 이 로고를 올해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4) 세계 빛의 해 기념 행사

IYL 2015 참여 기관들은 IYL 개회식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IYL 개회식은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되었으며, 네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 다수

의 인사들과 학자들이 발표를 하였다. 참여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미국 에너지 장관을 역임

한 Steven Chu(Stanford University)와 William Phillips(NIST 및 University of Maryland), 

Serge Haroche(Collège de France), Zhores Alferov(St. Petersburg Academic University 

및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이었으며, 서방국가들뿐 아니라, 가나, 튀니지, 멕시코, 중

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베트남, 일본, 필리핀, 케냐 등 다양한 국가의 연사들이 발표

를 하여 명실공히 세계적 행사임을 보여주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는 유럽물리학회(EPS)가, 미국에서는 국제광공학회(SPIE)와 미국광학회(OSA)가 매우 적극

적이었다. 국제광공학회는 세계 빛의 해 기념 사진 컨테스트를, OSA의 경우에는 IYL 기념 

Optics for Kids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준비하였다.

2. 국내에서의 추진과정과 행사

(1) 추진과정

한국광학회는 SPIE와 OSA를 통해 세계 빛의 해에 대한 내용을 기획단계 때부터 인지하

게 되었다. OSA 이사회에서 활동하던 김병윤 전임회장(KAIST)과 필자, 그리고 SPIE 이사회

에서 활동하던 박승한 전 부회장(연세대)이 한국광학회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

광학회는 IYL 추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광학회에서는 

2014년 3월 상임이사회에서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필자를 준비위

원장으로 위촉하였다. 한국광학회의 세계 빛의 해 준비위원회는 다수의 고문과 위원들로 구

성되어 2014년 4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차례 회의를 하며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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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김칠민 이사(서강대), 오대곤 회원(산업기술평가원)등이 큰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한국광학회 회장단이 민병주 의원, 강창일 의원, 김동철 의원 등과 면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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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홍보

세계 빛의 해는 빛의 과학과 응용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자는 것이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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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해서는 우선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였다. 그 동안의 노력으

로 세계 빛의 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 홍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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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이언스 사과나무 강연: 빛이 밝히는 미래, 나노광학 – 이병호 부회장 (2014. 11. 4.)

- 민병주 의원의 지지 결의안 발의 (이데일리 등 보도, 2014.11.12.)

- 전자신문 기고: ‘2015 세계 빛의 해’에 대한 단상 – 김병윤 전임회장 (2014.12.9.)

-  KBS 차정인의 T-타임: 2015년, 전 세계가 ‘빛’에 주목하는 이유는? – 이병호 부회장, 강

훈종 사업이사 (2014.12.18.)

- 한겨레 신문 칼럼: [유레카]이븐 알하시삼 – 오철우 기자 (2014.12.24.)

-  수학동아 2015년 1월 특집호: 2015 세계 빛의 해 – 빛이 있으라 (이병호 부회장) 

(2014.12.26.)

- 중앙일보 [궁금한 화요일] 미리보는 2015년 과학계 이슈 (2014. 12.30.)

-  헤럴드 경제: [세상속으로] 유엔의 ‘2015 세계 빛의 해’ 선포에 부쳐 – 박용근 회원

(2014.12.31.)

-  조선일보 2015 신년특집 (2015.1.1. B9면): 태양보다 100京배 강한 빛 창조 … 한국, 노

벨賞으로 한 걸음 더, 2015 과학 캘린더, ‘빛의 과학’ 시초는 1000년前 이슬람 과학자… 

오늘날 레이저∙무선통신 등 IT산업 근간으로

- YTN 뉴스: 세계 빛의 해 … 특별한 빛이 온다. (이병호 부회장) (2015.1.1.)

- 대덕넷(HelloDD): 새해 신문 보니 … 골든 타임 변화 주체는 ‘나’ (2015.1.1.)

- 연합뉴스 TV: [글로벌 인사이드] 2015년 세계 각국 주요 기념일 (2015.1.2.)

- 대덕넷(HelloDD): 한국 과학산업계 ‘2015 10대 관전 포인트’ (2015.1.4.)

- 전자신문: [과학 핫 이슈] 2015년, 과학계에는 어떤 일이 (2015.1.4.)

- 서울신문: [씨줄날줄] 빛의 해 – 진경호 논설위원 (2015.1.5.)

- KBS 라디오: 현대원의 성공지도 – 이병호 부회장 (2015.1.11.)

(3) 우리나라행사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광학회가 세계 빛의 해와 관련하여 기획 및 참여하였던 행사들

은 다음과 같다. 모든 행사가 중요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7월에 경주에서 열릴 한국

광학회 25주년 기념 및 세계 빛의 해 기념 학술발표회와 8월에 부산에서 열릴 CLEO Pacific 

Rim 2015였다.

-  IYL 2015 개회식 참석 및 일본광학회와의 협정서 체결 – 우정원 회장,이병호 부회장, 현

경숙 국제협력이사 (프랑스 파리, 2015.1.19.~20.)

-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대전 컨벤션 센터) – IYL 선포 및 소개 (2015.1.28.~30.)

-  금요일에 과학터치(대중강연): 세계 빛의 해 2015 – 빛과 레이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병호 부회장, 2015.1.30.)

- 세계 빛의 해 2015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 (국회 도서관, 2015. 2.)

-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의 일환으로 개최, 서

울 COEX, 2015.4.1.~3.)

- Asia-Pacific Optical Sensors Conference (제주 롯데시티호텔, 2015.5.20.~22.)

- 국립광주과학관 빛 특별전시회 (2015.5.~9.)

- COOC (광통신 및 광전자 학술회의)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015.6.3.~5.)

-  한국광학회 25주년 및 세계 빛의 해 기념 학술대회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경상북도 

재정 일부 지원, 2015.7.13.~15.) - 특별 행사: “광기술의 미래” 특별 워크숍 (참석자: 미

국광학회, 국제광공학회, 유럽물리학회, 일본응용물리학회, 중국광학회 회장 또는 부회

장), 빛 사진전도 개최 예정

-  CLEO Pacific Rim 2015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부

산 BEXCO, 부산시 재정 일부 지원, 2015.8.24.~28.) – 세계 빛의 해 기념 석학 대중강연

회 및 산업체 강연회 

-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강릉 

KIST 분원, 2015.9.)

-  Photonics Korea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015.10.7.~9.)

이병호(서울대학교 교수)

「발췌: 광학과 기술 19권 2호 (2015)」

지난 30년 간 한국광학회는 외국 유수의 학회와의 국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학

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발진에 성공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0년

에는 이에 세계 각국의 저명 학술단체에가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기에, 우리 

한국광학회도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레이저 발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레이저 발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레이저 기술 발전에 지

대한 공헌을 하신 故 이상수 한국광학회 초대 회장님의 과학기술유공자선정 기념행사와 더불

어 우리나라 레이저 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초청연사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레이저 개

발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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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이 높은 미국광학회(OSA), 국제광공학회(SPIE)와 1997년 처음 MOU를 맺

은 이래로 2020년 현재까지 협력관계를 갱신하면서 학술대회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

고 있다. 2000년대는 동아시아 광학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0년 중국광학회

(COS), 2002년 레이저 전기-광학 태평양지역 학회(CLEO/Pacific  Rim), 2003년 일본레이

저학회(LSJ), 일본광학회(OSJ)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학회네트워크를 갖

추어 현재까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대에는 협력관계의 전문화, 세계화를 

추구하였다. 2012년 일본응용물리학회(JSAP), 2013년 대만광학회(TPS), 2015년 유럽광학회

(EOS), 2015년 중국광공학회(CSOE), 2019년 미국전기전자 학회(IPS)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화된 한국광학회의 특성을 국제협력관계에 반영하였다. 한국광학회는 1990년 대 이래 3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제적 위상을 지닌 해외의 유수한 학회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광학회가 광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학회 내 분과는 광학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흐름과 회원들의 관심이 반영되어 구성되었

다. 학회는 분과활동을 통해 학회 내 연구개발 주제를 분류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과학기술의 

변동 과정에 대응하여 학회활동의 다각화를 기할 수 있다. 광학회 내에는 현재 9개의 분과(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와 1개의 지회(대구 ·경북 지회)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연구소 간의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중심으로 학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회 내부의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7-1.  광자기술 분과

1992년 8월 20일 광자기술 분과(초대 분과위원장: 백운출)가 창립되었다. 광자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회를 통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광전자, 광통신, 광섬유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학술

활동을 통하여 광자기술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1992년 이래로 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통신학회 광통신연구회, 전기학회 광

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를 매년 개최

하고 있으며, 학술회의 실적은 표 7-1 및 그림 7-1에 정리하였다. 자료에 보이듯이 제1회 학

술회의에서 53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발표 건수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253편의 논

문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듯 광자기술 분과는 매우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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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내 분과는 광학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흐름과 회원들의 관심이 반영되어 구성되었

다. 학회는 분과활동을 통해 학회 내 연구개발 주제를 분류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과학기술의 

변동 과정에 대응하여 학회활동의 다각화를 기할 수 있다. 광학회 내에는 현재 9개의 분과(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전자,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와 1개의 지회(대구 ·경북 지회)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연구소 간의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중심으로 학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회 내부의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7-1.  광자기술 분과

1992년 8월 20일 광자기술 분과(초대 분과위원장: 백운출)가 창립되었다. 광자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회를 통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광전자, 광통신, 광섬유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학술

활동을 통하여 광자기술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1992년 이래로 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통신학회 광통신연구회, 전기학회 광

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를 매년 개최

하고 있으며, 학술회의 실적은 표 7-1 및 그림 7-1에 정리하였다. 자료에 보이듯이 제1회 학

술회의에서 53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발표 건수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253편의 논

문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듯 광자기술 분과는 매우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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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광자기술 학술발표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1회 1992년 11월 13~14일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백운출 50 3 53

제2회 1993년 10월 8~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백운출 70 3 73

제3회 1994년 10월 13~14일 데이콤 종합연구소 최상삼 74 3 77

제4회 1995년 11월 2~3일 부산대학교 최상삼 115 2 117

제5회 1996년 11월 7~8일 강릉대학교 강광남 103 3 106

제6회 1997년 11월 6~7일 제주대학교 강광남 143 4 147

제7회 1998년 11월 5~6일 부경대학교 신상영 151 5 156

제8회 1999년 11월 4~5일 설악 한화 리조트 신상영 217 36 253

제9회 2000년 11월 8~10일 제주도 풍림리조트 권영세 257 32 289

제10회 2001년 10월 30일~11월 2일 설악 한화 리조트 김창민 258 19 267

제11회 2002년 10월 30일~11월 1일 용평리조트 이용희 298 22 320

제12회 2003년 11월 12~14일 제주한화리조트 김선호 334 34 368

제13회 2004년 11월 3~5일 단양대명콘도 윤태훈 278 29 307

제14회 2005년 11월 3~5일 충무마리나리조트 윤태훈 204 18 222

제15회 2006년 11월 8~10일 속초 대명리조트 정지채 207 28 235

제16회 2007년 11월 14~16일 제주풍림콘도 오광룡 199 19 221

제17회 2008년 11월 5~7일 제천 청풍리조트 이재승 186 23 216

제18회 2009년 11월 2~4일 평창 피닉스파크 임영민 215 31 257

제19회 2010년 12월 1~3일 현대 성우리조트 한상국 209 30 251

제20회 2011년 11월 30일~12월 2일 평창 피닉스파크 전영민 198 29 227

제21회 2012년 12월 5~7일 평창 피닉스파크 오범환 185 30 225

제22회 2013년 11월 20~22일 제주 피닉스아일랜드 현경숙 185 38 233

제23회 2014년 11월 26~28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박경현 184 28 212

제24회 2015년 12월 평창 피닉스파크 오민철 203 42 245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25회 2016년 11월 30일~12월2일 평창 피닉스파크 김태근 158 44 202

제26회 2017년 11월 8일~1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전민용 167 43 210

제27회 2018년 11월 28일~30일 평창 알펜시아 이상신 158 40 198

제28회 2019년 12월 4일~6일 평창 휘닉스평창 김철한 145 55 200

제29회 2020년 11월 25일~26일 Virtual Conference 김상인 109 4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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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광자기술 학술회의 논문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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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광자기술 학술발표회의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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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논문

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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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수

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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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1992년 11월 13~14일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백운출 50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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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2017년 11월 8일~1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전민용 167 43 210

제27회 2018년 11월 28일~30일 평창 알펜시아 이상신 158 40 198

제28회 2019년 12월 4일~6일 평창 휘닉스평창 김철한 145 55 200

제29회 2020년 11월 25일~26일 Virtual Conference 김상인 109 4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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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4년 이래로 광전자공학 학술회의(COOC: Conference on Optoelectronics and 

Optical Communications)를 전자공학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통신학회 광통신연구회, 

전기학회 광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도별 개최 실적은 표 

7-2 및 그림 7-2과 같다. 이 분과 학술발표회 역시 초기에는 36편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는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이 분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팽창하였음을 보여준다. COOC

는 2000년도부터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표 7-1-1.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1회 1994년 3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김창민, 최상삼 - - 36

제2회 1995년 3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지윤규, 박진우 46 2 48

제3회 1996년 5월 10일 성균관대학교 김창민 75 3 78

제4회 1997년 5월 8~9일 강원대학교 김성준 97 7 104

제5회 1998년 5월 14~15일 충북대학교 이경식 153 8 161

제6회 1999년 5월 13~14일 광주과학기술원 김부균 140 10 150

제7회 2000년 5월 17~19일 포항공과대학교 원용협 170 2 172

제8회 2001년 5월 16~18일 무주리조트 정영철 192 2 194

제9회 2002년 5월 15~17일 경주교육문화회관 김 남 236 13 249

제10회 2003년 5월 14~16일 강촌리조트 엄진섭 305 33 338

제11회 2004년 5월 12~14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박동욱 248 21 269

제12회 2005년 5월 11~13일 대구 EXCO 이종창 219 29 248

제13회 2006년 5월 10~12일 일성부곡콘도 정영주 168 29 197

제14회 2007년 5월 16~18일 제주한화콘도 최우영 195 38 233

제15회 2008년 5월 14~16일 부산한화콘도 이병호, 김광준 199 31 230

제16회 2009년 5월 13~15일 대천한화리조트 최영완, 이 석 177 28 205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17회 2010년 5월 26~28일 정선하이원리조트 김제하, 김은경 137 22 159

제18회 2011년 5월 25~27일 경주대명리조트 이병하 163 20 183

제19회 2012년 5월 16~18일 KIST 강릉분원 길상근, 신종덕 136 36 172

제20회 2013년 5월 8~10일 경주블루원리조트 박재희, 이명현 - - -

제21회 2014년 5월 21~23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김창봉 137 35 172

제22회 2015년 6월 3~5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백용순 162 43 205

제23회 2016년 6월 1일~3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이주한 155 53 208

제24회 2017년 6월 7일~9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주정진 131 52 183

제25회 2018년 5월 30일~

6월1일

대구 엑스코 송봉식, 정윤찬 117 51 168

제26회 2019년 6월 3일~5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이관일 108 54 162

제27회 2020년 9월 2일~4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장순혁 110 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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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1994년 3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김창민, 최상삼 - - 36

제2회 1995년 3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지윤규, 박진우 46 2 48

제3회 1996년 5월 10일 성균관대학교 김창민 75 3 78

제4회 1997년 5월 8~9일 강원대학교 김성준 97 7 104

제5회 1998년 5월 14~15일 충북대학교 이경식 153 8 161

제6회 1999년 5월 13~14일 광주과학기술원 김부균 140 10 150

제7회 2000년 5월 17~19일 포항공과대학교 원용협 170 2 172

제8회 2001년 5월 16~18일 무주리조트 정영철 192 2 194

제9회 2002년 5월 15~17일 경주교육문화회관 김 남 236 13 249

제10회 2003년 5월 14~16일 강촌리조트 엄진섭 305 33 338

제11회 2004년 5월 12~14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박동욱 248 21 269

제12회 2005년 5월 11~13일 대구 EXCO 이종창 219 29 248

제13회 2006년 5월 10~12일 일성부곡콘도 정영주 168 29 197

제14회 2007년 5월 16~18일 제주한화콘도 최우영 195 38 233

제15회 2008년 5월 14~16일 부산한화콘도 이병호, 김광준 199 3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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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2010년 5월 26~28일 정선하이원리조트 김제하, 김은경 137 22 159

제18회 2011년 5월 25~27일 경주대명리조트 이병하 163 20 183

제19회 2012년 5월 16~18일 KIST 강릉분원 길상근, 신종덕 136 36 172

제20회 2013년 5월 8~10일 경주블루원리조트 박재희, 이명현 - - -

제21회 2014년 5월 21~23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김창봉 137 35 172

제22회 2015년 6월 3~5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백용순 162 43 205

제23회 2016년 6월 1일~3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이주한 155 53 208

제24회 2017년 6월 7일~9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주정진 131 52 183

제25회 2018년 5월 30일~

6월1일

대구 엑스코 송봉식, 정윤찬 117 51 168

제26회 2019년 6월 3일~5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이관일 108 54 162

제27회 2020년 9월 2일~4일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장순혁 110 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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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광기술 분과

광기술 분과는 광학회가 창립된 지 3년이 지난 1993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연구소 간의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해 오

고 있다. 특히 산업계의 각 회사 소개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각종 애로점들을 본 분과에서 주관

하는 워크샵에서 발표함으로써 학계와 연구소 회원들과의 상호토론을 통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학술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본 분과에서는 창립 이후 한국 광기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대전제 아래 광계측과 박막, 

광 디스플레이 기술, 광 픽업, 그리고 광학계 설계, 제작, 평가 등을 주제로 초청강연 중심의 

워크샵을 19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표 7-3, 그림 7-3 참조) 차후 첨단 광기술 각 분야에 

대한 워크샵을 구상하고 있어 학연산 간의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교환의 좋은 기회가 되리

라 기대한다.

표 7-2. 광기술 분과 학술발표회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1회 1993년 1월 15~16일 충남 계룡산 동학산장 홍경희 - 6 6

제2회 1993년 7월 9~10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5 5

제3회 1994년 3월 18~19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8 8

제4회 1994년 9월 9~10일 충남 아산군 도고 홍경희 - 9 9

제5회 1995년 3월 17~18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8 8

제6회 1996년 3월 15~16일 대전직할시 유성 이인원 - 8 8

제7회 1997년 3월 14~15일 대전직할시 유성 이인원 - 8 8

제8회 1998년 3월 13~14일 대전직할시 유성 정창섭 - 9 9

제9회 1999년 3월 12~13일 대전직할시 유성 정창섭 - 10 10

제10회 2000년 3월 10~11일 전북 정읍 내장산 관광

호텔

이성묵 - 11 11

제11회 2001년 3월 29~30일 대전 계룡산 동학사     

동학산장

김재기 - 12 12

제12회 2002년 5월 2~3일 유성 아드리아 호텔 김재기 - 12 12

제13회 2003년 5월 22~23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김재기 - 10 10

제14회 2004년 5월 20~21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김상열 - 10 10

제15회 2005년 5월 19~20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상열 - 4 4

제16회 2006년 5월 25~26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황보창권 - 12 12

제17회 2007년 5월 16~18일 제주연수원 황보창권 - 17 17

제18회 2008년 5월 29~30일 천안상록리조트 정해빈 - 11 11

제19회 2009년 6월 24~26일 제주연수원 정진호 15 19 34

제20회 2010년 5월 19~20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이윤우 18 12 30

제21회 2011년 5월 18~20일 제주연수원 이윤우 26 16 42

제22회 2012년 4월 12~13일 서울코엑스 이윤우 26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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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한다.

표 7-2. 광기술 분과 학술발표회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1회 1993년 1월 15~16일 충남 계룡산 동학산장 홍경희 - 6 6

제2회 1993년 7월 9~10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5 5

제3회 1994년 3월 18~19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8 8

제4회 1994년 9월 9~10일 충남 아산군 도고 홍경희 - 9 9

제5회 1995년 3월 17~18일 대전직할시 유성 홍경희 - 8 8

제6회 1996년 3월 15~16일 대전직할시 유성 이인원 - 8 8

제7회 1997년 3월 14~15일 대전직할시 유성 이인원 - 8 8

제8회 1998년 3월 13~14일 대전직할시 유성 정창섭 - 9 9

제9회 1999년 3월 12~13일 대전직할시 유성 정창섭 - 10 10

제10회 2000년 3월 10~11일 전북 정읍 내장산 관광

호텔

이성묵 - 11 11

제11회 2001년 3월 29~30일 대전 계룡산 동학사     

동학산장

김재기 - 12 12

제12회 2002년 5월 2~3일 유성 아드리아 호텔 김재기 - 12 12

제13회 2003년 5월 22~23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김재기 - 10 10

제14회 2004년 5월 20~21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김상열 - 10 10

제15회 2005년 5월 19~20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상열 - 4 4

제16회 2006년 5월 25~26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황보창권 - 12 12

제17회 2007년 5월 16~18일 제주연수원 황보창권 - 17 17

제18회 2008년 5월 29~30일 천안상록리조트 정해빈 - 11 11

제19회 2009년 6월 24~26일 제주연수원 정진호 15 19 34

제20회 2010년 5월 19~20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이윤우 18 12 30

제21회 2011년 5월 18~20일 제주연수원 이윤우 26 16 42

제22회 2012년 4월 12~13일 서울코엑스 이윤우 26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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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23회 2013년 5월 23~24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이종웅 25 10 35

제24회 2014년 4월 23~25일 제주연수원 이종웅 24 14 38

제25회 2015년 5월 20~22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박성찬 21 16 37

제26회 2016년 4월 27일~29일 제주 제주대학교 연수원 박성찬 39 16 55

제27회 2017년 4월 19일~21일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

연수원

조현주 23 16 39

제28회 2018년 4월 25일~27일 제주 제주대학교 연수원 조현주 31 26 57

제29회 2019년 4월 24일~26일 충남 리솜오션캐슬 양호순 28 15 43

제30회 2020년 10월 21일~23일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양호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술발

표회 취소

그림 7-2. 광기술 분과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수

60

50

40

30

10

20

0

19
93

19
93

19
94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14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논문발표수 초청논문발표수

단위 : 개

7-3.  광과학 분과

광과학 분과는 1993년에 창립되었으며, 이종민 회원이 초대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광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회를 통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

련하고 있다. 분과에서는 특히 양자광학 및 분광학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학

술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광과학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

을 둔다. 1993년 창립 이래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심포지움 실

적은 표 7-4 및 그림 7-4과 같다. 제1회 심포지움에서 19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발

표건수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79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광과학 분과는 레이저분광학, 양자광학, 비선형 광학 등 주로 레이저와 관련된 광학분

야 연구내용을 주로 발표하다 근접장 광학, 나노광학, 테라헤르츠 광학, 메타물질광학 등 첨단

광학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광과학 분과 위원장으로는 원자력 연구원의 이용주 회

원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역임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기철식 

회원이 역임하였다.

광과학 분과에서는 해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리는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과 테라헤르

츠 기술 워크샵, 그리고 IRMMW-THZ 2009 등 국내외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광과학 분

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계, 동계 학술대회에서 타 분과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논문

들이 발표되고 있으며(표 7-4 참조: 1993년 ~ 2006년 연도별 논문발표 수), 2009년에는 양

자광학관련분야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초대 광과학 분과 위원장이며 8대 회

장인 이종민 회원은 광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2007년 사재로 포상기금을 광학회에 기부하

여 성도광과학상을 마련하고 광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회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7년 제1회 성도광과학상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용희 회원, 2008년 제2회는 서울대학

교 김대식 회원, 2009년 제3회는 고려대학교 박규환 회원이 수상하였다. 광과학 분과는 하루

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광과학 분야와 새로운 연구분야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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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총논문

발표수

제23회 2013년 5월 23~24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이종웅 25 10 35

제24회 2014년 4월 23~25일 제주연수원 이종웅 24 14 38

제25회 2015년 5월 20~22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박성찬 21 16 37

제26회 2016년 4월 27일~29일 제주 제주대학교 연수원 박성찬 39 16 55

제27회 2017년 4월 19일~21일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

연수원

조현주 23 16 39

제28회 2018년 4월 25일~27일 제주 제주대학교 연수원 조현주 31 26 57

제29회 2019년 4월 24일~26일 충남 리솜오션캐슬 양호순 28 15 43

제30회 2020년 10월 21일~23일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양호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술발

표회 취소

그림 7-2. 광기술 분과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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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광과학 분과

광과학 분과는 1993년에 창립되었으며, 이종민 회원이 초대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광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회를 통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

련하고 있다. 분과에서는 특히 양자광학 및 분광학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학

술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광과학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

을 둔다. 1993년 창립 이래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심포지움 실

적은 표 7-4 및 그림 7-4과 같다. 제1회 심포지움에서 19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매년 발

표건수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79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광과학 분과는 레이저분광학, 양자광학, 비선형 광학 등 주로 레이저와 관련된 광학분

야 연구내용을 주로 발표하다 근접장 광학, 나노광학, 테라헤르츠 광학, 메타물질광학 등 첨단

광학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광과학 분과 위원장으로는 원자력 연구원의 이용주 회

원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역임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기철식 

회원이 역임하였다.

광과학 분과에서는 해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리는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과 테라헤르

츠 기술 워크샵, 그리고 IRMMW-THZ 2009 등 국내외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광과학 분

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계, 동계 학술대회에서 타 분과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논문

들이 발표되고 있으며(표 7-4 참조: 1993년 ~ 2006년 연도별 논문발표 수), 2009년에는 양

자광학관련분야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초대 광과학 분과 위원장이며 8대 회

장인 이종민 회원은 광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2007년 사재로 포상기금을 광학회에 기부하

여 성도광과학상을 마련하고 광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회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7년 제1회 성도광과학상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용희 회원, 2008년 제2회는 서울대학

교 김대식 회원, 2009년 제3회는 고려대학교 박규환 회원이 수상하였다. 광과학 분과는 하루

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광과학 분야와 새로운 연구분야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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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광과학 분과(레이저 분광학) 학술회의 논문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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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광과학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93년 11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16 3 19

제2회 1994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26 7 33

제3회 1995년 11월10~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31 10 41

제4회 1996년 11월 8~9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37 9 46

제5회 1997년 11월 7~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7 24 71

제6회 1998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0 23 73

제7회 1999년 11월 5~6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61 18 79

제8회 2000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0 17 67

제9회 2001년 11월 2~3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67 16 83

제10회 2002년 11월 1~2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5 15 60

제11회 2003년 11월 7~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3 11 54

제12회 2004년 11월 4~5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5 19 64

제13회 2005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6 34 90

제14회 2006년 11월 8~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1 21 78

7-4.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는 광학과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광신호처리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1996년 4월 1일에 광정보처리 분과

(초대 분과위원장: 손정영)가 창립되었다. 광정보처리를 전공하는 회원의 친목과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홀로그래피, 회절광

학, 영상처리, 3차원영상, 광정보저장, 광컴퓨터 등의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국제 학회 등을 통하여 광정보처리 분야와 3차원 영상처리 분야의 학문적, 기

술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는 1990년대부터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와 “3차원 

영상 매체기술 국제 워크샵”이라는 2개의 학회 개최를 주관하였다. 2000년대 초 두 학회는 

한동안 조인트 워크샵으로 공동 개최되다가 2004년부터는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으로 통

합되어 개최되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5

와 같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2009년부터는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와 한국통신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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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광과학 분과(레이저 분광학) 학술회의 논문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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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광과학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93년 11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16 3 19

제2회 1994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26 7 33

제3회 1995년 11월10~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31 10 41

제4회 1996년 11월 8~9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37 9 46

제5회 1997년 11월 7~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7 24 71

제6회 1998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0 23 73

제7회 1999년 11월 5~6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61 18 79

제8회 2000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0 17 67

제9회 2001년 11월 2~3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67 16 83

제10회 2002년 11월 1~2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5 15 60

제11회 2003년 11월 7~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3 11 54

제12회 2004년 11월 4~5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45 19 64

제13회 2005년 11월 3~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6 34 90

제14회 2006년 11월 8~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종민 51 21 78

7-4.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는 광학과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광신호처리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1996년 4월 1일에 광정보처리 분과

(초대 분과위원장: 손정영)가 창립되었다. 광정보처리를 전공하는 회원의 친목과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홀로그래피, 회절광

학, 영상처리, 3차원영상, 광정보저장, 광컴퓨터 등의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국제 학회 등을 통하여 광정보처리 분야와 3차원 영상처리 분야의 학문적, 기

술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는 1990년대부터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와 “3차원 

영상 매체기술 국제 워크샵”이라는 2개의 학회 개최를 주관하였다. 2000년대 초 두 학회는 

한동안 조인트 워크샵으로 공동 개최되다가 2004년부터는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으로 통

합되어 개최되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5

와 같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2009년부터는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와 한국통신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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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 주최로 "광정보처리 기술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워크샵"으로 활동이 확대되었다. 1996

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5와 같다.

표 7-4. 광정보처리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포스터 합계

제1회 1996년 11월 1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8 2 - 30

제2회 1997년 6월 13~14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8 - - 28

제3회 1998년 6월 12~13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9 14 - 43

제4회 1999년 8월 19~20일 경원대학교 손정영 44 1 - 45

제5회 2000년 7월 20~21일 서울대학교 조두진 55 1 - 56

제6회 2001년 12월 21일 경희대학교 백운식 10 1 - 11

제7회 2004년 9월 2~3일 천안 상록리조트 길상근 - 18 21 39

제8회 2005년 9월 8~10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 5 - 5

제9회 2006년 8월 22~23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 8 9 17

제10회 2007년 10월 4~5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이병호 - 6 8 14

제11회 2008년 8월 28~29일 설악 한화콘도 김남 - 22 28 50

제12회 2009년 8월 27~28일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김남 - 16 17 33

제13회 2010년 9월 30일~10월 1일 산정호수 이석 - 16 7 23

제14회 2011년 9월 29~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태근 9 12  11 21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Korea-Ja-

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워크샵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지를 다변

화하여 양국의 교수, 학생 및 연구자들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의 유행으로 일본에서 개최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6과 같다.

표 7-4-1.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한•일 공동 학술발표대회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위원장

한국     일본

초청논문

발표수

포스터 합계

제1회 2011년 11월 9~12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Yoshio Hayasaki 32 16 48

제2회 2012년 11월 19~21일 도쿠시마대학교 이병호 Yoshio Hayasaki 32 38 70

제3회 2013년 11월 18~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웅 Yoshio Hayasaki 32 19 51

제4회 2014년 12월 16~18일 오키나와 시민회관 김남 Osamu Matoba 33 22 55

제5회 2015년 9월 17~1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김남 Osamu Matoba 26 36 62

제6회 2016년 12월 19~22일 삿포로 컨벤션센터 민성욱 Hirotsugu Yama-

moto
 

32 52 84

제7회 2017년 12월 20~22일 대구디자인센터 민성욱 Takanori Nomura 26 44 70

제8회 2018년 12월 18~21일 오사카대학교 강훈종 Yusuke Ogura 31 36 67

제9회 2019년 12월 17~20일 한국광기술원 강훈종 Yoshio Hayasaki 26 41 67

제10회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 박재형 Yoshio Hayasaki 16 - 16

7-5.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바이오포토닉스 분야의 발전에 발맞추어, 

1999년 한국광학회의 여섯 번째 분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에는 시각 및 의광학 분과라는 

분과명을 사용하였다. 분과명은 시각 및 의광학 분과에서 2007년 의광학 분과로 바뀌었고 이

는 2010년 더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위하여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로 변경되게 되었다. 시

각 및 의광학과 관련된 레이저 의료기기의 기술, DNA Sequencing의 기술, 시력 및 각막 곡률 

측정 광학계, 생체 조직의 광학적 특성 측정, Photodynamic Therapy의 기술, NSOM의 응용, 

공초점 현미경의 응용 등에 관한 시각 및 의학쪽으로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광학 정보

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 분과 활동으로는 매년 분과 Workshop이 개최되었으며, 2009년 APBP(4th Asian 

Pacific Symposium on BioPhotonics)를 필두로 2014년 NBSIS(2nd SP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 등의 국제 학회를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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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 주최로 "광정보처리 기술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워크샵"으로 활동이 확대되었다. 1996

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5와 같다.

표 7-4. 광정보처리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회의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포스터 합계

제1회 1996년 11월 1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8 2 - 30

제2회 1997년 6월 13~14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8 - - 28

제3회 1998년 6월 12~13일 광운대학교 손정영 29 14 - 43

제4회 1999년 8월 19~20일 경원대학교 손정영 44 1 - 45

제5회 2000년 7월 20~21일 서울대학교 조두진 55 1 - 56

제6회 2001년 12월 21일 경희대학교 백운식 10 1 - 11

제7회 2004년 9월 2~3일 천안 상록리조트 길상근 - 18 21 39

제8회 2005년 9월 8~10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 5 - 5

제9회 2006년 8월 22~23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 8 9 17

제10회 2007년 10월 4~5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이병호 - 6 8 14

제11회 2008년 8월 28~29일 설악 한화콘도 김남 - 22 28 50

제12회 2009년 8월 27~28일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김남 - 16 17 33

제13회 2010년 9월 30일~10월 1일 산정호수 이석 - 16 7 23

제14회 2011년 9월 29~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태근 9 12  11 21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Korea-Ja-

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워크샵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지를 다변

화하여 양국의 교수, 학생 및 연구자들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의 유행으로 일본에서 개최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개최되었던 학술발표대회 실적은 표 7-6과 같다.

표 7-4-1.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한•일 공동 학술발표대회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위원장

한국     일본

초청논문

발표수

포스터 합계

제1회 2011년 11월 9~12일 서울대학교 이병호 Yoshio Hayasaki 32 16 48

제2회 2012년 11월 19~21일 도쿠시마대학교 이병호 Yoshio Hayasaki 32 38 70

제3회 2013년 11월 18~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웅 Yoshio Hayasaki 32 19 51

제4회 2014년 12월 16~18일 오키나와 시민회관 김남 Osamu Matoba 33 22 55

제5회 2015년 9월 17~1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김남 Osamu Matoba 26 36 62

제6회 2016년 12월 19~22일 삿포로 컨벤션센터 민성욱 Hirotsugu Yama-

moto
 

32 52 84

제7회 2017년 12월 20~22일 대구디자인센터 민성욱 Takanori Nomura 26 44 70

제8회 2018년 12월 18~21일 오사카대학교 강훈종 Yusuke Ogura 31 3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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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바이오포토닉스 분과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바이오포토닉스 분야의 발전에 발맞추어, 

1999년 한국광학회의 여섯 번째 분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에는 시각 및 의광학 분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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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분과 활동으로는 매년 분과 Workshop이 개최되었으며, 2009년 APBP(4th Asian 

Pacific Symposium on BioPhotonics)를 필두로 2014년 NBSIS(2nd SPI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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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2015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제1회 ABC(Annual Biophotonics Confer-

ence)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바이오포토닉스 관련 연구자 3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바이오포토

닉스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학회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바이오포

토닉스 분과를 중심으로 한 학술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본 분과의 연구자

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킬 희망을 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이다.

표 7-5.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활동

연도 분과명 위원장 간사 분과 활동

2000 시각 및

의광학

분과

원종욱 고동섭 제1회 시각 및 의광학 Workshop

일시: 2000년 6월 9일 / 장소: 목원대학교

2001 윤길원 박승옥 제2회 시각 및 의광학 Workshop

일시: 2001년 6월 15일 / 장소: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 1층

국제회의실

2002 고동섭 이병하 제3회 시각 및 의광학 Workshop

일시: 2002년 6월 7일 / 장소: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2003 박승옥 김법민 제4회 시각 및 의광학 Workshop

일시: 2003년 5월 30일 /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료기기진흥센터 대강당

2004 남기봉 제5회 시각 및 의광학 Workshop

일시: 2004년 4월 30일 / 장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

공동개최: 2004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중부지구 /

생체의용광기술 분과 Workshop

2005 제6회 한국광학회 시각 및 의광학 분과 Workshop

일시: 2005년 5월 19일 ~ 20일 /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공동개최: 제15회 한국광학회 광기술 Workshop

2006 이병하

2007 의광학

분과

김창석 제7회 한국광학회 의광학 분과 Workshop

일시: 2007년 5월 31일 ~ 6월 1일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리베라호텔 그레이스홀

2008 김법민 최은서 제8회 한국광학회 의광학 분과 Workshop

일시: 2008년 8월 29일 /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벤처센터

2009 The 4th Asian Pacific Symposium on BioPhotonics 2009

(APBP 2009)

일시: 2009년 5월 27일 ~ 29일 / 장소: 제주도 신라호텔

학회위원장: 이병하, 김법민

연도 분과명 위원장 간사 분과 활동

2010 바이오

포토닉스

분과

김덕영 권혁상 BioPhotonics 심포지움Ⅰ/Ⅱ

일시: 2011년 2월 11일 / 장소: 서강대학교

2011 대외 및 국제협력부: 김법민, 정부 및 부처협력부: 주재범

신진연구인력지원부: 이병하, 대중강연 및 홍보부: 정병조

산업협력부: 오정환, 학술부: 김동현

2012 오정환 김재관 SPIE BIOS 분과 모임

일시: 2013년 2월 6일 / 장소: Moscone Center

2013 SPIE BIOS 분과 모임

일시: 2013년 2월 3일 / 장소: Moscone Center

2014 김동현 김철홍 The 2nd SP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Bio Sensing, 

Imaging and Spectroscopy(NBSIS 2015)

일시: 2015년 2월 25일 ~ 27일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학회위원장: 박승한

2015 제1회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ABC 2015)

일시: 2015년 10월 30일 ~ 31일 / 장소: 고려대학교 유광사홀

학회위원장: 김법민, 김동현

2016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6(ABC2016)

일시: 2016년 11월 4일 ~ 5일/ 장소: 한국과학기술원 KI빌딩

학회위원장: 오왕열, 김재관

2017 김재관 문석배, 

유홍기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7(ABC2017)

일시: 2017년 10월 27일 ~ 28일/ 장소: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

스 진리관 A

학회위원장: 김동현, 김재관

2018 김대근 정의헌, 

주철민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8(ABC2018)

일시: 2018년 10월 26일 ~ 27일/장소: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학회위원장: 이병하, 김대근

2019 김대근 정의헌, 

최명환, 

최영운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9(ABC2019)

일시: 2019년 11월 1일 ~ 2일/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학회위원장: 서민아, 김대근

2020 김기현 최명환, 

엄주범, 

최은서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0(ABC2020)

일시: 2020년 11월 6일~7일/장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

회(신라스테이 천안 2F)

학회위원장: 정필상,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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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양자전자 분과

양자전자 분과는 1995년에 서울대학교 이재형 교수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분과 활동을 시

작하였다. 광학 및 양자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의 친목과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활동

을 시작하여, 첨단 레이저 개발과 레이저 응용 분야에 종사하는 광학회원들 및 산업체 회원들

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과이다.

1960년에 처음으로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레이저는 광통신, 다양한 산업적 응용 및 의료

기기 등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기가 20세기 인

류 발전의 가장 큰 기술 및 경제적인 동력이라면 광학은 21세기 가장 주요한 인류의 성장 동력

이 되고 있다. 첨단 레이저 개발분야의 연구주제로는 펨토초 레이저, 고출력레이저, 반도체레

이저, 광섬유레이저, 테라헤르츠 레이저 등이 있고, 레이저 응용 분야에서는 양자광학, 바이오 

이미징, 분광학, 비선형광학, 반도체 미세 가공, 의료 등과 같은 응용분야가 있다.

초창기 분과의 주된 학술활동은 광학 및 양자전자 워크숍/학술발표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

발표회에 매년 참여하는 것이었다. 분과활동에서 큰 변화는 2002년에 시작한 워크숍인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Advanced Lasers and Their Applications: ALTA)”의 개최였

다. ALTA는 분과의 독자적인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표 7-6. 양자전자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2002년 5월 16~18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한재원 20 32 52

제2회 2003년 5월 1~3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한재원 47 32 79

제3회 2004년 5월 6~8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남창희 61 39 101

제4회 2005년 5월 12~14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남창희 41 40 81

제5회 2006년 5월 11~13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이호성 38 53 91

제6회 2007년 5월 3~5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이호성 37 39 76

제7회 2008년 5월 1~3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고도경 36 40 76

개최

횟수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8회 2009년 5월 7~9일 제주대학교 연수원 고도경 84 93 177

제9회 2010년 5월 10~15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정영욱 84 93 177

제10회 2011년 5월 11~14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정영욱 64 79 143

제11회 2012년 5월 17~19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이종훈 51 61 118

제12회 2013년 5월 1~4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이상민 53 77 130

제13회 2014년 5월 8~10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이상민 49 97 157

제14회 2015년 5월 6~9일 제주서귀포 KAL호텔 문한섭 51 112 163

제15회 2016년 5월 10일~14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남창희 221 - 221

제16회 2017년 5월 10일~13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이기태 90 47 137

제17회 2018년 5월 9일~ 12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고광훈 71 62 133

제18회 2019년 5월 15일~18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고광훈 74 57 131

제19회 2020년 8월 18일~20일 온라인 비대면(본부: UNIST) 고광훈 16 37 53

그림 7-6. 양자전자 분과 학술회의 논문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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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첨단 레이저 개발분야의 연구주제로는 펨토초 레이저, 고출력레이저, 반도체레

이저, 광섬유레이저, 테라헤르츠 레이저 등이 있고, 레이저 응용 분야에서는 양자광학, 바이오 

이미징, 분광학, 비선형광학, 반도체 미세 가공, 의료 등과 같은 응용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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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디스플레이 분과

디스플레이 분과는 2005년 한국광학회의 분과로 정식 설립된 이후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산학연의 전문가 약 15명의 분과위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 분과 회원들의 정

례적 미팅에서는 산학연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토론과 공유가 이루어졌으

며, 분과의 활동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디스플레이 분과에서 현재 수행되고 가장 중요한 행사는 “액정여름학교” 및 “액정토론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액정여름학교는 액정물리 및 액정광학, 그리고 LCD 응용산업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

를 듣는 행사로써 LCD 분야 연구 입문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술행사이다. 매년 겨울에 개최

되고 있는 “액정토론회”는 액정 물리 및 LCD와 관련된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써 국내

외 액정 전문가들의 초청강연 및 연구자들의 일반 발표로 구성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과는 

매년 두 번 개최되는 한국광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디스플레이 분과 세션을 조직,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초청강연을 조직해 왔으며, 아울러 일반 회원들의 발표도 적

극적으로 유도하여 내용이 풍부한 학술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한국광학회 영문지 

및 국문지에 분과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분과 회원들의 논문 투고도 적극적으로 유

도해 왔으며 그 성과로 투고 편수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7-7. 디스플레이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학술회의 명칭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2007년 7월 10~13일 한국액정토론회 및 액정 

여름학교

윤태훈 - 15 15

제2회 2008년 6월 29일~7월 4일 The 22nd International

Liquid Crystal Conference

윤태훈 966 43 1009

제3회 2009년 8월 27~28일 광정보처리기술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워크샵

이기동 19 16 35

제4회 2009년 8월 19~21일 액정 여름학교 이기동 - 11 11

제5회 2010년 9월 15일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워크샵

주병권 - 4 4

제6회 2011년 8월 24~26일 액정여름학교 - 13 13

제7회 2012년 7월 4~6일 액정여름학교 주병권 - 14 14

제8회 2013년 7월 17~19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2 12

제9회 2014년 7월 16~18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4 14

제10회 2015월 7월 22~24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6 16

제11회 2016년 7월 13일~15일 액정여름학교 김종현 - 14 14

제12회 2017년 7월 12일~14일 액정여름학교 곽진석 - 14 14

제13회 2018년 7월 11일~13일 액정여름학교 곽진석 - 15 15

제14회 2019년 7월 8일~10일 액정여름학교 송장근 - 18 18

제15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술발표회 취소

7-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국내에서 양자광학 분야는 원자 및 분자 물리학과 함께 성장하였고, 새천년인 2000년대에 

들어서 양자정보학과 융합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국광학회에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신설되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구두 발표는 2010년 신설 초기부터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

다. 포스터 발표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두 발표 수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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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훈 966 43 1009

제3회 2009년 8월 27~28일 광정보처리기술 및 3차원

디스플레이 워크샵

이기동 19 16 35

제4회 2009년 8월 19~21일 액정 여름학교 이기동 - 11 11

제5회 2010년 9월 15일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워크샵

주병권 - 4 4

제6회 2011년 8월 24~26일 액정여름학교 - 13 13

제7회 2012년 7월 4~6일 액정여름학교 주병권 - 14 14

제8회 2013년 7월 17~19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2 12

제9회 2014년 7월 16~18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4 14

제10회 2015월 7월 22~24일 액정여름학교 강대승 - 16 16

제11회 2016년 7월 13일~15일 액정여름학교 김종현 - 14 14

제12회 2017년 7월 12일~14일 액정여름학교 곽진석 - 14 14

제13회 2018년 7월 11일~13일 액정여름학교 곽진석 - 15 15

제14회 2019년 7월 8일~10일 액정여름학교 송장근 - 18 18

제15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술발표회 취소

7-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국내에서 양자광학 분야는 원자 및 분자 물리학과 함께 성장하였고, 새천년인 2000년대에 

들어서 양자정보학과 융합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국광학회에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신설되었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구두 발표는 2010년 신설 초기부터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

다. 포스터 발표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두 발표 수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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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꾸준하게 학술 발표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지속

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아직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도부터 양자전자 분과가 개최하고 있는 ALTA 워크샵에 참여할 예정이고 추후 자체적

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표 7-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구두 발표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양자 결맞음 7 4 6 5

광-물질 상호작용 5 8 10 12

양자 제어 및 양자 계측 6 4 8 6

양자 정보 4 12 5 10

합계 22 28 29 33

7-9.  리소그래피 분과

리소그래피 분과는 2012년 광학회 동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

회’를, 2013년 4월에는 독자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50명 정도가 등록을 하였다. 그 후 

2014년에 광학회의 분과로 등록이 되었으며, 그간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한재원 회

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 학술대회는 오혜근 회원을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델피노 리

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학술대회는 이승걸 회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코엑스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아울러, 본 분과에서는 지난 2015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차세

대 ICT 융합소자 생산 공정기술’ 특별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리소그래피 분과는 신생 분과로 

아직 광학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분과에는 광학을 전공하지 않은 기

계, 재료, 화공 등 다양한 타 전공 연구자들이 학술대회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광학회 회원으로서 유대감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리소그래피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직원들 중 광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상당 수 포진해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

는 타 전공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광학회로 유도하고, 다양한 융합 연구 주제를 수용하여 

분과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광학회에서도 광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신생 분과를 키우고, 신생 분과가 학회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분과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7-9. 리소그래피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학술회의 명칭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2016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6년 

4월 6일~8일

서울,

COEX
이승걸 39 40 79

2017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하계학술발표회와 공동주최)

2017년

7월 10일~12일
부산 BEXCO 강경태 59 36 95

2018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8년 

8월 20일~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강경태 46 20 66

2019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9년 

8월 21일~2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
김호섭 53 32 85

2020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20년 

11월 18일~19일

Online 

Conference

김호섭, 

김향균
38 36 74

7-10.  대구·경북 지회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광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

의 정보 교환과 이 지역의 광 관련 산업 육성발전 및 광산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1996년 6월 28

일 한국광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방에 산재해 있는 레이

저 응용광학, 분광학, 조명광학, 안경광학 등의 연구실과 산업체에서 광학을 핵심으로 하는 기

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의 창립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1996년 6월 28일에 대구·경북 지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본부 학회장 이주

희 교수와 전임 학회장 김 웅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학회 부회장으로 최상삼 박사가 “광산업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등록 회원이 33명, 참석자는 50여 명에 달하였

다. 곧이어 8월 10일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오철한), 감사(권오대), 총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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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꾸준하게 학술 발표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지속

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는 아직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도부터 양자전자 분과가 개최하고 있는 ALTA 워크샵에 참여할 예정이고 추후 자체적

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표 7-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구두 발표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양자 결맞음 7 4 6 5

광-물질 상호작용 5 8 10 12

양자 제어 및 양자 계측 6 4 8 6

양자 정보 4 12 5 10

합계 22 28 29 33

7-9.  리소그래피 분과

리소그래피 분과는 2012년 광학회 동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

회’를, 2013년 4월에는 독자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50명 정도가 등록을 하였다. 그 후 

2014년에 광학회의 분과로 등록이 되었으며, 그간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한재원 회

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 학술대회는 오혜근 회원을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델피노 리

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학술대회는 이승걸 회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코엑스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아울러, 본 분과에서는 지난 2015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차세

대 ICT 융합소자 생산 공정기술’ 특별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리소그래피 분과는 신생 분과로 

아직 광학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분과에는 광학을 전공하지 않은 기

계, 재료, 화공 등 다양한 타 전공 연구자들이 학술대회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광학회 회원으로서 유대감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리소그래피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직원들 중 광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상당 수 포진해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

는 타 전공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광학회로 유도하고, 다양한 융합 연구 주제를 수용하여 

분과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광학회에서도 광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신생 분과를 키우고, 신생 분과가 학회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분과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7-9. 리소그래피 분과 학술회의 개최 실적

학술회의 명칭 일시 장소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2016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6년 

4월 6일~8일

서울,

COEX
이승걸 39 40 79

2017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하계학술발표회와 공동주최)

2017년

7월 10일~12일
부산 BEXCO 강경태 59 36 95

2018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8년 

8월 20일~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강경태 46 20 66

2019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19년 

8월 21일~2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
김호섭 53 32 85

2020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20년 

11월 18일~19일

Online 

Conference

김호섭, 

김향균
38 36 74

7-10.  대구·경북 지회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광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

의 정보 교환과 이 지역의 광 관련 산업 육성발전 및 광산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1996년 6월 28

일 한국광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방에 산재해 있는 레이

저 응용광학, 분광학, 조명광학, 안경광학 등의 연구실과 산업체에서 광학을 핵심으로 하는 기

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광학회 대구·경북 지회의 창립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1996년 6월 28일에 대구·경북 지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본부 학회장 이주

희 교수와 전임 학회장 김 웅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학회 부회장으로 최상삼 박사가 “광산업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등록 회원이 33명, 참석자는 50여 명에 달하였

다. 곧이어 8월 10일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오철한), 감사(권오대), 총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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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재무간사(김경찬), 편집간사(권진혁), 운영간사(윤지홍)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

위원 6명(손연규, 이상윤, 이일수, 김시열, 이원진, 이강희)을 임명하였다.

1997년 8월에는 지회 회보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이 창간호는 ‘제1회 정기총회 및 ’97 하계 

학술대회’때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NASA의 이자현 박사를 초청하여 

“21C 우주과학기술과 과학교육”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짐으로써 지회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

켰다. 1998년에는 독립적으로 ’98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통해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9년은 지회의 활동이 잠시 주춤거리는 해였다. 당시 이 지회를 창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최종락 교수의 갑작스런 별세소식과 IMF외환위기로 인해 총회가 생략되는 안타까운 소식

이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지회의 활동이 다시 새롭게 활기를 띠었다. 2001년 1월 15일

에 학술발표회의 명칭을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레이저 활용 심포지움’으로 개정하기로 협의하

여,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레이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강연을 개최

하였다. 한서대학교 송순달 박사와 대신인터프라이즈의 김규 이사의 “레이저의 의료활용원리

와 그 전망”이란 강연과 조희태 교수 외 4명이 발표한 “레이저의 임상활용 예”의 강연이 있었

다. 더 나아가 2003년 5월 16일에는 레이저 활용 세미나인 “Laser in Photomedicine”에서 대

구 카톨릭대 김종기 박사의 “Application in Therapeutics & Diagno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

여 지회의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2003년에는 광학교재 “광학의 기초”의 출판 기념회를 가져 지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

고, 우수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학술회의 참가 외에 이러한 활동이 늘어나 학술발표회

에 발표되는 논문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논문의 질은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비약

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2008년 12월 8일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Advance Display 

and Optoelectronics Technology”란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회의의 전체적인 활동을 정리해보면, 초기의 지회 창립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

동이 계속되어 회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가 되면서 회의 활동성이 약

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회원 개인의 활동은 각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교에 재직하는 회원들의 학회 및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활동은 매우 활

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ADOT는 올해로 

제4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포항공과대학교의 권오대 교수 그룹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레이저 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영남대학교의 광학 그룹은 백라이트 유니트와 홀로그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분야가 파주로 대이동

을 감행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새로운 발전동기를 부여할 분야

를 개척해야 했다.

표 7-10. 대구 · 경북 지회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학술회의 명칭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97년 8월 18일 대구 · 경북 지회 학술발표회 오철한 10 2 12

제2회 1998년 2월 9일 춘계학술회의 오철한 11 - 11

제3회 1998년 8월 12일 제2회 정기총회 및

’98 하계학술회의

11 - 11

제4회 1999년 1월 29일 ’99 춘계학술회의 11 - 11

제5회 2000년 2월 12일 춘계학술회의 개최 11 2 13

제6회 2000년 8월 12일 제3회 정기 총회 및 2000년

하계학술대회

10 3 13

제7회 2001년 8월 11일 제4차 정기 총회 및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

- 2 2

제8회 2003년 7월 12일 총회 및 하계학술발표회 4 3 7

제9회 2004년 7월 3일 하계학술발표회 3 - 3

제10회 2005년 5월 26일 하계연구소 3주년 세미나 발표회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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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재무간사(김경찬), 편집간사(권진혁), 운영간사(윤지홍)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

위원 6명(손연규, 이상윤, 이일수, 김시열, 이원진, 이강희)을 임명하였다.

1997년 8월에는 지회 회보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이 창간호는 ‘제1회 정기총회 및 ’97 하계 

학술대회’때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NASA의 이자현 박사를 초청하여 

“21C 우주과학기술과 과학교육”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짐으로써 지회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

켰다. 1998년에는 독립적으로 ’98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통해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9년은 지회의 활동이 잠시 주춤거리는 해였다. 당시 이 지회를 창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최종락 교수의 갑작스런 별세소식과 IMF외환위기로 인해 총회가 생략되는 안타까운 소식

이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지회의 활동이 다시 새롭게 활기를 띠었다. 2001년 1월 15일

에 학술발표회의 명칭을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레이저 활용 심포지움’으로 개정하기로 협의하

여,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레이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강연을 개최

하였다. 한서대학교 송순달 박사와 대신인터프라이즈의 김규 이사의 “레이저의 의료활용원리

와 그 전망”이란 강연과 조희태 교수 외 4명이 발표한 “레이저의 임상활용 예”의 강연이 있었

다. 더 나아가 2003년 5월 16일에는 레이저 활용 세미나인 “Laser in Photomedicine”에서 대

구 카톨릭대 김종기 박사의 “Application in Therapeutics & Diagno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

여 지회의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2003년에는 광학교재 “광학의 기초”의 출판 기념회를 가져 지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

고, 우수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학술회의 참가 외에 이러한 활동이 늘어나 학술발표회

에 발표되는 논문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논문의 질은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비약

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2008년 12월 8일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Advance Display 

and Optoelectronics Technology”란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회의의 전체적인 활동을 정리해보면, 초기의 지회 창립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

동이 계속되어 회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가 되면서 회의 활동성이 약

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회원 개인의 활동은 각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교에 재직하는 회원들의 학회 및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활동은 매우 활

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ADOT는 올해로 

제4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포항공과대학교의 권오대 교수 그룹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레이저 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영남대학교의 광학 그룹은 백라이트 유니트와 홀로그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분야가 파주로 대이동

을 감행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새로운 발전동기를 부여할 분야

를 개척해야 했다.

표 7-10. 대구 · 경북 지회 학술회의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일시 학술회의 명칭 조직

위원장

논문

발표수

초청논문

발표수

합계

제1회 1997년 8월 18일 대구 · 경북 지회 학술발표회 오철한 10 2 12

제2회 1998년 2월 9일 춘계학술회의 오철한 11 - 11

제3회 1998년 8월 12일 제2회 정기총회 및

’98 하계학술회의

11 - 11

제4회 1999년 1월 29일 ’99 춘계학술회의 11 - 11

제5회 2000년 2월 12일 춘계학술회의 개최 11 2 13

제6회 2000년 8월 12일 제3회 정기 총회 및 2000년

하계학술대회

10 3 13

제7회 2001년 8월 11일 제4차 정기 총회 및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

- 2 2

제8회 2003년 7월 12일 총회 및 하계학술발표회 4 3 7

제9회 2004년 7월 3일 하계학술발표회 3 - 3

제10회 2005년 5월 26일 하계연구소 3주년 세미나 발표회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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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원의 수가 259여 명에서 3800여 명으로 늘고 회원의 회비 납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총 사업 수입 4천5백7십만 원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사업 수입(학회등

록비, 논문게재료, 및 광고비)은 50%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회비수입이 정

체된 채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

지 전체적인 학회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이 대부분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회비는 4%, 사업수입은 20%로 미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의 기부금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2005년에는 

무려 6천4백만 원을 넘겨 전체 수입의 1/5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기부금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경제가 불안한 당시에는 기

부금이 1천6백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도부터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회지 발간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

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도 1993년도부터 학회지 발간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

어 학술지 발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학회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금을 적립하기로 협의하였다. 기금적립금은 학회 수입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학회의 자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광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78개의 광학관련 산업체로부터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시 발간하여 배포하는 각종 책자와 1998년에 창간한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現 K-Light)’

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부터 들어오는 광고비는 점차 줄어가고는 있으나 학회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이므로, 앞으로는 광학 관련 산업체들을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

도하거나 새로운 산업체를 발굴하는 등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학회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가 2008년 4월에 SCI에 등

재되면서 13권 1호부터 논문 게재료를 1면 4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0년 12월 (COPP 4권 

6호)부터 게재료를 페이지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회원의 연회비도 2020

년 기준 정회원 6만원, 평의원 9만원, 학생회원 3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학회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학회 재정의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학회의 수입원은 

학회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고, 학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재정을 견실하게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학회

는 지난 10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장단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학회

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1990년 학회가 창립된 초기에 2

천7백5십만 원에 불과하였던 본 학회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은 2000년에는 

약 4억 원에 근접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7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13억 원, 2020

년에는 15억 원이 넘어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학회의 재정 자립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은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학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업비를 포함한 유동자산은 그 규모가 10

년 전에는 2천4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억 원을 넘게 되었고, 2015년에는 6억 원, 

2020년 10억 원을 넘어 약 50배로 늘어났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하고, 학회의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지만, 학회의 재

정이 상당히 충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8-1.  주요 사업수입 및 지출

1990년 학회 초창기에 수입의 세부항을 살펴보면 회원의 회비 수입은 매우 미비하였으며 

사업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사업 수입은 대부분 광고비와 논문 게재료였는

데 이때의 학회 운영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광고비의 비중이 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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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원의 수가 259여 명에서 3800여 명으로 늘고 회원의 회비 납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총 사업 수입 4천5백7십만 원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사업 수입(학회등

록비, 논문게재료, 및 광고비)은 50%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회비수입이 정

체된 채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

지 전체적인 학회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이 대부분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회비는 4%, 사업수입은 20%로 미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의 기부금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2005년에는 

무려 6천4백만 원을 넘겨 전체 수입의 1/5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기부금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경제가 불안한 당시에는 기

부금이 1천6백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도부터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회지 발간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

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도 1993년도부터 학회지 발간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

어 학술지 발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학회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금을 적립하기로 협의하였다. 기금적립금은 학회 수입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학회의 자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광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78개의 광학관련 산업체로부터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시 발간하여 배포하는 각종 책자와 1998년에 창간한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現 K-Light)’

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부터 들어오는 광고비는 점차 줄어가고는 있으나 학회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이므로, 앞으로는 광학 관련 산업체들을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

도하거나 새로운 산업체를 발굴하는 등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학회지인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JOSK)가 2008년 4월에 SCI에 등

재되면서 13권 1호부터 논문 게재료를 1면 4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0년 12월 (COPP 4권 

6호)부터 게재료를 페이지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회원의 연회비도 2020

년 기준 정회원 6만원, 평의원 9만원, 학생회원 3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학회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학회 재정의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학회의 수입원은 

학회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고, 학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재정을 견실하게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학회

는 지난 10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장단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학회

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1990년 학회가 창립된 초기에 2

천7백5십만 원에 불과하였던 본 학회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은 2000년에는 

약 4억 원에 근접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7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13억 원, 2020

년에는 15억 원이 넘어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학회의 재정 자립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은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학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업비를 포함한 유동자산은 그 규모가 10

년 전에는 2천4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억 원을 넘게 되었고, 2015년에는 6억 원, 

2020년 10억 원을 넘어 약 50배로 늘어났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하고, 학회의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지만, 학회의 재

정이 상당히 충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8-1.  주요 사업수입 및 지출

1990년 학회 초창기에 수입의 세부항을 살펴보면 회원의 회비 수입은 매우 미비하였으며 

사업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사업 수입은 대부분 광고비와 논문 게재료였는

데 이때의 학회 운영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광고비의 비중이 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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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 

자립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학술진흥재단은 과학재단과 더불어 1995년부터 광학회가 주

관하여 개최한 여러 국제학술회의도 지원을 해주어 한국광학회가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으로부터도 1997년도와 1998년도에 학술회의 개최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로부터도 1999년도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지원 받았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회의를 적극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

으로써 학회 Overhead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학술회의 유치는 학회 재정자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계 및 동계 학술발표회 개최 시 참여하는 전시업체도 크

게 증가한 점도 학회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예산의 집행은 1990년에는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사업과 적립금에 집중되어 있었

으나, 1995년부터는 학회 전용사무실을, 2010년에는 학회 독립 사무실을 갖추었다. 갖추었고, 

학회지 발간횟수와 학술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나는 등 점차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총지출 4천6백만 원 중 학술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34.3%, 인건비 

14.0%, 사무비가 27.6%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총지출 1억 5천9백만 원 중 학술지 발간에만 18.0%, 학술회의 개최 등 사업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1%, 인건비가 14.4%, 사무비가 16.9%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부

터는 기금적립목록으로 지출이 상당히 늘어 전체적인 지출규모가 커졌다. 기금적립은 학회

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학회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기틀이 된다. 이는 유동적인 항목으로 2008년과 같이 국내 경제가 어려워서 학회의 수입 

또한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립을 하지 않았고, 예상 지출보다 당해 학회 수입이 초과하

였을 경우에 적립을 하였다.

대부분의 지출이 각종 학술회의와 학술지 발간사업과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집중되어 있

는 양상은 본 학회가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1995년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에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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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한국광학회 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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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한국광학회 수입현황

3422부•부문별 발전사 343 8장•재정



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 

자립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학술진흥재단은 과학재단과 더불어 1995년부터 광학회가 주

관하여 개최한 여러 국제학술회의도 지원을 해주어 한국광학회가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으로부터도 1997년도와 1998년도에 학술회의 개최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로부터도 1999년도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지원 받았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회의를 적극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

으로써 학회 Overhead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학술회의 유치는 학회 재정자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계 및 동계 학술발표회 개최 시 참여하는 전시업체도 크

게 증가한 점도 학회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예산의 집행은 1990년에는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사업과 적립금에 집중되어 있었

으나, 1995년부터는 학회 전용사무실을, 2010년에는 학회 독립 사무실을 갖추었다. 갖추었고, 

학회지 발간횟수와 학술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나는 등 점차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총지출 4천6백만 원 중 학술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34.3%, 인건비 

14.0%, 사무비가 27.6%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총지출 1억 5천9백만 원 중 학술지 발간에만 18.0%, 학술회의 개최 등 사업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1%, 인건비가 14.4%, 사무비가 16.9%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부

터는 기금적립목록으로 지출이 상당히 늘어 전체적인 지출규모가 커졌다. 기금적립은 학회

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학회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기틀이 된다. 이는 유동적인 항목으로 2008년과 같이 국내 경제가 어려워서 학회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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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은 본 학회가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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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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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한국광학회 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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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한국광학회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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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비를 점차 증액시켜 2009년에는 동계학술대회 비회원 등록비를 사전등록은 110,000

원, 현장등록은 130,000원으로 협의하였고, 2019년에는 사전등록은 200,000원, 현장등록은 

24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회비는 초기에는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후원에 힘입어 총 회비수입의 77.9%를 정

회원회비가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학생회원의 수와 특별회원의 수가 증가하여 

정회원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5%로 낮아지고, 학생회원 회비가 10.9%, 특별회원 및 단

체회원 회비가 37.6%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회비 납부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설되는 분과로 인해 회원들의 납부가 분산되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한국광학회에서는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과학재

단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술 활동의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관 발굴, 학술발표회의 전시 및 광고사의 적극적인 유치 등

으로 그 공란을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8-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0년 회비 수입

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국광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시작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20여개의 대중소 기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이다. 

8-3.  기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 창립 초기에는 재정이 매우 빈약하여 130여 명의 회원이 낸 

회비로는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부득이 국내 광산업계로부터 광고비의 형태로 찬조금을 모금

하거나, 쌍용양회, 금성사, 한국광학산업기술조합, 한국광학기기협회, 전자공학회, 전기학회 

등 국내 학회와 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였다.

또한 종신회원제를 도입하여 종신회비의 원금은 기금화하고 기금의 이자 부분을 사업비의 

일부로 사용하여 학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

아 안정적인 학회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절실히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학회의 재정자립을 위

전반적인 지출 내역의 변화를 보면, 정보화 사업,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로 대부분 지출하

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 이후에는 기금적립, 분과 및 지회보조, 단체회비, 퇴직적립금, 발

간사업, 부가세신고 등으로 지출 내역이 다양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8-2.  회비

회원의 수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학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일 뿐만 아니라 회원

들의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원의 

종류는 현재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회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평의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회비도 정회원회비, 평의원회비, 학생

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 단체회원회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회원의 수는 학회창립 초에는 

259명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7,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학생회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앞으로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회의 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

그림 8-3. 연도별 회비 수입 변화

정회원 평의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산학협력프로그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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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비를 점차 증액시켜 2009년에는 동계학술대회 비회원 등록비를 사전등록은 110,000

원, 현장등록은 130,000원으로 협의하였고, 2019년에는 사전등록은 200,000원, 현장등록은 

24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회비는 초기에는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후원에 힘입어 총 회비수입의 77.9%를 정

회원회비가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학생회원의 수와 특별회원의 수가 증가하여 

정회원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5%로 낮아지고, 학생회원 회비가 10.9%, 특별회원 및 단

체회원 회비가 37.6%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회비 납부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설되는 분과로 인해 회원들의 납부가 분산되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한국광학회에서는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진흥재단, 과학재

단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술 활동의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관 발굴, 학술발표회의 전시 및 광고사의 적극적인 유치 등

으로 그 공란을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8-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0년 회비 수입

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국광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시작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20여개의 대중소 기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이다. 

8-3.  기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 창립 초기에는 재정이 매우 빈약하여 130여 명의 회원이 낸 

회비로는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부득이 국내 광산업계로부터 광고비의 형태로 찬조금을 모금

하거나, 쌍용양회, 금성사, 한국광학산업기술조합, 한국광학기기협회, 전자공학회, 전기학회 

등 국내 학회와 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였다.

또한 종신회원제를 도입하여 종신회비의 원금은 기금화하고 기금의 이자 부분을 사업비의 

일부로 사용하여 학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

아 안정적인 학회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절실히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학회의 재정자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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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 부가세신고 등으로 지출 내역이 다양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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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수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학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일 뿐만 아니라 회원

들의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원의 

종류는 현재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회원 중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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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 단체회원회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회원의 수는 학회창립 초에는 

259명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7,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학생회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앞으로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회의 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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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금의 적립을 종신회원기금, 일반기금 및 발전기금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8-3-1.  종신회원기금

종신회원기금은 정회원들이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학회의 재정을 안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정회원이 일정액(2십만 원)의 종신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학회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 중 일정액을 회비로 이체하여 학회의 운영에 

사용하고 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현재까지 49명의 회원이 종신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으

며 이자를 제외한 총 종신회원 기금 적립금은 1,000만 원이다. 종신회원기금은 1994년 과총회

관에 위치한 현 학회 사무실을 임대할 때 학회에서 임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전

액을 발전기금에서 다시 환수하여 종신회원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8-3-2.  일반기금

초기 학회의 사무는 학회 재정 형편상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KIST 응용광학연구실에

서 처리하였고, 1994년에는 당시 코로닉스 상사를 운영하던 김현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마포

의 한신 오피스텔 1804호를 1년간 실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곳을 임시 학회사무실로 이

용하였다. 그러나 학회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학술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게 됨에 따라 이를 뒷

받침할 학회 전용사무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7월 입주 예정이었던 과학기술회관에 

전용사무실을 30평 크기로 얻기로 결정하고 임대료 7천2백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모금을 

추진하였다. 처음 시작된 모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단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회원

들의 참여 덕분에 단기간 내에 총 임대료의 44.4%에 이르는 3,2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당시 기금모금에 협조하여 준 회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8-3-3.  발전기금

현재 학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3억 2천7백만 원의 기금 중 대부분은 이 발전기금을 통하여 

적립되었다. 발전기금은 한국광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의 간접비와 회의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많은 회원들의 노고를 통하여 만든 기여금으로써, 1994년 8

월 대전에서 개최한 ICHSPP, 1995년 7월 역시 대전에서 개최한 ICO-17, 1997년 7월 서울에

서 개최한 OECC, 그리고 1999년 4월 경주에서 개최한 OFS-13, 8월 서울에서 개최한 CLEO/

Pacific Rim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총 2억 

5백만 원의 발전기금이 모금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OECC(2005), APOC(2006년), CLEO-

PR(2007년), APBP(2009년), APNFO(2009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

년), NBSIS(2013년, 2015년), CLEO-PR(2015년)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욱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체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기

부금 및 광고비가 증액하여 재정이 점차 탄탄해졌으며, 특히 영문학회지가 SCI에 등재되면서 

학회의 수입이 한층 안정화되었다. 최근의 학회의 수입원은 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

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국제학술의 개최를 통한 Overhead 적립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자립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1월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적립된 기금을 바탕

으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30평의 오피스텔을 구입함으로써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20년 추진한 신규 학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APOC(2006년), CLEO- PR(2007년), APBP(2009년), APNFO(2009

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년), NBSIS(2013년, 2015년), CLEO-

PR(2015년), APLS(2016년), DH(2017년), ALT(2017년), OFS(2017년), DHIP(2017년, 2019

년), MTSA(2019)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욱 

확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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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금의 적립을 종신회원기금, 일반기금 및 발전기금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8-3-1.  종신회원기금

종신회원기금은 정회원들이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학회의 재정을 안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정회원이 일정액(2십만 원)의 종신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학회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 중 일정액을 회비로 이체하여 학회의 운영에 

사용하고 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현재까지 49명의 회원이 종신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으

며 이자를 제외한 총 종신회원 기금 적립금은 1,000만 원이다. 종신회원기금은 1994년 과총회

관에 위치한 현 학회 사무실을 임대할 때 학회에서 임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전

액을 발전기금에서 다시 환수하여 종신회원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8-3-2.  일반기금

초기 학회의 사무는 학회 재정 형편상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KIST 응용광학연구실에

서 처리하였고, 1994년에는 당시 코로닉스 상사를 운영하던 김현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마포

의 한신 오피스텔 1804호를 1년간 실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곳을 임시 학회사무실로 이

용하였다. 그러나 학회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학술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게 됨에 따라 이를 뒷

받침할 학회 전용사무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7월 입주 예정이었던 과학기술회관에 

전용사무실을 30평 크기로 얻기로 결정하고 임대료 7천2백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모금을 

추진하였다. 처음 시작된 모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단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회원

들의 참여 덕분에 단기간 내에 총 임대료의 44.4%에 이르는 3,2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당시 기금모금에 협조하여 준 회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8-3-3.  발전기금

현재 학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3억 2천7백만 원의 기금 중 대부분은 이 발전기금을 통하여 

적립되었다. 발전기금은 한국광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의 간접비와 회의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많은 회원들의 노고를 통하여 만든 기여금으로써, 1994년 8

월 대전에서 개최한 ICHSPP, 1995년 7월 역시 대전에서 개최한 ICO-17, 1997년 7월 서울에

서 개최한 OECC, 그리고 1999년 4월 경주에서 개최한 OFS-13, 8월 서울에서 개최한 CLEO/

Pacific Rim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총 2억 

5백만 원의 발전기금이 모금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OECC(2005), APOC(2006년), CLEO-

PR(2007년), APBP(2009년), APNFO(2009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

년), NBSIS(2013년, 2015년), CLEO-PR(2015년)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욱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체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기

부금 및 광고비가 증액하여 재정이 점차 탄탄해졌으며, 특히 영문학회지가 SCI에 등재되면서 

학회의 수입이 한층 안정화되었다. 최근의 학회의 수입원은 회비, 광고비, 논문게재료, 재단지

원금, 기부금, 국세환급금, 국제학술의 개최를 통한 Overhead 적립 등으로 다변화되어 학회의 

재정자립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1월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적립된 기금을 바탕

으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30평의 오피스텔을 구입함으로써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20년 추진한 신규 학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APOC(2006년), CLEO- PR(2007년), APBP(2009년), APNFO(2009

년), APLS(2010년), SPP5(2011년), OECC(2012년), NBSIS(2013년, 2015년), CLEO-

PR(2015년), APLS(2016년), DH(2017년), ALT(2017년), OFS(2017년), DHIP(2017년, 2019

년), MTSA(2019)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금을 더욱 

확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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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타

사무국의 주요 행정업무는 경리담당, 회원담당, 편집담당으로 나눌 수 있다. 광학회 전용 

사무실을 갖추게 됨에 따라 전화, Fax, 책상 등 사무 기기가 필요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여러 

회원들이 현물기증을 해주어 초기에 학회 사무실이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하였다.

표 8-1. 역대별 기증품목 및 기증자

일시 역대별 기증품목 및 기증자

1994 소파 1세트 / 탁자 / 액자 / 냉장고(김 웅), 복사기(신도리코/홍경희), FAX(한림원)

자동응답전화기(백운출)

1995 책상 2개 / 의자 2개(박승한), 벽걸이용시계(물리학회), 오디오(한림원), 괘종시계(이범구)

1996 컴퓨터(이주희), 잉크젯프린터(이주희)

1997 레이저프린터(이종민), 노트북 2대(OECC조직위원회)

2005 커피메이커(이용희)

2011 회의용 60" TV(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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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 14-15 제3회 정기총회 및 제7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한국과학기술원(대덕)에서 개최

 제2대 회장: 이상수 선출

2. 11  상임이사회에서 분과 설립 결의(광과학, 광기술, 광자기술, 광정보처리, 양자전자, 시각 및 의광학)

3. 31 한국광학회지 제3권 1호 발행

6. 16  독립국가연합(구소련) 광학회(O.S. Roghd Stevensky Optical Society)와 한국광학회 간의 학술

교류협의서 서명

6. 30 한국광학회지 제3권 2호 발행

8. 20-21 제9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온양 제일관광호텔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3권 3호 발행

11. 13-14 제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1 한국광학회지 제3권 4호 발행

1993년

1. 15-16 제1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2. 12-13 제4회 정기총회 및 제8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고려대에서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4권 1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4권 2호 발행

7. 9-10 제2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8. 20-21 제10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전북대에서 개최

9. 16 한국광학회지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교부 받음(ISSN 1225-6285)

9. 30 한국광학회지 제4권 3호 발행

11. 11 제1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1 한국광학회지 제4권 4호 발행

1994년

2. 18-19 제5회 정기총회 및 제9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청주대에서 개최

 제3대 회장: 김 웅 선출

3. 18-19 제3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5권 1호 발행

5. 30 제1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승인

6. 24 학회사무실 이전(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6.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2호 발행

7. 8-9 제11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울산대에서 개최

8. 28-9. 2 ICHSPP 개최(대덕과학문화센터/롯데호텔)

1989년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이상수(위원장), 김 웅, 이주희, 장준성, 강민호

정관 기초 위원: 홍경희, 이재형, 공홍진

10. 10 준비위원회: 정관 초안 확정, 10월 20일 창립총회 개최 결정

10. 20  발기인 총회(16시, 93명 참석) 및 창립총회(17시, 131명 참석) 한국과학원(홍릉) 연구동 101호 강의

실에서 개최, 정관 제정, 초대회장: 이상수 선출

1990년

2. 10 제1회 정기총회 및 제5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서울대에서 개최

2. 20 과학기술처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제86호)

3. 6 사단법인 등록 필(사업자 번호: 209-82-03838)

3. 31 한국광학회지 창간호 발행

7. 13-14 제7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용평리조트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1권 2호 발행

1991년

2. 20 제2회 정기총회 및 제6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2권 1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2권 2호 발행

7. 13 제8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

8.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입회, 학술진흥재단 입회

9. 30 한국광학회지 제2권 3호 발행

12. 31 한국광학회지 제2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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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 14-15 제3회 정기총회 및 제7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한국과학기술원(대덕)에서 개최

 제2대 회장: 이상수 선출

2. 11  상임이사회에서 분과 설립 결의(광과학, 광기술, 광자기술, 광정보처리, 양자전자, 시각 및 의광학)

3. 31 한국광학회지 제3권 1호 발행

6. 16  독립국가연합(구소련) 광학회(O.S. Roghd Stevensky Optical Society)와 한국광학회 간의 학술

교류협의서 서명

6. 30 한국광학회지 제3권 2호 발행

8. 20-21 제9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온양 제일관광호텔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3권 3호 발행

11. 13-14 제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1 한국광학회지 제3권 4호 발행

1993년

1. 15-16 제1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2. 12-13 제4회 정기총회 및 제8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고려대에서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4권 1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4권 2호 발행

7. 9-10 제2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8. 20-21 제10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전북대에서 개최

9. 16 한국광학회지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교부 받음(ISSN 1225-6285)

9. 30 한국광학회지 제4권 3호 발행

11. 11 제1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1 한국광학회지 제4권 4호 발행

1994년

2. 18-19 제5회 정기총회 및 제9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청주대에서 개최

 제3대 회장: 김 웅 선출

3. 18-19 제3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5권 1호 발행

5. 30 제1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승인

6. 24 학회사무실 이전(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6.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2호 발행

7. 8-9 제11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울산대에서 개최

8. 28-9. 2 ICHSPP 개최(대덕과학문화센터/롯데호텔)

1989년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이상수(위원장), 김 웅, 이주희, 장준성, 강민호

정관 기초 위원: 홍경희, 이재형, 공홍진

10. 10 준비위원회: 정관 초안 확정, 10월 20일 창립총회 개최 결정

10. 20  발기인 총회(16시, 93명 참석) 및 창립총회(17시, 131명 참석) 한국과학원(홍릉) 연구동 101호 강의

실에서 개최, 정관 제정, 초대회장: 이상수 선출

1990년

2. 10 제1회 정기총회 및 제5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서울대에서 개최

2. 20 과학기술처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제86호)

3. 6 사단법인 등록 필(사업자 번호: 209-82-03838)

3. 31 한국광학회지 창간호 발행

7. 13-14 제7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용평리조트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1권 2호 발행

1991년

2. 20 제2회 정기총회 및 제6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

3. 31 한국광학회지 제2권 1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2권 2호 발행

7. 13 제8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

8.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입회, 학술진흥재단 입회

9. 30 한국광학회지 제2권 3호 발행

12. 31 한국광학회지 제2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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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 13 한국광학회(OSK)와 미국광학회(OSA) 협정 체결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창간호 발행(연 2회)

2. 11 국문학회지(한국광학회지) 증간(연 4회 → 연 6회)

2. 14  제8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

 제6대 회장: 박대윤 선출

2. 28 한국광학회지 제8권 1호 발행

3. 14-15 제7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8 JOSK의 원고 TeX 접수 시작

3. 31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창간호 발행(연 2회)

4.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2호 발행

6. 13-14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및 제2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3호 발행

7. 8-11 OECC ’97 개최(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권 2호 발행

8. 22-23 제14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영남대에서 개최

8.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5호 발행

11. 6-7 제6회 광자기술 학술발표회(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7-8 제5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개최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주관 학회정보화 사업 참여

12. 24 한국광학회(OSK)와 SPIE 협정 체결

12. 19 한국광학회 심볼마크 선정

12. 31 한국광학회지 제8권 6호 발행

1998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2권 1호 발행

2. 13-14 제9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이화여대에서 개최

 제7대 회장: 최상삼 선출

2. 28 한국광학회지 제9권 1호 발행

3. 13-14 제8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7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개설(http://www.kordic.re.kr/~society)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권 1호 발행

4. 27-29 APLS ’98 개최(제주 그랜드호텔)

4.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2호 발행

5. 14-15 제15회 광전자공학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9. 9-10 제4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3호 발행

11. 3-4 제2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4호 발행

1995년

2. 17-18 제6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과학기술원에서 개최

3. 17-18 제5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1호 발행

6. 16 제1회 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학술발표회(광과학 분과, 양자전자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2호 발행

7. 20 학회사무실 이전(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811호)

8. 18-19 제12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3호 발행

11. 10-11 제3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4호 발행

1996년

2. 9-10 제7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아주대에서 개최

 제4대 회장: 이주희, 제5대 회장: 장준성 선출

3. 15-16 제6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1호 발행

4. 19 제2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6.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2호 발행

8. 19-23 ICO-17 개최(대전 리베라호텔)

8. 28 대구 · 경북지회 발족

9. 20 학회 시행 세칙 제정

9. 20-21 제13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포항공과대학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3호 발행

10. 16 제3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11. 1 ’96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11. 7- 8 ’96 광자기술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8- 9 제4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개최

11. 16 E-mail 개설(gaosk@chollian.net)

12.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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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 13 한국광학회(OSK)와 미국광학회(OSA) 협정 체결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창간호 발행(연 2회)

2. 11 국문학회지(한국광학회지) 증간(연 4회 → 연 6회)

2. 14  제8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

 제6대 회장: 박대윤 선출

2. 28 한국광학회지 제8권 1호 발행

3. 14-15 제7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8 JOSK의 원고 TeX 접수 시작

3. 31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창간호 발행(연 2회)

4.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2호 발행

6. 13-14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및 제2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3호 발행

7. 8-11 OECC ’97 개최(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권 2호 발행

8. 22-23 제14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영남대에서 개최

8.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8권 5호 발행

11. 6-7 제6회 광자기술 학술발표회(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7-8 제5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개최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주관 학회정보화 사업 참여

12. 24 한국광학회(OSK)와 SPIE 협정 체결

12. 19 한국광학회 심볼마크 선정

12. 31 한국광학회지 제8권 6호 발행

1998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2권 1호 발행

2. 13-14 제9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이화여대에서 개최

 제7대 회장: 최상삼 선출

2. 28 한국광학회지 제9권 1호 발행

3. 13-14 제8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7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개설(http://www.kordic.re.kr/~society)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권 1호 발행

4. 27-29 APLS ’98 개최(제주 그랜드호텔)

4.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2호 발행

5. 14-15 제15회 광전자공학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9. 9-10 제4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3호 발행

11. 3-4 제2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5권 4호 발행

1995년

2. 17-18 제6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과학기술원에서 개최

3. 17-18 제5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1호 발행

6. 16 제1회 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학술발표회(광과학 분과, 양자전자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2호 발행

7. 20 학회사무실 이전(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811호)

8. 18-19 제12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샵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3호 발행

11. 10-11 제3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6권 4호 발행

1996년

2. 9-10 제7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아주대에서 개최

 제4대 회장: 이주희, 제5대 회장: 장준성 선출

3. 15-16 제6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광기술 분과) 개최

3.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1호 발행

4. 19 제2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6.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2호 발행

8. 19-23 ICO-17 개최(대전 리베라호텔)

8. 28 대구 · 경북지회 발족

9. 20 학회 시행 세칙 제정

9. 20-21 제13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포항공과대학에서 개최

9.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3호 발행

10. 16 제3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11. 1 ’96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11. 7- 8 ’96 광자기술 학술회의(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8- 9 제4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과학 분과 및 양자전자 분과) 개최

11. 16 E-mail 개설(gaosk@chollian.net)

12. 30 한국광학회지 제7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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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3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5호 발행

11. 4-5 Photonics Conference ’99(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5-6 제7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6호 발행

2000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4권 1호 발행

2. 17-18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11회 정기총회 및 200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서울대에서 개최

2. 28 한국광학회지 제11권 1호 발행

3. 10-11  제10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4권 1호 발행

4.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2호 발행

5. 17-19 제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3호 발행

7. 20-21 제5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및 제6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개최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4권 2호 발행

8. 17-18 2000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경상대학교)

8.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4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5호 발행

11. 3-4 제8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4-5 Photonics Conference 2000(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6호 발행

2001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1호 발행

2. 15-16 제12회 정기총회 및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한양대학교)

2. 28 한국광학회지 제12권 1호 발행

3. 29-30 제11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1호 발행

4.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2호 발행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2호 발행

5. 16-18 제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3호 발행

6. 12  JOSK의 INSPEC 등재,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6. 12-13  제4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워크샵 및 제3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3호 발행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2권 2호 발행

8. 12 대구 · 경북지회 제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8. 19 제1차 시행 세칙 개정

8. 19-20 제1회 임시총회 및 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한남대에서 개최

8.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4호 발행

9. 18 한국광학회 정보화 팀 구성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5호 발행

11. 5-6 Photonics Conference ’98(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7 제4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12.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6호 발행

1999년

1. 22 인터넷 전용선 및 IP address, Domain name 할당받음(osk.or.kr)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3권 1호 발행

2. 4-5 제10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광운대에서 개최

 제8대 회장: 이종민 선출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주소 변경(http://society.kordic.re.kr/~osk)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osk@osk.or.kr)

2. 28 한국광학회지 제10권 1호 발행

3. 12-13 제9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6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이종민(위원장), 이재형, 김철중, 이정일, 제원호, 이민희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3권 1호 발행

4. 13-16 OFS-13 개최(경주 현대호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변경(http://www.osk.or.kr)

4.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2호 발행

5. 13-14 제6회 광전자공학 학술회의(COOCS ’99)(광자기술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3호 발행

7. 5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3권 2호 발행

7. 8 제2차 시행 세칙 개정

7. 8-9 제16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부산대에서 개최

8. 19-20 제5회 3차원 영상기술국제워크샵 및 제4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8. 30-9. 2 CLEO/PR ’99 개최(서울 르네상스호텔)

8.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4호 발행

3563부•부록 357 1장•연표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3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5호 발행

11. 4-5 Photonics Conference ’99(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5-6 제7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6호 발행

2000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4권 1호 발행

2. 17-18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11회 정기총회 및 200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서울대에서 개최

2. 28 한국광학회지 제11권 1호 발행

3. 10-11  제10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4권 1호 발행

4.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2호 발행

5. 17-19 제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3호 발행

7. 20-21 제5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및 제6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개최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4권 2호 발행

8. 17-18 2000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경상대학교)

8.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4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5호 발행

11. 3-4 제8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4-5 Photonics Conference 2000(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1권 6호 발행

2001년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1호 발행

2. 15-16 제12회 정기총회 및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한양대학교)

2. 28 한국광학회지 제12권 1호 발행

3. 29-30 제11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1호 발행

4.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2호 발행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2호 발행

5. 16-18 제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3호 발행

6. 12  JOSK의 INSPEC 등재,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6. 12-13  제4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워크샵 및 제3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3호 발행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2권 2호 발행

8. 12 대구 · 경북지회 제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8. 19 제1차 시행 세칙 개정

8. 19-20 제1회 임시총회 및 제15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한남대에서 개최

8.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4호 발행

9. 18 한국광학회 정보화 팀 구성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권 2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5호 발행

11. 5-6 Photonics Conference ’98(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7 제4차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승인

12. 30 한국광학회지 제9권 6호 발행

1999년

1. 22 인터넷 전용선 및 IP address, Domain name 할당받음(osk.or.kr)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3권 1호 발행

2. 4-5 제10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광운대에서 개최

 제8대 회장: 이종민 선출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주소 변경(http://society.kordic.re.kr/~osk)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osk@osk.or.kr)

2. 28 한국광학회지 제10권 1호 발행

3. 12-13 제9회 광기술 워크샵 개최

3. 26 한국광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이종민(위원장), 이재형, 김철중, 이정일, 제원호, 이민희

3.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3권 1호 발행

4. 13-16 OFS-13 개최(경주 현대호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변경(http://www.osk.or.kr)

4.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2호 발행

5. 13-14 제6회 광전자공학 학술회의(COOCS ’99)(광자기술 분과)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3호 발행

7. 5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3권 2호 발행

7. 8 제2차 시행 세칙 개정

7. 8-9 제16회 광학 및 양자전자 학술발표회 부산대에서 개최

8. 19-20 제5회 3차원 영상기술국제워크샵 및 제4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광정보처리 분과) 개최

8. 30-9. 2 CLEO/PR ’99 개최(서울 르네상스호텔)

8. 30 한국광학회지 제10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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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1호 발행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1호 발행

2. 12-13 제14회 정기총회 및 200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인하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2호 발행

5. 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4-16 제1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3) 개최

5. 22-23 제13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30 제4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4권 3호 발행

7. 15-16 2003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용평리조트)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4호 발행

11. 7-8 제11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2-14 제1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3,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6호 발행

2004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1호 발행

2. 12-13 제15회 정기총회 및 200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전남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2호 발행

 제5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5. 6-8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2-14 제11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4) 개최

5. 20-21 제14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6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2호 발행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3호 발행

8. 16-17 2001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배재대학교)

8.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3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5호 발행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4호 발행

10. 31-11.2 Photonics Conference 2001(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3 제9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21 제6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및 제7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4호 발행

2002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1호 발행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1호 발행

2. 19-20 제13회 정기총회 및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경희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2호 발행

5. 2-3 제12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15-17 제9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2) 개최

5. 16-18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6. 7 제3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6. 18 제2회 레이저 의료활용 세미나 프로그램(대구 · 경북지회)

6.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3호 발행

7. 15-16 2002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안면도 롯데오션캐슬)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4호 발행

10. 30-11. 1 제1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2,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2 제10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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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1호 발행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1호 발행

2. 12-13 제14회 정기총회 및 200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인하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2호 발행

5. 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4-16 제1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3) 개최

5. 22-23 제13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30 제4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4권 3호 발행

7. 15-16 2003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용평리조트)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7권 4호 발행

11. 7-8 제11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2-14 제1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3,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7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4권 6호 발행

2004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1호 발행

2. 12-13 제15회 정기총회 및 200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전남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2호 발행

 제5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5. 6-8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2-14 제11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4) 개최

5. 20-21 제14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6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2호 발행

7.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3호 발행

8. 16-17 2001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배재대학교)

8.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4호 발행

9. 30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3호 발행

10.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5호 발행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5권 4호 발행

10. 31-11.2 Photonics Conference 2001(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3 제9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2. 21 제6회 광정보처리 학술발표회 및 제7회 3차원 영상매체기술 국제 워크샵 개최

12. 30 한국광학회지 제12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5권 4호 발행

2002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1호 발행

1. 31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1호 발행

2. 19-20 제13회 정기총회 및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경희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2호 발행

5. 2-3 제12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15-17 제9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2) 개최

5. 16-18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6. 7 제3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6. 18 제2회 레이저 의료활용 세미나 프로그램(대구 · 경북지회)

6.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3호 발행

7. 15-16 2002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안면도 롯데오션캐슬)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6권 4호 발행

10. 30-11. 1 제1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2,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2 제10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6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3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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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1호 발행

2. 9-10 제17회 정기총회 및 200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아주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2호 발행

5. 10-12 제13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6) 개최

5. 11-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25-26 제16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7권 3호 발행

7. 13-14 2006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제주대학교)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4호 발행

8. 29 제6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4호 발행

11. 8-10 제13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제15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6,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6호 발행

2007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1호 발행

2. 8-9 제18회 정기총회 및 2007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고등광기술연구소)

2.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2호 발행

5. 3-5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6-18 제1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7) 개최

 제17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31-6. 1 제7회 의광학 워크샵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2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18권 3호 발행

7. 13-15 2007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마레몬스 호텔)

7. 8-9 2004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무주리조트)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4호 발행

11. 3-5 제13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4,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4-5 제12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6호 발행

2005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1호 발행

2. 12-13 제16회 정기총회 및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포항공과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2호 발행

 제5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5. 11-13 제12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5) 개최

5. 12-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9-20 제15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6권 3호 발행

7. 4-7.8  국제학술회의 OECC 2005 개최 

7. 8-9 2005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단양 콘도)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4호 발행

9. 8-10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개최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4호 발행

11. 3-4 제13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3-5 제14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5,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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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1호 발행

2. 9-10 제17회 정기총회 및 200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아주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2호 발행

5. 10-12 제13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6) 개최

5. 11-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25-26 제16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7권 3호 발행

7. 13-14 2006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제주대학교)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4호 발행

8. 29 제6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0권 4호 발행

11. 8-10 제13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제15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6,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0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7권 6호 발행

2007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1호 발행

2. 8-9 제18회 정기총회 및 2007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고등광기술연구소)

2.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2호 발행

5. 3-5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6-18 제1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7) 개최

 제17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5. 31-6. 1 제7회 의광학 워크샵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2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18권 3호 발행

7. 13-15 2007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마레몬스 호텔)

7. 8-9 2004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무주리조트)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8권 4호 발행

11. 3-5 제13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4,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4-5 제12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8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5권 6호 발행

2005년

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1호 발행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1호 발행

2. 12-13 제16회 정기총회 및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포항공과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2호 발행

 제5회 시각 및 의광학 워크샵 개최

5. 11-13 제12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5) 개최

5. 12-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9-20 제15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16권 3호 발행

7. 4-7.8  국제학술회의 OECC 2005 개최 

7. 8-9 2005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단양 콘도)

7.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4호 발행

9. 8-10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개최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9권 4호 발행

11. 3-4 제13회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움(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3-5 제14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5,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9권 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6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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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1호 발행

2. 12-15 제20회 정기총회 및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서울시립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2호 발행

5. 7-9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3-15 제16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8) 개최

5. 27-29 APBP 2009(의광학) 개최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2호 발행

6. 24-26 제19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20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4호 발행

8. 27-28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9. 21-25 제4회 Korea Terahertz(THz) Forum 개최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3호 발행

10. 20-21 창립 20주년기념 특별학술발표회 개최(김대중컨벤션센터)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4호 발행

11. 2-4 제18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9,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3-14 제16회 레이저분광학국제심포지엄(SOL 2009) 개최

11. 25-27 7th APNFO 개최

12. 10 제7회 대구경 광학계 및 광기계 워크샵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4호 발행

2010년

1. 20-22 제21회 정기총회 및 201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2호 발행

5. 11-15 제7회 아시아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5. 19-20 2010년도 광기술 워크샵 안내

5. 26-28 제1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4호 발행

8.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2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3호 발행

10. 4-5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5호 발행

11. 14-16 제16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7,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3/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4호 발행

2008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1호 발행

2. 14-15 제19회 정기총회 및 2008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홍익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2호 발행

5. 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4-16 제1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8) 개최

5. 29-30 제18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2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19권 3호 발행

7. 10-11 2008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보광 피닉스파크)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4호 발행

8. 28-29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8. 29 제8회 의광학 워크샵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4호 발행

11. 5-7 제17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8,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3-14 제15회 레이저분광학국제심포지엄(SOL 2008)개최

11. 20 제4회 Korea Terahertz(THz) Forum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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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1호 발행

2. 12-15 제20회 정기총회 및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서울시립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2호 발행

5. 7-9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3-15 제16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8) 개최

5. 27-29 APBP 2009(의광학) 개최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2호 발행

6. 24-26 제19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30 한국광학회지 제20권 3호 발행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4호 발행

8. 27-28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9. 21-25 제4회 Korea Terahertz(THz) Forum 개최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3호 발행

10. 20-21 창립 20주년기념 특별학술발표회 개최(김대중컨벤션센터)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3권 4호 발행

11. 2-4 제18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9,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3-14 제16회 레이저분광학국제심포지엄(SOL 2009) 개최

11. 25-27 7th APNFO 개최

12. 10 제7회 대구경 광학계 및 광기계 워크샵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0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3권 4호 발행

2010년

1. 20-22 제21회 정기총회 및 2010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2호 발행

5. 11-15 제7회 아시아 태평양 레이저 심포지엄

5. 19-20 2010년도 광기술 워크샵 안내

5. 26-28 제1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4호 발행

8.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2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3호 발행

10. 4-5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5호 발행

11. 14-16 제16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7,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1권 3/4호 발행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8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1권 4호 발행

2008년

1.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1호 발행

2. 14-15 제19회 정기총회 및 2008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홍익대학교)

2.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2호 발행

4.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2호 발행

5. 1-3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개최

5. 14-16 제1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08) 개최

5. 29-30 제18회 광기술 분과 워크샵 개최

6.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2호 발행

6. 30 한국광학회지 제19권 3호 발행

7. 10-11 2008년 하계학술발표회 개최(보광 피닉스파크)

7.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3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4호 발행

8. 28-29 광정보처리기술 워크샵

8. 29 제8회 의광학 워크샵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5호 발행

10. 30 홍보지(광학과 기술) 제12권 4호 발행

11. 5-7 제17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08, 광자기술 분과) 개최

11. 13-14 제15회 레이저분광학국제심포지엄(SOL 2008)개최

11. 20 제4회 Korea Terahertz(THz) Forum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19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2권 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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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4호 발행

2013년

2. 18-20 제24회 정기총회 및 201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1호 발행

2.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2호 발행

4.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2호 발행

5. 2-4 제12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5. 8-10 제2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3호 발행

7. 10-12 2013년 하계학술발표회

8.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5호 발행

11. 20-22 Photonics Conference 2013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6호 발행

2014년

2. 19-21 제25회 정기총회 및 201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1호 발행

4. 23-25 2014년 제24회 광기술 워크샵

4. 9-11 제3회 차세대 리소그라피 학술대회

4.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2호 발행

5. 7-10 제13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5. 21-23 제21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3호 발행

8. 25-27 2014년 하계학술발표회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2호 발행

7. 11-14 제9회 광 인터넷 국제학술회의

8.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4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5호 발행

12. 1-3 Photonics Conference 2010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4호 발행

2011년

2.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2호 발행

6.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2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4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5호 발행

11. 30-12. 2 Photonics Conference 2011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4호 발행

2012년

2. 9 한국광학회 201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1호 발행

4. 12-13 2012년도 제23회 광기술 워크샵

4.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2호 발행

5. 16-18 제19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5. 17-19 제11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

6.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2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4호 발행

8. 27-29 한국광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5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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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4호 발행

2013년

2. 18-20 제24회 정기총회 및 201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1호 발행

2.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2호 발행

4.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2호 발행

5. 2-4 제12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5. 8-10 제2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3호 발행

7. 10-12 2013년 하계학술발표회

8.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5호 발행

11. 20-22 Photonics Conference 2013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4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7권 6호 발행

2014년

2. 19-21 제25회 정기총회 및 2014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1호 발행

4. 23-25 2014년 제24회 광기술 워크샵

4. 9-11 제3회 차세대 리소그라피 학술대회

4.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2호 발행

5. 7-10 제13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5. 21-23 제21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6.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3호 발행

8. 25-27 2014년 하계학술발표회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2호 발행

7. 11-14 제9회 광 인터넷 국제학술회의

8.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4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5호 발행

12. 1-3 Photonics Conference 2010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1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4호 발행

2011년

2.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1호 발행

4.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2호 발행

6.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2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4호 발행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5호 발행

11. 30-12. 2 Photonics Conference 2011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2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5권 4호 발행

2012년

2. 9 한국광학회 201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1호 발행

3.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1호 발행

4. 12-13 2012년도 제23회 광기술 워크샵

4.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2호 발행

5. 16-18 제19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5. 17-19 제11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

6.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2호 발행

8.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4호 발행

8. 27-29 한국광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발표회

9. 25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6권 3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3권 5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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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4호 발행

9. 25-26 3D 홀로그램 실감 통합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5호 발행

11. 26-28 Photonics Conference 2014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6호 발행

2015년

1. 28-30 제26회 정기총회 및 201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1호 발행

4. 1-3 제4회 차세대 리소그라피 학술대회

4.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2호 발행

5. 6-9 제14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5)

5. 20-22 광기술 워크샵

 APOS 2015(아시아 광 센서 학술대회)

6. 3-5 제22회 COOC2015(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6.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3호 발행

7. 13-15 2015년도 25주년 및 세계 빛의 해 하계학술발표회

8.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5호 발행

10. 30-31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5

12. 2-4 Photonics Conference 2015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6호 발행

2016년

01. 20-22  제27회 정기총회 및 201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1호 

발행

03. 01  제24대 회장 이상배 취임

04. 06-08  제5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4. 27-29  제26회 광기술 워크샵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2호 

발행

05. 10-14  The 10th Asia-Pacific Laser Symposium (APLS 2016)

06. 01-03  제23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6)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3호 

발행

07. 11-13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4호 

발행

10. 12-14  제16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6)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5호 

발행

11. 04-05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6 (ABC 2016)

11. 30-12 02  Photonics Conference 2016 (PC 2016)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6호 

발행

2017년

02. 15-17  제28회 정기총회 및 2017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16  OSK-OSA Sang Soo Lee Award 2회 시상

 (수상자: Sang-Sam Choi(레이저&피직스, 한국광학회 제7대 회장))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명칭 변경, 제1권 1호 

발행

03. 01  제25대 회장 한재원 취임

04. 19-21  제27회 광기술 워크샵

04. 23-24  제1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4. 24-28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2호 발행

05. 10-13  제16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7)

05. 29-06 01  OSA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DH) 2017 제주에서 개최

06. 07-09  제2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7)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3호 발행

07. 11-13  하계학술발표회 명칭 변경,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7 (리소그래피 분과와 공동주최)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4호 발행

09. 10-15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aser Technologies (ALT’17) 부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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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4호 발행

9. 25-26 3D 홀로그램 실감 통합 워크샵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5호 발행

11. 26-28 Photonics Conference 2014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5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8권 6호 발행

2015년

1. 28-30 제26회 정기총회 및 201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2.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1호 발행

4. 1-3 제4회 차세대 리소그라피 학술대회

4.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2호 발행

5. 6-9 제14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5)

5. 20-22 광기술 워크샵

 APOS 2015(아시아 광 센서 학술대회)

6. 3-5 제22회 COOC2015(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6.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3호 발행

7. 13-15 2015년도 25주년 및 세계 빛의 해 하계학술발표회

8.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4호 발행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5호 발행

10. 30-31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5

12. 2-4 Photonics Conference 2015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6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9권 6호 발행

2016년

01. 20-22  제27회 정기총회 및 2016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1호 

발행

03. 01  제24대 회장 이상배 취임

04. 06-08  제5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4. 27-29  제26회 광기술 워크샵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2호 

발행

05. 10-14  The 10th Asia-Pacific Laser Symposium (APLS 2016)

06. 01-03  제23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6)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3호 

발행

07. 11-13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4호 

발행

10. 12-14  제16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6)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5호 

발행

11. 04-05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6 (ABC 2016)

11. 30-12 02  Photonics Conference 2016 (PC 2016)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7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20권 6호 

발행

2017년

02. 15-17  제28회 정기총회 및 2017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16  OSK-OSA Sang Soo Lee Award 2회 시상

 (수상자: Sang-Sam Choi(레이저&피직스, 한국광학회 제7대 회장))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명칭 변경, 제1권 1호 

발행

03. 01  제25대 회장 한재원 취임

04. 19-21  제27회 광기술 워크샵

04. 23-24  제1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4. 24-28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2호 발행

05. 10-13  제16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7)

05. 29-06 01  OSA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DH) 2017 제주에서 개최

06. 07-09  제2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7)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3호 발행

07. 11-13  하계학술발표회 명칭 변경,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7 (리소그래피 분과와 공동주최)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4호 발행

09. 10-15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aser Technologies (ALT’17) 부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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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5호 발행

10. 25-27  제17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7)

10. 27-28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7 (ABC 2017)

11. 08-10  Photonics Conference 2017 (PC 2017)

12. 20-22   The 7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대

구에서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6호 발행

2018년

01. 22-02. 01  제27대 회장 온라인 선거

02. 07-09  제29회 정기총회 및 2018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1호 발행

03. 01  제26대 회장 정영주 취임

04. 23-24  제1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2호 발행

04. 25-27  제28회 광기술 워크샵

05. 09-12  제17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8)

05. 14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행사 및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05. 16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 세미나 서울대에서 개최

05. 16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행사(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에 한국광학회 대

표단 파견(정영주, 김장선, 학생대표 2인)

05. 30-06 01  제2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8)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3호 발행

07. 02-06  The 23r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2018)

08. 20-22  제7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4호 발행

08. 27-29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8

09. 17  OSK-OSA Sang Soo Lee Award 3회 시상

 (수상자: Cheng-Chung Lee(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09. 2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 24-26  제18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8)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5호 발행

10. 26-27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8 (ABC 2018)

11. 28-30  Photonics Conference 2018 (PC 2018)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6호 발행

2019년

01. 13-16  High Energy Class-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HEC-DPSSL) 2019

02. 20-22  제30회 정기총회 및 201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1호 발행

03. 01  제27대 회장 이병호 취임

03. 13  한국광학회 30주년 로고 발표

04. 01  IEEE Photonics Society와 MOU 체결

04. 24-26  제29회 광기술 워크샵

04.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2호 발행

05. 15-17  Photonics & LED Seoul 한국광학회 부스 전시(세계 빛의 날)

05. 15-18  제18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9)

06. 03-05  제26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19)

06. 17-18  제2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6.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3호 발행

06.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첫 공식 impact factor 발표(0.761)

07. 08-12   The 28th Annual International Laser Physics Workshop 후원(경주): Prof. Donna Strickland 기

조강연

07. 12  201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Prof. Donna Strickland 대중강연(서울대)

07. 14-17  한국광학회 30주년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9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 OSK-OSA-OSJ Joint Symposia) 부산에서 개최

08. 21-23  2019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총회 및 단기강좌

08. 21-23  제8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4호 발행

08. 26-28  2019 국제 융합비즈니스 페어(Photonics Korea 2019) 후원 및 전시 참여

09. 29-10. 03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THz Science and Applications (MTSA 2019)

10. 19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 (서울 KAIST)

10. 22  201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Prof. Gerard Mourou 대중강연 후원 (광주과학기술원)

10. 23-25  제19회 광인터넷 워크샵 (OIW 2019)

10.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5호 발행

11. 01-02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9 (ABC 2019)

12. 04-06  Photonics Conference 2019 (PC 2019)

12.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6호 발행

2020년

02. 20  제31회 정기총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1호 발행

03. 01  제28대 회장 박승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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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5호 발행

10. 25-27  제17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7)

10. 27-28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7 (ABC 2017)

11. 08-10  Photonics Conference 2017 (PC 2017)

12. 20-22   The 7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대

구에서 개최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8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1권 6호 발행

2018년

01. 22-02. 01  제27대 회장 온라인 선거

02. 07-09  제29회 정기총회 및 2018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1호 발행

03. 01  제26대 회장 정영주 취임

04. 23-24  제1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4.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2호 발행

04. 25-27  제28회 광기술 워크샵

05. 09-12  제17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8)

05. 14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행사 및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05. 16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 세미나 서울대에서 개최

05. 16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 기념행사(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에 한국광학회 대

표단 파견(정영주, 김장선, 학생대표 2인)

05. 30-06 01  제2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18)

06.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3호 발행

07. 02-06  The 23r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2018)

08. 20-22  제7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4호 발행

08. 27-29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8

09. 17  OSK-OSA Sang Soo Lee Award 3회 시상

 (수상자: Cheng-Chung Lee(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09. 2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 24-26  제18회 광인터넷워크숍 (OIW 2018)

10.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5호 발행

10. 26-27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8 (ABC 2018)

11. 28-30  Photonics Conference 2018 (PC 2018)

12. 25  한국광학회지 제29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2권 6호 발행

2019년

01. 13-16  High Energy Class-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HEC-DPSSL) 2019

02. 20-22  제30회 정기총회 및 201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1호 발행

03. 01  제27대 회장 이병호 취임

03. 13  한국광학회 30주년 로고 발표

04. 01  IEEE Photonics Society와 MOU 체결

04. 24-26  제29회 광기술 워크샵

04.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2호 발행

05. 15-17  Photonics & LED Seoul 한국광학회 부스 전시(세계 빛의 날)

05. 15-18  제18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ALTA 2019)

06. 03-05  제26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19)

06. 17-18  제2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06.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3호 발행

06.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첫 공식 impact factor 발표(0.761)

07. 08-12   The 28th Annual International Laser Physics Workshop 후원(경주): Prof. Donna Strickland 기

조강연

07. 12  201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Prof. Donna Strickland 대중강연(서울대)

07. 14-17  한국광학회 30주년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9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 OSK-OSA-OSJ Joint Symposia) 부산에서 개최

08. 21-23  2019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총회 및 단기강좌

08. 21-23  제8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08.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4호 발행

08. 26-28  2019 국제 융합비즈니스 페어(Photonics Korea 2019) 후원 및 전시 참여

09. 29-10. 03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THz Science and Applications (MTSA 2019)

10. 19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 (서울 KAIST)

10. 22  201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Prof. Gerard Mourou 대중강연 후원 (광주과학기술원)

10. 23-25  제19회 광인터넷 워크샵 (OIW 2019)

10.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5호 발행

11. 01-02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9 (ABC 2019)

12. 04-06  Photonics Conference 2019 (PC 2019)

12. 25  한국광학회지 제30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3권 6호 발행

2020년

02. 20  제31회 정기총회

02.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1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1호 발행

03. 01  제28대 회장 박승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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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관

 1989년 10월 20일 제정

 1994년 05월 30일 개정

 1996년 04월 19일 개정

 1996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1월 27일 개정

 2001년 04월 11일 개정

 2006년 03월 07일 개정

 2016년 02월 05일 개정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Optical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분과를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정관 및 시행 세칙·규정 0204.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2호 발행

06.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3호 발행

07. 13-15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0

08. 19-22  제19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ALTA 2020)

08.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4호 발행

09. 02-04  제2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COOC 2020)

10.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5호 발행

10. 21-23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12.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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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관

 1989년 10월 20일 제정

 1994년 05월 30일 개정

 1996년 04월 19일 개정

 1996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1월 27일 개정

 2001년 04월 11일 개정

 2006년 03월 07일 개정

 2016년 02월 05일 개정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Optical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분과를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정관 및 시행 세칙·규정 0204.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2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2호 발행

06.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3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3호 발행

07. 13-15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0

08. 19-22  제19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ALTA 2020)

08.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4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4호 발행

09. 02-04  제2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COOC 2020)

10.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5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5호 발행

10. 21-23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12. 25  한국광학회지 제31권 6호 발행, 영문학회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제4권 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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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및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우선 수혜자

가 된다.

3. 정회원은 총회와 평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써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였거나 소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의 결과 해당 승인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

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포함)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단 

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

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

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학협동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

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

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

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광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기업체, 단체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 학생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를 신청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단체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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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및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우선 수혜자

가 된다.

3. 정회원은 총회와 평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써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였거나 소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의 결과 해당 승인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

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포함)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단 

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

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

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학협동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

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

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

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광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기업체, 단체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 학생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를 신청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단체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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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혹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5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의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 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회의 구성) 최근 3년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를 갖고 평의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

(Fellow)이 된다.

1.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또는 광학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조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2년제 대학 이상 및 연구소 등에서의 교육 혹은 연구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 12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4.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또는 광학관련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

헌한 자

5.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된 자

제2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과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추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④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임전까지 회장의 업무에 협력하여 회장업무를 준비한다.

제14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기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선출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부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4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다만 회장 

선출시는 출석회원 중 평의원 자격을 가진 최연장자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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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혹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5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의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 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회의 구성) 최근 3년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를 갖고 평의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

(Fellow)이 된다.

1.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또는 광학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조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2년제 대학 이상 및 연구소 등에서의 교육 혹은 연구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 12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4.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또는 광학관련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

헌한 자

5.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된 자

제2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과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추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④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임전까지 회장의 업무에 협력하여 회장업무를 준비한다.

제14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기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선출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부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4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정관의 제정 및 변경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다만 회장 

선출시는 출석회원 중 평의원 자격을 가진 최연장자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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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

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

인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③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 제 6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⑤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

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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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

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

인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③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 제 6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⑤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

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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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2006년 3월 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16. 2. 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16년 2월 5일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신문에 공

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1989. 10. 20)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되며 이중 제21조 규정의 자격을 가진 

자는 평의원이 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부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 및 등기)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90년 3월 6일 서울 지방법원 성

북등기소에 50호로 등기를 필함.

부 칙(1994. 2. 18)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4년 5월 30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2. 9)

1.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후 첫 회장 선출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

한다.

2. (승인) 1996년 4월 19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9. 20)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6년 10월 16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8. 8. 1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8년 11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1. 2. 1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01년 4월 11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6. 2. 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3783부•부록 379 2장•정관 및 시행 세칙ㆍ규정



2. (승인) 2006년 3월 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16. 2. 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16년 2월 5일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신문에 공

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1989. 10. 20)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되며 이중 제21조 규정의 자격을 가진 

자는 평의원이 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부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 및 등기)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90년 3월 6일 서울 지방법원 성

북등기소에 50호로 등기를 필함.

부 칙(1994. 2. 18)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4년 5월 30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2. 9)

1.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후 첫 회장 선출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

한다.

2. (승인) 1996년 4월 19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9. 20)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6년 10월 16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8. 8. 1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8년 11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1. 2. 1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01년 4월 11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6. 2. 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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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 된다.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

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투표 결과에서 2 위 득표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5-1조 (선거방법 및 홍보)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 보에게 작

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홍

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 5-2조 (투표권) 

①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

여 주어진다.

제 5-3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

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

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 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3장 분과회

제 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 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2-2.  시행 세칙

 1996년 9월 20일 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1999년 7월 8일 개정

 2004년 7월 8일 개정

 2005년 7월 14일 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09년 10월 20일 개정

 2010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2년 2월 9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제1장 목 적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 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장선거방법

제 2조 (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20일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①항의 기간 내에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 할 경우 선거일 100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

성하고 회장은 회장선거 투표 종료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조 (선관위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회장후보 선정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의 공포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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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 된다.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

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선정투표 결과에서 2 위 득표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5-1조 (선거방법 및 홍보)

①  선거는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 보에게 작

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홍

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 5-2조 (투표권) 

①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

여 주어진다.

제 5-3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

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 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

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 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3장 분과회

제 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 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 분과

2-2.  시행 세칙

 1996년 9월 20일 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1999년 7월 8일 개정

 2004년 7월 8일 개정

 2005년 7월 14일 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09년 10월 20일 개정

 2010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2년 2월 9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제1장 목 적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 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장선거방법

제 2조 (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20일전까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①항의 기간 내에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 할 경우 선거일 100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

성하고 회장은 회장선거 투표 종료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조 (선관위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회장후보 선정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의 공포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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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16조 (지회 활동보고) 지회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운영위의 명단

2. 지회 소속회원의 활동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7조 (지회장의 회무 협조) 지회장은 소속 회원의 활동, 회비납부, 회지 배포상황 등 학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협조한다.

제18조 (재정보조) 본회는 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9조 (상임이사회)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

누어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수석총무이사, 수석재무이사, 수석학술이사, 정보이사, 사

업이사, 산학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영문지 편집위원장, 국문지 편집

위원장, 홍보지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③  부회장 및 수석 이사는 다수의 이사들의 실무 집행을 협의, 조정, 지원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보고한다.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배석하거

나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이사 업무 분담) 학회의 임원인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① 원칙적으로 학회의 모든 이사는 학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학회의 주요 업무 중 총무, 재무, 학술은 복수의 이사를 지명하고, 수석 이사를 임명하여 업무를 총

괄한다. 이사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홍보잡지 편집,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사업, 국제

협력, 산학협력, 정보, 홍보, 대외 협력 등이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담당업무를 수

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주요 업무인 분과활동을 책임지는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제23조 (상임이사 직무대행)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가운데서 회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9. 리소그래피 분과

제 7조 (분과회 설치 및 해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분과회 회칙) 분과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시행일자

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명, 1명 이상의 분과간사 및 약간명의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

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회 및 전임 분과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매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회 활동보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 임원의 명단

2. 분과 활동사항

3. 분과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 (분과위원장 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지회

제12조 (지회)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지회의 구성 및 목적) 지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지역회원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학회의 회무를 돕는다.

제14조 (지회 조직) 지회에는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을 둔다.

제15조 (지회 회칙) 각 지회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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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16조 (지회 활동보고) 지회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운영위의 명단

2. 지회 소속회원의 활동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7조 (지회장의 회무 협조) 지회장은 소속 회원의 활동, 회비납부, 회지 배포상황 등 학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협조한다.

제18조 (재정보조) 본회는 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9조 (상임이사회)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

누어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수석총무이사, 수석재무이사, 수석학술이사, 정보이사, 사

업이사, 산학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영문지 편집위원장, 국문지 편집

위원장, 홍보지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③  부회장 및 수석 이사는 다수의 이사들의 실무 집행을 협의, 조정, 지원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보고한다.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배석하거

나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이사 업무 분담) 학회의 임원인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① 원칙적으로 학회의 모든 이사는 학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학회의 주요 업무 중 총무, 재무, 학술은 복수의 이사를 지명하고, 수석 이사를 임명하여 업무를 총

괄한다. 이사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홍보잡지 편집, 국문지 편집, 영문지 편집, 사업, 국제

협력, 산학협력, 정보, 홍보, 대외 협력 등이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담당업무를 수

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주요 업무인 분과활동을 책임지는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제23조 (상임이사 직무대행)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가운데서 회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9. 리소그래피 분과

제 7조 (분과회 설치 및 해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분과회 회칙) 분과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하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시행일자

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명, 1명 이상의 분과간사 및 약간명의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

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회 및 전임 분과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매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분과간사 및 

분과운영위원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회 활동보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 임원의 명단

2. 분과 활동사항

3. 분과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 (분과위원장 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지회

제12조 (지회)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지회의 구성 및 목적) 지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지역회원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학회의 회무를 돕는다.

제14조 (지회 조직) 지회에는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을 둔다.

제15조 (지회 회칙) 각 지회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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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년 2 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3조 이 위원회에서 건의된 심의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4조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제3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세칙개정 및 시행규정

제38조 (세칙 개정) 본 학회의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시행 규정)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1998. 8. 1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1999.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4.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5. 7. 14.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년 7월 14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9. 2. 12. 

제6장 편집위원회

제24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

로 편집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편집에 관한 제 규정에 따

른다.

제7장 포상위원회

제26조 (포상위원회) 본 학회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

상위원회를 둔다.

제27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의 종류

2. 수상자의 선정

3. 상장, 상패,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타 기관 상훈 후보의 추천

5.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

제28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1명, 분과위원

장 중 4명 이내,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임이

사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소집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포상위원회는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구

성하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특정 분과에서 특별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상 수상자 심의를 위

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장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제30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장기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1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임회장과 당해 연도 회

장, 총무이사, 사업이사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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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년 2 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3조 이 위원회에서 건의된 심의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4조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제3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세칙개정 및 시행규정

제38조 (세칙 개정) 본 학회의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시행 규정)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1998. 8. 1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1999.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4.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5. 7. 14.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년 7월 14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9. 2. 12. 

제6장 편집위원회

제24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

로 편집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편집에 관한 제 규정에 따

른다.

제7장 포상위원회

제26조 (포상위원회) 본 학회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

상위원회를 둔다.

제27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의 종류

2. 수상자의 선정

3. 상장, 상패,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타 기관 상훈 후보의 추천

5.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

제28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1명, 분과위원

장 중 4명 이내,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임이

사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소집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포상위원회는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구

성하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특정 분과에서 특별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상 수상자 심의를 위

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장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제30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장기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1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임회장과 당해 연도 회

장, 총무이사, 사업이사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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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

 1996년 12월 20일 제정

 1998년 11월 20일 개정

 2001년 1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2018년 8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대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 3 조 (학술대상) 학술대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

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

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①  그 대상은 한국광학회 논문상, 한국광학회 논문장려상,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 OSKJ 기여

상-영문지 부문으로 한다.

(1)  논문상은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

다. 국문지 기준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2)  논문장려상은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한국광학회지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9. 10.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0. 1.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1. 2.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1. 2.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2. 2. 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년 2월 9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3. 7. 10.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5. 1. 2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6. 7. 11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7월 11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7. 7.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8. 2. 7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20. 7. 14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7월 14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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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

 1996년 12월 20일 제정

 1998년 11월 20일 개정

 2001년 1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2018년 8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대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 3 조 (학술대상) 학술대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

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

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①  그 대상은 한국광학회 논문상, 한국광학회 논문장려상,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 OSKJ 기여

상-영문지 부문으로 한다.

(1)  논문상은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

다. 국문지 기준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2)  논문장려상은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한국광학회지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09. 10.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0. 1.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1. 2.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1. 2.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2. 2. 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년 2월 9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3. 7. 10.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칙 2015. 1. 2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6. 7. 11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7월 11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7. 7.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8. 2. 7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20. 7. 14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7월 14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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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

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의 소

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추천 후 2회 추가로 추천이 

유효하며 매년 추천 마감일까지 업적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타기관 혹은 기타 상훈에 관한 후보자 추천은 포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하

며, 회장이 최종 결정하고 관련 내용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그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OSA Student Prize, SPIE Student Prize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

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상 등이 해당한다.

(1)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우수논문상은 수상 전년도 COPP 및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2)  OSA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및 OSA 저널 기준 게재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SPIE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및 SPIE 저널 기준 게재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외부상의 경우 의뢰되는 각 

상마다 그 추천 여부 및 피추천자의 자격요건을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수상자 선정 방법)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1차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탁금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포상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 12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로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

다.

④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복수의 유자격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②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기금 및 경비)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

로 정한다.

자로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을 인용한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OSKJ 기여상-영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COPP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자로 투

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COPP에 제재된 논문’을 인용한 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②  논문상 수상 후보자 중 동점자 발생 시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다수 동점자가 모

두 기 수상자일 경우 차점 후보자에게 수여하며, 직전년도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 외한다.

제 5 조 (기술상) 기술상은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단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이나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광학 또는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 그 대상은 한

국광학회 공로상, 감사패가 해당한다.

제 7 조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후 3 년 이내이

며 만 35세 미만(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나라 광학 및 관련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대상은 광기술혁신상, 성도광과학상, 해림광자공학상이 해당한다.

제 9 조 (수상대상자) 본 규정 제 2조에 의한 학회상은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 제 6조에 의한 공로상 및 규정 제 8조에 의한 기

탁금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 또는 메달과 부상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

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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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

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의 소

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추천 후 2회 추가로 추천이 

유효하며 매년 추천 마감일까지 업적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타기관 혹은 기타 상훈에 관한 후보자 추천은 포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하

며, 회장이 최종 결정하고 관련 내용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그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OSA Student Prize, SPIE Student Prize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

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상 등이 해당한다.

(1)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우수논문상은 수상 전년도 COPP 및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2)  OSA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및 OSA 저널 기준 게재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SPIE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및 SPIE 저널 기준 게재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외부상의 경우 의뢰되는 각 

상마다 그 추천 여부 및 피추천자의 자격요건을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수상자 선정 방법)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1차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탁금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포상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 12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로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

다.

④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복수의 유자격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②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기금 및 경비)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

로 정한다.

자로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을 인용한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OSKJ 기여상-영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COPP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자로 투

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COPP에 제재된 논문’을 인용한 점

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②  논문상 수상 후보자 중 동점자 발생 시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다수 동점자가 모

두 기 수상자일 경우 차점 후보자에게 수여하며, 직전년도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 외한다.

제 5 조 (기술상) 기술상은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단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이나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광학 또는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 그 대상은 한

국광학회 공로상, 감사패가 해당한다.

제 7 조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후 3 년 이내이

며 만 35세 미만(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나라 광학 및 관련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대상은 광기술혁신상, 성도광과학상, 해림광자공학상이 해당한다.

제 9 조 (수상대상자) 본 규정 제 2조에 의한 학회상은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 제 6조에 의한 공로상 및 규정 제 8조에 의한 기

탁금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 또는 메달과 부상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

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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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1.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2013년 7월 10일 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분과인 광기

술분과에서 후원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광기술혁신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및 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

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또는 공적조서(서식 #3)

③ 이력서 (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상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는 따

로 구성한다.

제 7 조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

다.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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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1. 광기술혁신상 포상규정

 2013년 7월 10일 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분과인 광기

술분과에서 후원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광기술혁신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및 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

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또는 공적조서(서식 #3)

③ 이력서 (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상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는 따

로 구성한다.

제 7 조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

다.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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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광기술분과에서 매회 기탁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3-2.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 규정

 2007년 12월 23일 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0년   11월  4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제 8 대 회장

인 성도(晟途) 이종민 회원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성도(晟途)광과학상(Sungdo Optical Science Award)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회원으로서 광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학술연구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의 타천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서식 #1)

② 최근 3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③ 이력서 (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임의 서식)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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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광기술분과에서 매회 기탁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3-2.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 규정

 2007년 12월 23일 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0년   11월  4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제 8 대 회장

인 성도(晟途) 이종민 회원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성도(晟途)광과학상(Sungdo Optical Science Award)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회원으로서 광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학술연구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의 타천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서식 #1)

② 최근 3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③ 이력서 (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임의 서식)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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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선정 방법]

1.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포상위원

회에 추천한다.

2.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3.  상임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상임이

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금메달(37.5그램)을 수여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1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1월 4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7.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8.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3-3. 해림(海林) 광자공학상 포상 규정

 2009년  10월  20일  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고문인 해림(

海林) 백 운출 회원이 기탁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해림(海林)광자공학상 (Haelim Photonics Award)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자공학 및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

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단, 당 포상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해림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대표 논문 3편의 사본 및 내용 요약서(해림서식 #2)

③ 이력서 (해림서식 #3)

④ 연구업적 목록 및 학술활동 실적 (해림서식 #4)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3.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3년간(해당년도 포함) 자동추천 된다.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는 따

로 구성한다.

제 7 조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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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선정 방법]

1.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포상위원

회에 추천한다.

2.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3.  상임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상임이

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금메달(37.5그램)을 수여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1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1월 4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7.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8.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3-3. 해림(海林) 광자공학상 포상 규정

 2009년  10월  20일  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고문인 해림(

海林) 백 운출 회원이 기탁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해림(海林)광자공학상 (Haelim Photonics Award)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자공학 및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

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단, 당 포상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해림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대표 논문 3편의 사본 및 내용 요약서(해림서식 #2)

③ 이력서 (해림서식 #3)

④ 연구업적 목록 및 학술활동 실적 (해림서식 #4)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3.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3년간(해당년도 포함) 자동추천 된다.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

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

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는 따

로 구성한다.

제 7 조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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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

한다.

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기금이 기탁된 은행계좌의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4.  회장선거관리 규정

 1996년 2월 9일 제정

 1997년 1월 17일 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2월 18일 개정

 2018년 1월 5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임원 선출방법), 세칙 제2장 (회장 선거방법) 및 세칙 제38조 (

시행규정)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제 3 조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는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로 하며 전임회장 중 1명, 감사 중 1명, 이

사가 아닌 평의원 중 1명, 총무이사와 정보이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한국광학회지 또는 임시 간행물,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후보자의 홍보) 선관위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전 회원에게 배포한다. 각 후보자 또는 

추천인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한다.

제 7 조 (투표권자의 자격) 세칙 제5-2조 (투표권)에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

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제 8 조 (추천인의 자격) 세칙 제4조에 따라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은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투표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기타)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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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

한다.

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기금이 기탁된 은행계좌의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

 

2-4.  회장선거관리 규정

 1996년 2월 9일 제정

 1997년 1월 17일 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2월 18일 개정

 2018년 1월 5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임원 선출방법), 세칙 제2장 (회장 선거방법) 및 세칙 제38조 (

시행규정)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제 3 조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는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로 하며 전임회장 중 1명, 감사 중 1명, 이

사가 아닌 평의원 중 1명, 총무이사와 정보이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한국광학회지 또는 임시 간행물,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후보자의 홍보) 선관위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전 회원에게 배포한다. 각 후보자 또는 

추천인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한다.

제 7 조 (투표권자의 자격) 세칙 제5-2조 (투표권)에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

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제 8 조 (추천인의 자격) 세칙 제4조에 따라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은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투표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기타)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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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구 규정대치] 이 규정은 기존의 회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운영규정을 대치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5.  보수규정

 1998년 4월 1일 제정

 2000년 4월 1일 개정

 2003년 4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6년 11월 1일 개정

 2019년 5월 3일 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 수)

(가)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직책수당, 식대 포함)로 구분하며, 이를 합하여 연봉으

로 책정한다. 

(나) 연봉 외에 직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기타 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초임금 책정)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한다.

제 4 조 (재계약) 직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업무수행업적에 따라 재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체결한다.

제 5 조 (봉급 지급)

(가) 봉급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봉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신규 임용의 경우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하

여 그 월의 급여액에 일한 일 수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다) 봉급의 지급은 4대보험을 제한 후 지급한다.

제 6 조 (퇴직금) 임용계약기간 내 계속근로에 대한 직원의 퇴직금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계약 연봉

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이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고, 퇴직일에 지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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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구 규정대치] 이 규정은 기존의 회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운영규정을 대치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5.  보수규정

 1998년 4월 1일 제정

 2000년 4월 1일 개정

 2003년 4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6년 11월 1일 개정

 2019년 5월 3일 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 수)

(가)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직책수당, 식대 포함)로 구분하며, 이를 합하여 연봉으

로 책정한다. 

(나) 연봉 외에 직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기타 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초임금 책정)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한다.

제 4 조 (재계약) 직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업무수행업적에 따라 재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체결한다.

제 5 조 (봉급 지급)

(가) 봉급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봉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신규 임용의 경우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하

여 그 월의 급여액에 일한 일 수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다) 봉급의 지급은 4대보험을 제한 후 지급한다.

제 6 조 (퇴직금) 임용계약기간 내 계속근로에 대한 직원의 퇴직금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계약 연봉

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이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고, 퇴직일에 지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83부•부록 399 2장•정관 및 시행 세칙ㆍ규정



3. 이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1. 휴일근무는 총무이사에게 예상 근무일을 결재 받아, 급여기준 시급에 따라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

한다. 

2. 시간외 근무 수당(야근 수당)은 총무이사에게 보고한 후, 매월 2, 4주에 급여기준 시급에 따라 지급한

다. 시간외 근무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수당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 후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6.  출장규정

 2006년 4월 28일 제정

 2016년 11월  25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직원의 공무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장의 구분)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출장비의 지급)

① 국내출장

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행사출장의 경우 출장경비와 출장근무수당은 행사 주관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국광학회 임원이 직무관련 회의 참가 시 아래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마.  한국광학회 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광학회 사무실을 방문할 시 아래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바.  학회장의 경우 한국광학회 분과의 학술대회 혹은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축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술대회

에서 지원을 받는다. 

1)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하고 숙박비를 지원받는다. 

2) 교통비 및 일비 등 출장경비는 자비 혹은 해당 학술대회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  아래 출장 교통비 지급표는 회의 장소가 서울일 경우에 유효하며 타 도시에서 개최될 경우 

(KTX비용 + 2) 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 (회의 장소 서울 기준)

대상 지역 교통비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강원도, 충청남북도 8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전라북도, 경상북도 10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전라남도, 경상남도 14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제주도 항공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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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1. 휴일근무는 총무이사에게 예상 근무일을 결재 받아, 급여기준 시급에 따라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

한다. 

2. 시간외 근무 수당(야근 수당)은 총무이사에게 보고한 후, 매월 2, 4주에 급여기준 시급에 따라 지급한

다. 시간외 근무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수당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 후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6.  출장규정

 2006년 4월 28일 제정

 2016년 11월  25일 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직원의 공무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장의 구분)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출장비의 지급)

① 국내출장

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행사출장의 경우 출장경비와 출장근무수당은 행사 주관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국광학회 임원이 직무관련 회의 참가 시 아래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마.  한국광학회 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광학회 사무실을 방문할 시 아래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바.  학회장의 경우 한국광학회 분과의 학술대회 혹은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축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술대회

에서 지원을 받는다. 

1)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하고 숙박비를 지원받는다. 

2) 교통비 및 일비 등 출장경비는 자비 혹은 해당 학술대회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  아래 출장 교통비 지급표는 회의 장소가 서울일 경우에 유효하며 타 도시에서 개최될 경우 

(KTX비용 + 2) 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별표: 출장 교통비 지급표 (회의 장소 서울 기준)

대상 지역 교통비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강원도, 충청남북도 8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전라북도, 경상북도 10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전라남도, 경상남도 140,000   

직무관련 회의 참가자 제주도 항공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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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출장

가.  학회 관련 업무에 의한 국외 출장비 지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유보금이 확보된 국제학술대회 준비 모임 참석 

나.  학회 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

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임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에는 출장자, 출

장목적, 출장기간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출장 후 1개월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목적, 출장 업무, 구체적인 성

과, 출장비 사용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내용은 해당 월 상임이사회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며, 차기 이사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해외 출장 시 학회 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7.  학술지 발행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8월 1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 세칙 25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

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술지 및 언어)

①  본 학회는 국문 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Korean Journal of Optics & Photonics)”와 영문 학술

지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COPP)”를 발행한다.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조 (발행시기) “한국광학회지” 와 “COPP”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25日)를 발행

한다. 이하 “한국광학회지”와 “COPP”를 학술지라 한다.

제 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

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조 (배포) 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

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부칙 (1999. 4. 30)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023부•부록 403 2장•정관 및 시행 세칙ㆍ규정



② 국외출장

가.  학회 관련 업무에 의한 국외 출장비 지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유보금이 확보된 국제학술대회 준비 모임 참석 

나.  학회 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

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임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에는 출장자, 출

장목적, 출장기간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출장 후 1개월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목적, 출장 업무, 구체적인 성

과, 출장비 사용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내용은 해당 월 상임이사회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며, 차기 이사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해외 출장 시 학회 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7.  학술지 발행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8월 1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 세칙 25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

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술지 및 언어)

①  본 학회는 국문 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Korean Journal of Optics & Photonics)”와 영문 학술

지로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COPP)”를 발행한다.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조 (발행시기) “한국광학회지” 와 “COPP”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25日)를 발행

한다. 이하 “한국광학회지”와 “COPP”를 학술지라 한다.

제 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

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조 (배포) 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

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부칙 (1999. 4. 30)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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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  3. 28)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5)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8.  한국광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8월 1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2019년 3월 8일 개정

제 1조 (설치)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문학술지인 "한국광학회지"

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업무) 위원회는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

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편집위원장 : 1인

•편집간사 : 2인 이내

•편집위원 : 세칙 제 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

•원고 편집인 : 2인 이내

제 4조 (구성원의 임무) 

•편집위원장 :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간사 :  투고된 논문을 접수분류하고 해당 편집위원에게 적합한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편집위원 :  편집간사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

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원고편집인 :  논문심사결과 게재승인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집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가독성 향

상을 위한 원고의 수정 보완을 담당한다.

제 5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

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3회 이상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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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  3. 28)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5)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8.  한국광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8월 1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2019년 3월 8일 개정

제 1조 (설치)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문학술지인 "한국광학회지"

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업무) 위원회는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

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편집위원장 : 1인

•편집간사 : 2인 이내

•편집위원 : 세칙 제 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

•원고 편집인 : 2인 이내

제 4조 (구성원의 임무) 

•편집위원장 :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간사 :  투고된 논문을 접수분류하고 해당 편집위원에게 적합한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편집위원 :  편집간사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

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원고편집인 :  논문심사결과 게재승인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집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가독성 향

상을 위한 원고의 수정 보완을 담당한다.

제 5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

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3회 이상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043부•부록 405 2장•정관 및 시행 세칙ㆍ규정



제 6조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원고편집인

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원고편집인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구성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구성

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9.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위원회 규정

 1999년 0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02월 12일 개정

2010년 02월 26일 개정

2013년 05월 31일 개정

2013년 07월 26일 개정

2014년 08월 25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21년 02월 05일 개정

제 1조 (설치)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하여 영문학술지인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

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편집위원장 : 1인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Editor-in-Chief로 한다. 

•수석부편집장 :  5인 이내로 하며 영문 명칭은 Senior Deputy Editor로 한다.

•부편집장 :  본 학회의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Deputy Editor

로 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운 분

야를 추가할 수 있고 해당 부편집장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분과편집위원 : 총 부편집장 수의 3배수 이내로 둘 수 있다.

•자문편집위원 : 국내외의 저명 학자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상임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과 모든 수석부편집장들로 구성된다.

제 4조 (구성원의 임무) 

•편집위원장 : 본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편집장 :  투고된 원고를 분류하고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부편집장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장

의 업무를 돕는다.

•부편집장 :  수석부편집장으로부터 양수된 원고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분과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이

에 대한 심사절차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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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원고편집인

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원고편집인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구성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구성

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9.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편집위원회 규정

 1999년 0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02월 12일 개정

2010년 02월 26일 개정

2013년 05월 31일 개정

2013년 07월 26일 개정

2014년 08월 25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21년 02월 05일 개정

제 1조 (설치)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하여 영문학술지인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

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편집위원장 : 1인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Editor-in-Chief로 한다. 

•수석부편집장 :  5인 이내로 하며 영문 명칭은 Senior Deputy Editor로 한다.

•부편집장 :  본 학회의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Deputy Editor

로 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운 분

야를 추가할 수 있고 해당 부편집장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분과편집위원 : 총 부편집장 수의 3배수 이내로 둘 수 있다.

•자문편집위원 : 국내외의 저명 학자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상임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과 모든 수석부편집장들로 구성된다.

제 4조 (구성원의 임무) 

•편집위원장 : 본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편집장 :  투고된 원고를 분류하고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부편집장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장

의 업무를 돕는다.

•부편집장 :  수석부편집장으로부터 양수된 원고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분과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이

에 대한 심사절차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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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편집위원 :  부편집장으로부터 양수된 원고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자문편집위원 : 본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상임편집위원회 : 본 위원회의 제반 업무와 사안을 상시 논의하고 의결한다.

                           단, 부편집장은 분과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심

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구성원의 자격) 본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

명 직전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를 3회 이상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자격을 갖

췄다고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조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수석부편집장, 부편집장, 분과편집

위원, 자문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수석부편집장, 부편집장 및 

분과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10.  한국광학회지 심사 규정

 1999년 5월 1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4월 26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

차를 밟는다.

제3조 (분류) 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간사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제4조 (담당편집위원)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 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

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간사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중에 편집간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선정)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담당편집위원 스스로가 심

사위원이 될 수도 있다.

제6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

를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3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

여 무수정, 다소수정, 재심,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무수정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나.  다소수정 : 논문내용 혹은 양식이 게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서, 심사위원

의 수정권고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고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가 가능한 논문

다.  재심 : 논문내용 혹은 논문체계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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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편집위원 :  부편집장으로부터 양수된 원고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자문편집위원 : 본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상임편집위원회 : 본 위원회의 제반 업무와 사안을 상시 논의하고 의결한다.

                           단, 부편집장은 분과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심

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구성원의 자격) 본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

명 직전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를 3회 이상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자격을 갖

췄다고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조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수석부편집장, 부편집장, 분과편집

위원, 자문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수석부편집장, 부편집장 및 

분과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10.  한국광학회지 심사 규정

 1999년 5월 1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4월 26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

차를 밟는다.

제3조 (분류) 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간사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제4조 (담당편집위원)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 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

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간사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중에 편집간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선정)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담당편집위원 스스로가 심

사위원이 될 수도 있다.

제6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

를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3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

여 무수정, 다소수정, 재심,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무수정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나.  다소수정 : 논문내용 혹은 양식이 게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서, 심사위원

의 수정권고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고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가 가능한 논문

다.  재심 : 논문내용 혹은 논문체계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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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저자가 반드시 수정하고 이를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하는 논문

라. 게재부적당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제8조 (논문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

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판정)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 7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제10조 (게재가능 판정) 심사위원 2인에게서 모두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 혹은 다소 수정 판정

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정이 이뤄졌을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제11조 (추가심사)

①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받게 한다.

②  추가 심사위원은 제 7조에 따르는 추가 논문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판정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2인 모두로부터 게재부적당, 혹은 판정위원으로부터 게재부적당 판

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

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 (우선심사제도)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광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광학회 각 분과에

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1999. 4. 3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1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심사 규정

 1999년 0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6년 09월 15일 개정

 2007년 02월 23일 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21년 02월 05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접수하여 심사절

차를 진행한다.

 

제 3조 (유사도 검사, 원고 분류 및 부편집장 위촉) 접수된 원고는 표절방지를 위해 소정의 유사도 검사

를 거친 후 수석 부편집장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 및 평가하여 향후 진행되는 심사절차를 관리감독

할 부편집장을 위촉한다.

 

제 4조 (편집위원 위촉) 부편집장은 심사절차를 진행할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저자에 포

함된 원고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 5조 (원고거절 및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

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편

집위원이 분야 적절성, 원론적 결함, 중복, 점증성, 영문 및 원고 작성의 수준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명

백하게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외부심사 없이 원고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6조 (심사기한) 심사는 심사자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이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 7조 (심사위원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기한 내에 소정의 평가항목표

를 기준으로 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전면수정,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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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저자가 반드시 수정하고 이를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하는 논문

라. 게재부적당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제8조 (논문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

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판정)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 7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제10조 (게재가능 판정) 심사위원 2인에게서 모두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 혹은 다소 수정 판정

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정이 이뤄졌을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제11조 (추가심사)

①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받게 한다.

②  추가 심사위원은 제 7조에 따르는 추가 논문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판정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2인 모두로부터 게재부적당, 혹은 판정위원으로부터 게재부적당 판

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

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 (우선심사제도)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광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광학회 각 분과에

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1999. 4. 3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1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심사 규정

 1999년 0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6년 09월 15일 개정

 2007년 02월 23일 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21년 02월 05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접수하여 심사절

차를 진행한다.

 

제 3조 (유사도 검사, 원고 분류 및 부편집장 위촉) 접수된 원고는 표절방지를 위해 소정의 유사도 검사

를 거친 후 수석 부편집장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 및 평가하여 향후 진행되는 심사절차를 관리감독

할 부편집장을 위촉한다.

 

제 4조 (편집위원 위촉) 부편집장은 심사절차를 진행할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저자에 포

함된 원고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 5조 (원고거절 및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

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편

집위원이 분야 적절성, 원론적 결함, 중복, 점증성, 영문 및 원고 작성의 수준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명

백하게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외부심사 없이 원고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6조 (심사기한) 심사는 심사자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이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 7조 (심사위원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기한 내에 소정의 평가항목표

를 기준으로 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전면수정,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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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수정게재 게재승인: 원고 수정 없이 게재가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②  다소수정후 게재승인: 내용 혹은 체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일부분 수정이 권고되는 경우.원

고로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게

재가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③  전면수정, : 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분과 편집

위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하여

야 하고, 수정된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 또는 타 심사위원의 재차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 분과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수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 또는 타 심사위원이 재차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 

④  게재부적당: 연구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연구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연구내용에 독

창성이 없는 경우,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경우 등 본 학술지에의 게재가 고려될 수 

없는 경우

제 8조 (편집위원 판정)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및 편집위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를 참고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전면수정,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을 확정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심사위원의 판정 

기준과 동일하다. 단, 아래의 경우는 게재 부적당으로 판정한다. 

① 전면수정 판정을 받아 1차 수정된 원고가 다시 전면수정이 요구될 경우

②  2차 수정된 원고가 추가 수정이 요구될 경우 

 

제 9조 (원고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원고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원

고를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수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그러나,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승인을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

다.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기한내에 수정된 원고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부적당 판정으로 해당 원고

에 대한 심사절차는 종료된다. 

 

제10조 (재심)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제7조의 판정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제11조 (게재수락 확정) 편집위원의 게재가능게재가능 판정으로 해당 원고에 대한 본 학술지 게재수락

이 확정된다.

 

제12조 (게재거절 확정) 편집위원의 게재부적당 판정으로 해당 원고에 대한 본 학술지 게재거절이 확

정된다.

제13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999. 04. 30) 이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9. 1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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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수정게재 게재승인: 원고 수정 없이 게재가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②  다소수정후 게재승인: 내용 혹은 체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일부분 수정이 권고되는 경우.원

고로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게

재가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③  전면수정, : 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분과 편집

위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하여

야 하고, 수정된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 또는 타 심사위원의 재차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 분과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수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 또는 타 심사위원이 재차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 

④  게재부적당: 연구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연구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연구내용에 독

창성이 없는 경우,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경우 등 본 학술지에의 게재가 고려될 수 

없는 경우

제 8조 (편집위원 판정)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및 편집위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를 참고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전면수정,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을 확정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심사위원의 판정 

기준과 동일하다. 단, 아래의 경우는 게재 부적당으로 판정한다. 

① 전면수정 판정을 받아 1차 수정된 원고가 다시 전면수정이 요구될 경우

②  2차 수정된 원고가 추가 수정이 요구될 경우 

 

제 9조 (원고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원고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원

고를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수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그러나,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승인을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

다.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기한내에 수정된 원고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부적당 판정으로 해당 원고

에 대한 심사절차는 종료된다. 

 

제10조 (재심)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제7조의 판정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제11조 (게재수락 확정) 편집위원의 게재가능게재가능 판정으로 해당 원고에 대한 본 학술지 게재수락

이 확정된다.

 

제12조 (게재거절 확정) 편집위원의 게재부적당 판정으로 해당 원고에 대한 본 학술지 게재거절이 확

정된다.

제13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999. 04. 30) 이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9. 1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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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국광학회지 투고 규정

 1990년 3월 6일 제정

 1999년 4월 30일 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6년 9월 15일 개정

 2007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5월 29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2월 27일 개정

 2013년 4월 26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

 2020년 6월 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광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의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논문투고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원고내용 및 게재결정)『한국광학회지』에는 광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

며, 원고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결과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

의 게재여부는 한국광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논문, 서간논문, 초청논문 및 해설논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 (형식 및 양식)

① 원고는 아래아한글(hwp)이나 MS워드(doc)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사용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로 한다.

③ 논문은 한글 혹은 영어로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1.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2.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s 3. 한글로 작성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우편

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4.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OCIS Codes 5. 본문

6. 사사의 말, 부록

7. 영문 참고문헌

8. 표 영문 설명, 표, 그림(사진) 영문 설명, 그림(사진)

     표, 그림은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③항의 3, 4 항목은 생략한다.

④  저자명 나열 순서 및 소속 표시: 저자는 기여도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한다. 저자들이 소속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첨자 숫자를 저자명 오른쪽 상단에 표기하고 해당 위첨자 숫자를 각 

기관 주소 왼쪽 상단에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위첨자 +로 표시하고, E-mail을 기재한다. 

⑤ 한글 및 영문 주소 : 소속 및 부서, 주소 순으로 작성한다.

     예: 호남대학교 광전자공학과 (우)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예: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 Hwarang-ro 14-gil, Seongbuk-gu, 

Seoul, 02792, Korea 

⑥ 영문주제어 : 2개 이상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예: Laser, Fiber, Optical filter, Optical switch) 

⑦  OCIS Codes : 2개 이상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http://osk.or.kr/sub_journal6.htm) 예: 

OCIS codes: (070.0070) Fourier optics and optical signal processing; (070.2590) Fourier 

transforms 

⑧ 그림과 표는 Fig. 5. Table 2. 와 같이 표기하고 그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⑨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에서 그림과 표를 지칭할 때는 그림 5, 표 2와 같이 표기한다.

제6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본문에 [3,4], [1-5] 등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 뒤에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모아쓴다. (COPP

와 동일)

Periodicals 

1.  S. M. Lee and J. S. Sirkis, "Hydrogen sensor based on palladium-attached fiber Bragg 

grating," J. Opt. Soc. Korea 3, 69-73 (1999). 

2.  X. P. Dong, S. Li, K. S. Chiang, M. N. Ng, and B. C. B. Chu, "Multiwavelength erbi-

um-doped fiber laser based on a high-birefringence fiber loop mirror," Electron. Lett. 36, 

1609-1610 (2000). 

3.  A. G. R. Thomas, Z. Najmudin, S. P. D. Mangles, C. D. Murphy, A. E. Dangor, C. Kam-

peridis, K. L. Lancaster, W. B. Mori, P. A. Norreys, W. Rozmus, and K. Krushelnick, 

“Effect of laser-focusing conditions on propagation and monoenergetic electron production 

in laser-wakefield accelerators,” Phys. Rev. Lett. 98, 095004 (2007).

 

Separate Volume 

4.  P. Hariharan, Optical Holography: Principle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83),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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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 F. Edwards, “Silicon (Si),” in HandbookofOpticalConstantsofSolids, E. D. Palik, ed. (Ac-

ademic, Orlando, FA, USA, 1997), Vol. 1, pp. 547-569.

 

Collection of Scientific Conferences 

6.  D. D. Do, J. W. An, N. Kim, and K. Y. Lee, "A 130-channel optical multiplexer based on 

cascaded holographic volume gratings," in Proc. OSK Annual Meeting (Ajou Univ., Korea, 

Feb. 2006), pp. 137-138. 

7.  J. B. Ju, "Highly Sensitive Biological Detection Using Optical Microfluidic Sensor," in Proc.

OSK AnnualMeeting (Hongik Univ., Korea, Feb. 2008), CD, paper F3F-Ⅵ1. 

8.  S.-H. Song, Y. H. Ju, and H. S. Won, “Dispersion relation of double metal-strip wave-

guides," in Proc.OSK Summer Meeting (Jeju Univ., Korea, Aug. 2006), pp. 4-12. 

9.  K. A. Janulewicz, H. T. Kim, C. M. Kim, I. J. Kim, I. W. Choi, D.-K. Ko, and J. Lee, 

"High Harmonics from Solids - a Coherent Source of keV Radiation," in Proc. OSK Summer 

Meeting (Phoenixpark Hotel, Korea, Jul. 2008), CD, paper T2D-Ⅳ1.

 

Collection of Scientific Conference(SPIE) 

10.  G. D. Love, C. N. Dunlop, S. Patrick, and C. D. Saunter, “Horizontal turbulence measure-

ments using SLODAR,” Proc. SPIE 5891, 589104 (2005). 

11.  G. D. Love, C. N. Dunlop, S. Patrick, and C. D. Saunter, “Horizontal turbulence measure-

ments using SLODAR,” Proc. SPIE 6488, 648809 (2007).

 

Patent 

12.  B. Lee, Y. Jeong, S.-W. Min, S. Jung, and J.-H. Park, “Reflecting th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U.S. Patent 7136031B2 (2006).

 

Web-page 

13.  Infrared data association, "Giga-IR high speed opto-communication," (Infrared data 

communication Giga-IR SIG, 2007), http://www.irda.org/associations/2494/files /Gi-

ga-IR_General.pdf. 

 

Thesis 

14. C. H. Kim, Ph. D. Thesis, Hankook University, Seoul (1968), p. 20.

 

제7조 (그림과 표의 표기)

① 그림과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그림의 최대 폭은 85 mm이며, 이 보다 큰 그림은 이 크기로 축소되므로 글자와 기호들의 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제한을 갖는다. 색도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추가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④  판권이 제 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의 서면 허락을 

얻고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수식 및 단위)

①  수식이 차례로 나올 때는 차례로 수식의 오른쪽 끝에 (1), (2) 등 번호를 붙이되 수식과 번호 사이

를 비워둔다.

②  단위와 그 표기는 국제단위계(SI)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는 국제적인 관례

를 따른다.

제9조 (투고 방법) 한국광학회지의 논문투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접수)

①  학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투고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완료된 시점으

로 한다.

②  초청논문과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

집위원장과의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심사)

① 연구논문 및 서간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초청논문 및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교정)

①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게재료)

①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정한 게재료를 지불한다.

②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심사된 논문의 게재료는 현행 게재료의 200%로 한다.

③  우선심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매회 1주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담당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급행심사료를 지급한다.

④  급행심사료는 게재료와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자에게 선불로 받으며 논문의 최종판정 결과가 게재 

거절(reject)일 경우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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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 F. Edwards, “Silicon (Si),” in HandbookofOpticalConstantsofSolids, E. D. Palik, ed. (Ac-

ademic, Orlando, FA, USA, 1997), Vol. 1, pp. 547-569.

 

Collection of Scientific Conferences 

6.  D. D. Do, J. W. An, N. Kim, and K. Y. Lee, "A 130-channel optical multiplexer based on 

cascaded holographic volume gratings," in Proc. OSK Annual Meeting (Ajou Univ., Korea, 

Feb. 2006), pp. 137-138. 

7.  J. B. Ju, "Highly Sensitive Biological Detection Using Optical Microfluidic Sensor," in Proc.

OSK AnnualMeeting (Hongik Univ., Korea, Feb. 2008), CD, paper F3F-Ⅵ1. 

8.  S.-H. Song, Y. H. Ju, and H. S. Won, “Dispersion relation of double metal-strip wave-

guides," in Proc.OSK Summer Meeting (Jeju Univ., Korea, Aug. 2006), pp. 4-12. 

9.  K. A. Janulewicz, H. T. Kim, C. M. Kim, I. J. Kim, I. W. Choi, D.-K. Ko, and J. Lee, 

"High Harmonics from Solids - a Coherent Source of keV Radiation," in Proc. OSK Summer 

Meeting (Phoenixpark Hotel, Korea, Jul. 2008), CD, paper T2D-Ⅳ1.

 

Collection of Scientific Conference(SPIE) 

10.  G. D. Love, C. N. Dunlop, S. Patrick, and C. D. Saunter, “Horizontal turbulence measure-

ments using SLODAR,” Proc. SPIE 5891, 589104 (2005). 

11.  G. D. Love, C. N. Dunlop, S. Patrick, and C. D. Saunter, “Horizontal turbulence measure-

ments using SLODAR,” Proc. SPIE 6488, 648809 (2007).

 

Patent 

12.  B. Lee, Y. Jeong, S.-W. Min, S. Jung, and J.-H. Park, “Reflecting th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U.S. Patent 7136031B2 (2006).

 

Web-page 

13.  Infrared data association, "Giga-IR high speed opto-communication," (Infrared data 

communication Giga-IR SIG, 2007), http://www.irda.org/associations/2494/files /Gi-

ga-IR_General.pdf. 

 

Thesis 

14. C. H. Kim, Ph. D. Thesis, Hankook University, Seoul (1968), p. 20.

 

제7조 (그림과 표의 표기)

① 그림과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그림의 최대 폭은 85 mm이며, 이 보다 큰 그림은 이 크기로 축소되므로 글자와 기호들의 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제한을 갖는다. 색도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추가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④  판권이 제 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의 서면 허락을 

얻고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수식 및 단위)

①  수식이 차례로 나올 때는 차례로 수식의 오른쪽 끝에 (1), (2) 등 번호를 붙이되 수식과 번호 사이

를 비워둔다.

②  단위와 그 표기는 국제단위계(SI)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는 국제적인 관례

를 따른다.

제9조 (투고 방법) 한국광학회지의 논문투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접수)

①  학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투고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완료된 시점으

로 한다.

②  초청논문과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

집위원장과의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심사)

① 연구논문 및 서간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초청논문 및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교정)

①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게재료)

①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정한 게재료를 지불한다.

②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심사된 논문의 게재료는 현행 게재료의 200%로 한다.

③  우선심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매회 1주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담당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급행심사료를 지급한다.

④  급행심사료는 게재료와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자에게 선불로 받으며 논문의 최종판정 결과가 게재 

거절(reject)일 경우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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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판권)

① 교신저자는 논문이 게재 수락되면 논문에 대한 판권 양도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수락된 논문의 판권은 교신저자가 서명한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본 학회로 양도된

다.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③ 본 학회는 저자에게(혹은 직무의 수행 결과물일 경우 그 고용주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a)  저자들의 향후 연구에 본 논문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할 권리; 그러나 본 논문을 다른 저

널 혹은 기타 유사한 출판물에 재게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b)  본 학회에게 제 3자가 해당 논문의 전부, 일부, 혹은 그 번역본을 재출판하는 것을 허용하도

록 지시할 권리; 단, 그럼에도 본 학회가 그와 같은 재출판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상의 제한 

없이, 선택적으로 협상하거나 합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 조건에 한한다.

(c)  제 3자가 해당 논문의 전부, 일부, 혹은 그 번역본을 재출판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본 학회

는 저널 해당 호의 전체와 관련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d)  해당 논문이 저자의 직무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것일 경우, 그 고용주의 내부 용도 로 해당 

논문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제16조 (게재불가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가 수정 없이 재투고 할 수 없다.

부칙 

부칙 (1990. 3. 6) 이 제정 규정은 199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8)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29)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7)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3.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 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7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7년  02월  15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19년  05월  03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9월  1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의 투고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 및 게재결정) 본 학술지에는 광학 및 포토닉스의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

고는 여타의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3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논문, 소논문, 초청연구논문 및 초청해설논문으로 구분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논란

이 있는 쟁점 및 기 출판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다루는 소논문의 길이는 출판본을 기준으로 2 페

이지를 넘을 수 없다.)

②  초청연구논문과 초청해설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직 초청에 의해서만 

의뢰한다. 그러나, 전문자격을 갖춘 투고자가 초청연구논문 및 초청해설논문 작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권장된다.

제4조 (서식) 투고되는 원고의 서식은 본 학술지가 정한 서식 안내지침를 따른다.

제5조 (투고방법) 원고는 본 학술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통해 전자적으로 투고되어야 한다.

제6조 (심사)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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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판권)

① 교신저자는 논문이 게재 수락되면 논문에 대한 판권 양도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수락된 논문의 판권은 교신저자가 서명한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본 학회로 양도된

다.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③ 본 학회는 저자에게(혹은 직무의 수행 결과물일 경우 그 고용주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a)  저자들의 향후 연구에 본 논문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할 권리; 그러나 본 논문을 다른 저

널 혹은 기타 유사한 출판물에 재게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b)  본 학회에게 제 3자가 해당 논문의 전부, 일부, 혹은 그 번역본을 재출판하는 것을 허용하도

록 지시할 권리; 단, 그럼에도 본 학회가 그와 같은 재출판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상의 제한 

없이, 선택적으로 협상하거나 합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 조건에 한한다.

(c)  제 3자가 해당 논문의 전부, 일부, 혹은 그 번역본을 재출판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본 학회

는 저널 해당 호의 전체와 관련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d)  해당 논문이 저자의 직무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것일 경우, 그 고용주의 내부 용도 로 해당 

논문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제16조 (게재불가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가 수정 없이 재투고 할 수 없다.

부칙 

부칙 (1990. 3. 6) 이 제정 규정은 199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8)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29)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7)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3.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투고 규정

 1999년 4월 30일 제정

 2003년 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7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7월 11일 개정

 2017년  02월  15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19년  05월  03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9월  1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이하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의 투고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 및 게재결정) 본 학술지에는 광학 및 포토닉스의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

고는 여타의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3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논문, 소논문, 초청연구논문 및 초청해설논문으로 구분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논란

이 있는 쟁점 및 기 출판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다루는 소논문의 길이는 출판본을 기준으로 2 페

이지를 넘을 수 없다.)

②  초청연구논문과 초청해설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직 초청에 의해서만 

의뢰한다. 그러나, 전문자격을 갖춘 투고자가 초청연구논문 및 초청해설논문 작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권장된다.

제4조 (서식) 투고되는 원고의 서식은 본 학술지가 정한 서식 안내지침를 따른다.

제5조 (투고방법) 원고는 본 학술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통해 전자적으로 투고되어야 한다.

제6조 (심사)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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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정)

① 교열단계에서는 저자가 교열된 논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②  교열단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논문게재료) 저자는 게재수락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가 정한 논문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가 지불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제9조 (판권)

① 교신저자는 논문이 게재 수락되면 논문에 대한 판권 양도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수락된 논문의 판권은 교신저자가 서명한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본 학회로 양도된

다.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③  본 학회는 게재수락된 논문을 오픈액세스 기반으로 출판하며,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Works 4.0 International License (CC-BY-NC)를 적

용한다.

④  본 학회는 저자에게(혹은 직무의 수행 결과물일 경우 그 고용주에게) 저자들이 학술 출판물을 포함

한, 저자들 자신의 향후 연구활동에 있어서 본 논문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

며,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참조로서 적절한 인용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999. 04. 30) 이 규정은 1999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28) 이 규정은 2003 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규정은 2005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 년 0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2. 12) 이 개정 규정은 2009 년 0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11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 년 0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 년 0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8) 이 개정 규정은 2019 년 03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03) 이 개정 규정은 2019 년 05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03) 이 개정 규정은 2020 년 04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11) 이 개정 규정은 2020 년 09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2-14.  한국광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9년 2월 12일 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세칙 제 34조 및 제 39조에 따라 학회와 한국광

학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연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광학회 윤리 헌장(이하“윤리헌장”이라 한다), 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이하“윤리강령”이라 

한다) 및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이하“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재정 및 개정.

2.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에 기초한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3. 기타 학회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광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효력발생)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심의 및 조치)

1. 위원회는 구성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2.  윤리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은 서면에 의해서

만 행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가 불충분할 때

에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6조 (제척)

1.  위원(위원장 포함)이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안건의 심

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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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정)

① 교열단계에서는 저자가 교열된 논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②  교열단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논문게재료) 저자는 게재수락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가 정한 논문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가 지불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제9조 (판권)

① 교신저자는 논문이 게재 수락되면 논문에 대한 판권 양도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수락된 논문의 판권은 교신저자가 서명한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본 학회로 양도된

다. 판권 양도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논문에 대한 출판절차는 보류된다.

③  본 학회는 게재수락된 논문을 오픈액세스 기반으로 출판하며,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Works 4.0 International License (CC-BY-NC)를 적

용한다.

④  본 학회는 저자에게(혹은 직무의 수행 결과물일 경우 그 고용주에게) 저자들이 학술 출판물을 포함

한, 저자들 자신의 향후 연구활동에 있어서 본 논문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

며,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참조로서 적절한 인용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기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본 학회 학술지 윤리 강령 및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1999. 04. 30) 이 규정은 1999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28) 이 규정은 2003 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규정은 2005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23) 이 개정 규정은 2007 년 0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2. 12) 이 개정 규정은 2009 년 0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11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1) 이 개정 규정은 2016 년 0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 년 0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8) 이 개정 규정은 2019 년 03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03) 이 개정 규정은 2019 년 05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03) 이 개정 규정은 2020 년 04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11) 이 개정 규정은 2020 년 09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2-14.  한국광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9년 2월 12일 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세칙 제 34조 및 제 39조에 따라 학회와 한국광

학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연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광학회 윤리 헌장(이하“윤리헌장”이라 한다), 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이하“윤리강령”이라 

한다) 및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이하“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재정 및 개정.

2.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에 기초한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3. 기타 학회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광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효력발생)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심의 및 조치)

1. 위원회는 구성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2.  윤리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은 서면에 의해서

만 행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가 불충분할 때

에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6조 (제척)

1.  위원(위원장 포함)이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안건의 심

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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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책임)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광학회 연구윤리

한국광학회 윤리헌장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질과 인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광학회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보편적 윤리원칙에 준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

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광학회는 학회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본 

정신과 기본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 기본 정신

1.  우리는 개인과 집단, 조직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정진한다.

2.  우리는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

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4.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인류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

5. 우리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기본 규범

1. 우리는 지식 진보의 이상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한다.

2. 우리는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학문 탐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

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우리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 학자적인 양식과 품위를 지킨다.

한국광학회
연구윤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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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책임)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광학회 연구윤리

한국광학회 윤리헌장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질과 인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광학회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보편적 윤리원칙에 준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

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광학회는 학회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본 

정신과 기본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 기본 정신

1.  우리는 개인과 집단, 조직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정진한다.

2.  우리는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

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4.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인류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

5. 우리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기본 규범

1. 우리는 지식 진보의 이상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한다.

2. 우리는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학문 탐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

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우리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 학자적인 양식과 품위를 지킨다.

한국광학회
연구윤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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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9.  우리는 연구 및 저술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

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는 사회적 및 윤리적 책

임을 다한다.

11.  우리는 연구자 간에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의 권

리를 존중한다.

12.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나 행동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한국광학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는 상기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

전문

한국광학회는 광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

학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광학인의 연구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

탕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

를 발행하고 있으며 광학 분야 연구의 결과물로 제출된 논문을 관리하는데 책임을 진다.

본 단체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판에 관여하는 학회 구성원들

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논문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이 윤리강령을 바탕으

로 논문출판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펼친다. 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논문 출판 정책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적 친분, 저자의 사회적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 의해 논문을 작

성, 심사, 출판하는 것이다. 모든 학회인은 아래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논문저자 준수사항

1.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내용과 그 중요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

다.

2.  연구 논문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의 내용을 반복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적 데이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저자는 선행 연구나 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독자가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그 본

래 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 혹은 공개된 중요한 문헌의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

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논문지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행위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논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피해야 한다.

6.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는 비윤리적 표절 행위로 어

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7.  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날조 및 모방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8.  연구에 학술적인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과 공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연

구자는 공저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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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9.  우리는 연구 및 저술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

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는 사회적 및 윤리적 책

임을 다한다.

11.  우리는 연구자 간에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의 권

리를 존중한다.

12.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나 행동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한국광학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는 상기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

전문

한국광학회는 광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

학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광학인의 연구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

탕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

를 발행하고 있으며 광학 분야 연구의 결과물로 제출된 논문을 관리하는데 책임을 진다.

본 단체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판에 관여하는 학회 구성원들

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논문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이 윤리강령을 바탕으

로 논문출판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펼친다. 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논문 출판 정책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적 친분, 저자의 사회적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 의해 논문을 작

성, 심사, 출판하는 것이다. 모든 학회인은 아래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논문저자 준수사항

1.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내용과 그 중요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

다.

2.  연구 논문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의 내용을 반복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적 데이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저자는 선행 연구나 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독자가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그 본

래 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 혹은 공개된 중요한 문헌의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

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논문지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행위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논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피해야 한다.

6.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는 비윤리적 표절 행위로 어

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7.  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날조 및 모방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8.  연구에 학술적인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과 공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연

구자는 공저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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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없다. 연구에 경제적 혹은 행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단순 학술적 

조언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각주 혹은 사사에 그 내용을 밝힌다. 

 

저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한다.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9.  저자는 논문 출판에 따른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출판 예정인 논문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자체를 철회하

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11.  저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그 상세한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에게 제시한다.

12.  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 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 및 논문편집위원회

에 즉시 통보하고 본 학술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통

보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4.  본 규정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3년 미만) 본 학

술지에 대한 주저자/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를 제한하고 회원자격의 정지나 박탈 등

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영구히 금지하며, 본 학회회원이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구 제명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 준수사항

1.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긴밀히 협조하며, 심사 대상 논문의 질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며 지연되지 않도록 노

력한다.

3.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출판되는 논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논문이 가진 숨겨진 독창성 및 정보를 어

떠한 경우에도 저자의 동의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편집위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

에 대한 편집의 책임을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와 심사자의 윤리준수사항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

시와 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는 학술지 출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심사위원은 최대한 공정한 자세로 심사를 하

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할 수 없음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 심사를 한 

경우 논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 받은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

다. 학술지 출판 전에는 저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

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불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 문

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유사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7.  심사위원이 투고된 논문과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을 즉

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조속히 다른 심사위원을 선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10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2020년   3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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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없다. 연구에 경제적 혹은 행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단순 학술적 

조언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각주 혹은 사사에 그 내용을 밝힌다. 

 

저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한다.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9.  저자는 논문 출판에 따른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출판 예정인 논문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자체를 철회하

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11.  저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그 상세한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에게 제시한다.

12.  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 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 및 논문편집위원회

에 즉시 통보하고 본 학술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통

보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4.  본 규정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3년 미만) 본 학

술지에 대한 주저자/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를 제한하고 회원자격의 정지나 박탈 등

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영구히 금지하며, 본 학회회원이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구 제명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 준수사항

1.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긴밀히 협조하며, 심사 대상 논문의 질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며 지연되지 않도록 노

력한다.

3.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출판되는 논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논문이 가진 숨겨진 독창성 및 정보를 어

떠한 경우에도 저자의 동의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편집위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

에 대한 편집의 책임을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와 심사자의 윤리준수사항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

시와 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는 학술지 출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심사위원은 최대한 공정한 자세로 심사를 하

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할 수 없음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 심사를 한 

경우 논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 받은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

다. 학술지 출판 전에는 저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

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불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 문

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유사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7.  심사위원이 투고된 논문과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을 즉

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조속히 다른 심사위원을 선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10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2020년   3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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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임원 (1989. 10. 20 ~ 1991. 2. 28)

회장 이상수(KAIST)

부회장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최상삼(KIST)

•편집이사: 장준성(서울대)

•학술이사: 박대윤(인하대)

감사 이광호(광기협), 장보현(중앙대)

이사 강광남(KIST),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라병욱(경북대), 박동수(경북대)

박한규(연세대), 심상철(KAIST), 이재형(서울대), 이종민(KAERI), 이충희(KRISS), 임동건(고려대)

윤수인(부산대), 정명세(KRISS),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간사 •총무간사: 김선호(KIST)

제2대 임원 (1991. 3. 1 ~ 1993. 2. 28)

회장 이상수(KAIST)

부회장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강광남(KIST)

•편집이사: 박대윤(인하대)

•학술이사: 권영세(KAIST)

감사 이광호(광기협), 장보현(중앙대)

이사 강민호(한국통신),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라병욱(경북대)

박한규(연세대), 백운출(KJIST), 심상철(KAIST), 이민희(인하대), 이인원(KRISS)

이일항(ETRI), 이재형(서울대), 이종민(KAERI), 이찬구(서울전광), 이충희(KRISS)

임동건(고려대), 정창섭(전남대),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 김선호(KIST)

•편집간사: 황보창권(인하대)

•사업간사: 김병윤(KAIST)

•재무이사: 강민호(한국통신)

•사업이사: 홍경희(육사)

•재무이사: 홍경희(육사)

•사업이사: 최상삼(KIST)

역대 임원 명단 04 제3대 임원 (1993. 3. 1 ~ 1995. 2. 28)

회장 김 웅(연세대)

부회장 장준성(서울대), 백운출(KJIST)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명예회장 이상수(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민희(인하대)

•편집이사: 이재형(서울대)

•학술이사: 임동건(고려대)

•재무이사: 이종민(원자연)

감사 오철한(경북대), 이찬구(서울전광)

이사 강민호(한국통신),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김태수(울산대), 라병욱(경북대), 박동수(경북대), 박한규(연세대)

윤수인(부산대), 이인원(KRISS), 이주희(경희대), 이충희(KRISS)

정명세(KRISS), 정창섭(전남대)

간사 •총무/재무간사: 박승한(연세대)

•사업간사: 김병윤(KAIST)

제4대 임원 (1995. 3. 1 ~ 1997. 2. 28)

회장 이주희(경희대)

부회장 장준성(차기회장, 서울대), 백운출(KJIST)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신상영(KAIST)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김 웅(연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홍경희(육사)

•편집이사: 이재형(서울대)

•학술이사: 홍창희(해양대)

감사 오철한(경북대), 이찬구(서울전광)

이사 강광남(과기부), 공홍진(KAIST), 권영세(KAIST)

권오대(포항공대), 권태무(대우중공업), 김재창(부산대), 김태수(울산대)

오계환(현대전자), 이성묵(서울대), 이용경(한국통신), 이일항(ETRI)

이종민(KAERI), 임동건(고려대), 정명세(KRISS), 진평식(LG전선)

정창섭(전남대), 채수영(삼성전자), 황인길(아남산업)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승한(연세대)

•총무간사(회원): 백운식(경희대)

•편집간사: 이범구(서강대)

•학술간사: 김병윤(KAIST)

•사업간사: 김선호(KIST)

•사업이사: 강광남(과기부)

•사업이사: 홍경희(육사)

•섭외이사: 신상영(KAIST)

•재무이사: 이민희(인하대)

•사업이사(국내): 이인원(KRISS)

•사업이사(국외): 김진중(KE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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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임원 (1989. 10. 20 ~ 1991. 2. 28)

회장 이상수(KAIST)

부회장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최상삼(KIST)

•편집이사: 장준성(서울대)

•학술이사: 박대윤(인하대)

감사 이광호(광기협), 장보현(중앙대)

이사 강광남(KIST),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라병욱(경북대), 박동수(경북대)

박한규(연세대), 심상철(KAIST), 이재형(서울대), 이종민(KAERI), 이충희(KRISS), 임동건(고려대)

윤수인(부산대), 정명세(KRISS),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간사 •총무간사: 김선호(KIST)

제2대 임원 (1991. 3. 1 ~ 1993. 2. 28)

회장 이상수(KAIST)

부회장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강광남(KIST)

•편집이사: 박대윤(인하대)

•학술이사: 권영세(KAIST)

감사 이광호(광기협), 장보현(중앙대)

이사 강민호(한국통신),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라병욱(경북대)

박한규(연세대), 백운출(KJIST), 심상철(KAIST), 이민희(인하대), 이인원(KRISS)

이일항(ETRI), 이재형(서울대), 이종민(KAERI), 이찬구(서울전광), 이충희(KRISS)

임동건(고려대), 정창섭(전남대),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 김선호(KIST)

•편집간사: 황보창권(인하대)

•사업간사: 김병윤(KAIST)

•재무이사: 강민호(한국통신)

•사업이사: 홍경희(육사)

•재무이사: 홍경희(육사)

•사업이사: 최상삼(KIST)

역대 임원 명단 04 제3대 임원 (1993. 3. 1 ~ 1995. 2. 28)

회장 김 웅(연세대)

부회장 장준성(서울대), 백운출(KJIST)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명예회장 이상수(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민희(인하대)

•편집이사: 이재형(서울대)

•학술이사: 임동건(고려대)

•재무이사: 이종민(원자연)

감사 오철한(경북대), 이찬구(서울전광)

이사 강민호(한국통신), 공홍진(KAIST), 김기수(순천향대), 김정엽(KIST)

김태수(울산대), 라병욱(경북대), 박동수(경북대), 박한규(연세대)

윤수인(부산대), 이인원(KRISS), 이주희(경희대), 이충희(KRISS)

정명세(KRISS), 정창섭(전남대)

간사 •총무/재무간사: 박승한(연세대)

•사업간사: 김병윤(KAIST)

제4대 임원 (1995. 3. 1 ~ 1997. 2. 28)

회장 이주희(경희대)

부회장 장준성(차기회장, 서울대), 백운출(KJIST)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신상영(KAIST)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김 웅(연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홍경희(육사)

•편집이사: 이재형(서울대)

•학술이사: 홍창희(해양대)

감사 오철한(경북대), 이찬구(서울전광)

이사 강광남(과기부), 공홍진(KAIST), 권영세(KAIST)

권오대(포항공대), 권태무(대우중공업), 김재창(부산대), 김태수(울산대)

오계환(현대전자), 이성묵(서울대), 이용경(한국통신), 이일항(ETRI)

이종민(KAERI), 임동건(고려대), 정명세(KRISS), 진평식(LG전선)

정창섭(전남대), 채수영(삼성전자), 황인길(아남산업)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승한(연세대)

•총무간사(회원): 백운식(경희대)

•편집간사: 이범구(서강대)

•학술간사: 김병윤(KAIST)

•사업간사: 김선호(KIST)

•사업이사: 강광남(과기부)

•사업이사: 홍경희(육사)

•섭외이사: 신상영(KAIST)

•재무이사: 이민희(인하대)

•사업이사(국내): 이인원(KRISS)

•사업이사(국외): 김진중(KEPRI)

429 4장•역대 임원 명단4283부•부록



제5대 임원 (1997. 3. 1 ~ 1998. 2. 28)

회장 장준성(서울대)

부회장 박대윤(차기회장, 인하대), 이용경(한국통신)

이종민(KAERI),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고문 이상수(KAIST),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상국(KIST)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재형(서울대)

•편집이사(홍보지): 신상영(KAIST)

•학술이사: 홍창희(해양대)

감사 정명세(KRISS), 홍계인(광기협)

이사 강광남(과기부), 권영세(KAIST), 권오대(포항공대), 권태무(대우중공업)

김재창(부산대), 김진중(KEPRI), 김태수(울산대), 오계환(현대전자), 이민희(인하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이일항(ETRI), 임동건(고려대), 정창섭(전남대)

진평식(LG전선), 채수영(삼성전자), 최상삼(KIST), 황인길(아남산업)

간사 •총무간사(회무): 우정원(이화여대)

•총무간사(회원): 백운식(경희대)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편집간사(홍보지): 심종인(한양대)

제6대 임원 (1998. 3. 1 ~ 1999. 2. 28)

회장 박대윤(인하대)

차기회장 최상삼(KIST)

부회장 이용경(한국통신), 이종민(KAERI), 임동건(고려대), 권영세(KAIST), 이재형(서울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백운출(KJ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상열(아주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재창(부산대)

•재무이사: 이민희(인하대)

•사업이사: 김재기(국과연)

이사 강광남(과기부), 공홍진(KAIST), 권오대(포항공대), 김진중(전력연)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김태수(울산대), 김태일(삼성종합기술원)

손정영(KIST),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정창섭(전남대), 최상삼(KIST), 홍경희(육사),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백운식(경희대)

•총무간사(회원): 이호성(KRISS)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남창희(KAIST)

•재무이사: 홍경희(육사)

•사업이사(국내): 김재기(국과연)

•사업이사(국외): 공홍진(KAIST)

제7대 임원 (1999. 3. 1 ~ 2000. 2. 28)

회장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기회장 이종민(한국원자력연구소)

부회장 권영세(KAIST)

이재형(서울대)

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

김재창(부산대)

임동건(고려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황보창권(인하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창민(서울시립대)

•재무이사: 김상국(KIST)

•사업이사: 이용탁(KJIST)

•국제협력이사: 김병윤(KAIST)

•홍보지편집위원장: 김병윤(KA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한국광학기술개발)

이용경(한국통신)

이사 권오대(포항공과대), 김진승(태원전기산업)

김철중(KAERI), 김태수(울산대)

김태일(삼성종합기술원), 손정영(KIST)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민희(인하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정명세(KRISS), 정윤철(KAIST)

정창섭(전남대), 정치섭(청주대)

홍경희(육사),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승한(연세대)

•총무간사(회원): 박남규(서울대)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남창희(KAIST)

•편집간사(홍보지): 이종창(홍익대)

•학술간사: 정영철(광운대)

•재무간사: 이상배(KIST)

•사업간사: 이승걸(인하대)

•국제협력간사: 우정원(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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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임원 (1997. 3. 1 ~ 1998. 2. 28)

회장 장준성(서울대)

부회장 박대윤(차기회장, 인하대), 이용경(한국통신)

이종민(KAERI),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고문 이상수(KAIST),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상국(KIST)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재형(서울대)

•편집이사(홍보지): 신상영(KAIST)

•학술이사: 홍창희(해양대)

감사 정명세(KRISS), 홍계인(광기협)

이사 강광남(과기부), 권영세(KAIST), 권오대(포항공대), 권태무(대우중공업)

김재창(부산대), 김진중(KEPRI), 김태수(울산대), 오계환(현대전자), 이민희(인하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이일항(ETRI), 임동건(고려대), 정창섭(전남대)

진평식(LG전선), 채수영(삼성전자), 최상삼(KIST), 황인길(아남산업)

간사 •총무간사(회무): 우정원(이화여대)

•총무간사(회원): 백운식(경희대)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편집간사(홍보지): 심종인(한양대)

제6대 임원 (1998. 3. 1 ~ 1999. 2. 28)

회장 박대윤(인하대)

차기회장 최상삼(KIST)

부회장 이용경(한국통신), 이종민(KAERI), 임동건(고려대), 권영세(KAIST), 이재형(서울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백운출(KJ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상열(아주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재창(부산대)

•재무이사: 이민희(인하대)

•사업이사: 김재기(국과연)

이사 강광남(과기부), 공홍진(KAIST), 권오대(포항공대), 김진중(전력연)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김태수(울산대), 김태일(삼성종합기술원)

손정영(KIST),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정창섭(전남대), 최상삼(KIST), 홍경희(육사),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백운식(경희대)

•총무간사(회원): 이호성(KRISS)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남창희(KAIST)

•재무이사: 홍경희(육사)

•사업이사(국내): 김재기(국과연)

•사업이사(국외): 공홍진(KAIST)

제7대 임원 (1999. 3. 1 ~ 2000. 2. 28)

회장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기회장 이종민(한국원자력연구소)

부회장 권영세(KAIST)

이재형(서울대)

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

김재창(부산대)

임동건(고려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황보창권(인하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창민(서울시립대)

•재무이사: 김상국(KIST)

•사업이사: 이용탁(KJIST)

•국제협력이사: 김병윤(KAIST)

•홍보지편집위원장: 김병윤(KA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한국광학기술개발)

이용경(한국통신)

이사 권오대(포항공과대), 김진승(태원전기산업)

김철중(KAERI), 김태수(울산대)

김태일(삼성종합기술원), 손정영(KIST)

신상영(KAIST), 오철한(경북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민희(인하대)

이성묵(서울대), 이인원(KRISS)

정명세(KRISS), 정윤철(KAIST)

정창섭(전남대), 정치섭(청주대)

홍경희(육사),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승한(연세대)

•총무간사(회원): 박남규(서울대)

•편집간사(국문지): 남기봉(한림대)

•편집간사(영문지): 남창희(KAIST)

•편집간사(홍보지): 이종창(홍익대)

•학술간사: 정영철(광운대)

•재무간사: 이상배(KIST)

•사업간사: 이승걸(인하대)

•국제협력간사: 우정원(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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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임원 (2000. 3. 1 ~ 2001. 2. 28)

회장 이종민(한국원자력연구소)

차기회장 신상영(KAIST)

부회장 강광남(STEPI)

김재창(부산대)

김태수(울산대)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전 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박승한(연세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창민(서울시립대)

•재무이사: 차형기(KAERI)

•사업이사: 한재원(KRISS)

•국제협력이사: 김철중(KAERI)

•홍보지편집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한국광학기술개발)

김진중(태원전기상업)

이사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 계명재(㈜한광)

권영세(KAIST) 김달우(RIST)

김병윤(KAIST), 손정영(과기연)

신상영(과기원), 오문수(국과연)

원영희(아주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민희(인하대), 이용주(KAERI)

이용탁(KJIST), 이인원(KRISS)

이재형(서울대), 임동건(고려대)

조창호(배재대),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조재흥(한남대)

•총무간사(회원): 김병태(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영문지): 김기식(인하대)

•편집간사(홍보지): 송석호(홍익대)

•학술간사: 정영철(광운대)

•재무간사: 한재민(KAERI)

•사업간사: 오차환(한양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제9대 임원 (2001. 3. 1 ~ 2002. 2. 28)

회장 신상영(KAIST)

차기회장 이재형(서울대)

부회장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

김태수(울산대)

이일항(인하대)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이종민(광주과기원)

상임이사 •총무이사: 정교방(홍익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과기원)

•학술이사: 남창희(과기원)

•재무이사: 황보창권(인하대)

•사업이사: 한원택(광주과기원)

•국제협력이사: 김철중(KAERI)

•홍보지편집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이오시스템)

김진중(세종대)

이사 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구원),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과기원),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선호(KIST)

김재창(부산대), 김필수(한양대)

남기봉(한림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문수(국방과학연), 오철한(경북대)

이민희(인하대), 이 번(ETRI)

이인원(KRISS), 이재형(서울대)

차병헌(KAERI), 홍창희(한국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범진욱(서강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영문지): 김기식(인하대)

•편집간사(홍보지): 송석호(홍익대)

•학술간사: 최우영(연세대)

•재무간사: 이종창(홍익대)

•사업간사: 이 석(KIST)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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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임원 (2000. 3. 1 ~ 2001. 2. 28)

회장 이종민(한국원자력연구소)

차기회장 신상영(KAIST)

부회장 강광남(STEPI)

김재창(부산대)

김태수(울산대)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김 웅(전 연세대)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박승한(연세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범구(서강대)

•학술이사: 김창민(서울시립대)

•재무이사: 차형기(KAERI)

•사업이사: 한재원(KRISS)

•국제협력이사: 김철중(KAERI)

•홍보지편집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한국광학기술개발)

김진중(태원전기상업)

이사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 계명재(㈜한광)

권영세(KAIST) 김달우(RIST)

김병윤(KAIST), 손정영(과기연)

신상영(과기원), 오문수(국과연)

원영희(아주대), 원종욱(원다레이저)

이민희(인하대), 이용주(KAERI)

이용탁(KJIST), 이인원(KRISS)

이재형(서울대), 임동건(고려대)

조창호(배재대), 홍창희(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조재흥(한남대)

•총무간사(회원): 김병태(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영문지): 김기식(인하대)

•편집간사(홍보지): 송석호(홍익대)

•학술간사: 정영철(광운대)

•재무간사: 한재민(KAERI)

•사업간사: 오차환(한양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제9대 임원 (2001. 3. 1 ~ 2002. 2. 28)

회장 신상영(KAIST)

차기회장 이재형(서울대)

부회장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

김태수(울산대)

이일항(인하대)

정창섭(전남대)

홍경희(육사)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광주과기원)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IST)

이종민(광주과기원)

상임이사 •총무이사: 정교방(홍익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과기원)

•학술이사: 남창희(과기원)

•재무이사: 황보창권(인하대)

•사업이사: 한원택(광주과기원)

•국제협력이사: 김철중(KAERI)

•홍보지편집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광학용어심의위원장: 이인원(KRISS)

감사 이원승(㈜이오시스템)

김진중(세종대)

이사 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구원),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과기원),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선호(KIST)

김재창(부산대), 김필수(한양대)

남기봉(한림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문수(국방과학연), 오철한(경북대)

이민희(인하대), 이 번(ETRI)

이인원(KRISS), 이재형(서울대)

차병헌(KAERI), 홍창희(한국해양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범진욱(서강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영문지): 김기식(인하대)

•편집간사(홍보지): 송석호(홍익대)

•학술간사: 최우영(연세대)

•재무간사: 이종창(홍익대)

•사업간사: 이 석(KIST)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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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임원 (2002. 3. 1 ~ 2003. 2. 28)

회장 이재형(서울대)

차기회장 홍경희(육사)

부회장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이민희(인하대)

이인원(KRISS)

이일항(인하대)

이범구(서강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K-JIST)

신상영(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박승한(연세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KAIST)

•학술이사: 남창희(KAIST)

•재무이사: 정영철(광운대)

•사업이사: 우정원(이화여대)

•국제협력이사: 김부균(숭실대)

•홍보지편집위원장: 이용탁(K-J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철중(KAERI)

•조직위원장: 정창섭(전남대)

감사 박춘봉(부원광학㈜), 원종욱(원다레이저㈜)

이사 강광남(STEPI), 김진승(전북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김선호(KIST)

김재기(ADD), 김재창(부산대)

김필수(한양대), 남기봉(한림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철한(경북대)

이 번(ETRI), 이종웅(청주대)

이호성(KRISS), 차병헌(KAERI)

홍창희(한국해양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고도경(K-JIST)

•총무간사(회원): 오차환(한양대)

•편집간사(국문지): 송석호(한양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동한(충남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덕영(K-JIST), 박동욱(홍익대)

•학술간사: 최우영(연세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김도석(서강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제11대 임원 (2003. 3. 1 ~ 2004. 2. 28)

회장 홍경희(육사)

차기회장 김재창(부산대)

부회장 권오대(포항공대)

김재기(ADD)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K-J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우정원(이화여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KAIST)

•학술이사: 김상열(아주대)

•재무이사: 정영철(광운대)

•사업이사: 김 남(충북대)

•국제협력이사: 김부균(숭실대)

•홍보지편집위원장: 이용탁(K-J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철중(KAERI)

•조직위원장: 김재창(부산대)

감사 박춘봉(부원광학㈜), 김태수(울산대)

이사 강민호(ICU), 고동섭(목원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김필수(한양대)

남창희(KAIST), 박승한(연세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철한(경북대)

이 번(ETRI), 이인원(KRISS)

이일항(인하대), 이종웅(청주대)

이호성(KRISS), 정창섭(전남대)

차병헌(KAERI),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전영민(KIST)

•총무간사(회원): 오차환(한양대)

•편집간사(국문지): 송석호(한양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동한(충남대)

•편집간사(홍보지): 이병하(K-JIST), 박동욱(홍익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길상근(서강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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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임원 (2002. 3. 1 ~ 2003. 2. 28)

회장 이재형(서울대)

차기회장 홍경희(육사)

부회장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이민희(인하대)

이인원(KRISS)

이일항(인하대)

이범구(서강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K-JIST)

신상영(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박승한(연세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KAIST)

•학술이사: 남창희(KAIST)

•재무이사: 정영철(광운대)

•사업이사: 우정원(이화여대)

•국제협력이사: 김부균(숭실대)

•홍보지편집위원장: 이용탁(K-J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철중(KAERI)

•조직위원장: 정창섭(전남대)

감사 박춘봉(부원광학㈜), 원종욱(원다레이저㈜)

이사 강광남(STEPI), 김진승(전북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김선호(KIST)

김재기(ADD), 김재창(부산대)

김필수(한양대), 남기봉(한림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철한(경북대)

이 번(ETRI), 이종웅(청주대)

이호성(KRISS), 차병헌(KAERI)

홍창희(한국해양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고도경(K-JIST)

•총무간사(회원): 오차환(한양대)

•편집간사(국문지): 송석호(한양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동한(충남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덕영(K-JIST), 박동욱(홍익대)

•학술간사: 최우영(연세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김도석(서강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제11대 임원 (2003. 3. 1 ~ 2004. 2. 28)

회장 홍경희(육사)

차기회장 김재창(부산대)

부회장 권오대(포항공대)

김재기(ADD)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K-J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우정원(이화여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이용희(KAIST)

•학술이사: 김상열(아주대)

•재무이사: 정영철(광운대)

•사업이사: 김 남(충북대)

•국제협력이사: 김부균(숭실대)

•홍보지편집위원장: 이용탁(K-J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철중(KAERI)

•조직위원장: 김재창(부산대)

감사 박춘봉(부원광학㈜), 김태수(울산대)

이사 강민호(ICU), 고동섭(목원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김필수(한양대)

남창희(KAIST), 박승한(연세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철한(경북대)

이 번(ETRI), 이인원(KRISS)

이일항(인하대), 이종웅(청주대)

이호성(KRISS), 정창섭(전남대)

차병헌(KAERI),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전영민(KIST)

•총무간사(회원): 오차환(한양대)

•편집간사(국문지): 송석호(한양대)

•편집간사(영문지): 이동한(충남대)

•편집간사(홍보지): 이병하(K-JIST), 박동욱(홍익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길상근(서강대)

•국제협력간사: 제원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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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임원 (2004. 3. 1 ~ 2005. 2. 28)

회장 김재창(부산대)

차기회장 정창섭(전남대)

부회장 권오대(포항공대)

김재기(ADD)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이인원(KRISS)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상임이사 •총무이사: 우정원(이화여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김상열(아주대)

•재무이사: 김 남(충북대)

•사업이사: 한재원(연세대)

•국제협력이사: 박동욱(홍익대)

•홍보지편집위원장: 김선호(K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기식(인하대)

•정보이사: 정영주(GIST)

감사 이성묵(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이사 권오석(Space Imaging), 김부균(숭실대)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박진우(고려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광룡(ETRI)

윤지홍(안동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이호성(KRISS)

임기건(전남대), 임기수(충북대)

조두진(아주대), 차병헌(KAERI)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남규(서울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변영태(KIST), 엄진섭(강원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이병철(KAERI)

•국제협력간사: 최우영(연세대)

제13대 임원 (2005. 3. 1 ~ 2006. 2. 28)

회장 정창섭(전남대)

차기회장 이인원(KRISS)

부회장 김병윤(KAIST)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윤지홍(안동대)

임기건(전남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종웅(청주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이종창(홍익대)

•재무이사: 이승걸(인하대)

•사업이사: 한재원(연세대)

•국제협력이사: 박동욱(홍익대)

•정보이사: 정영주(GIST)

감사 이성묵(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남(충북대),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승우(KAIST)

김재기(ADD),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진우(고려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광룡(ETRI),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임기수(충북대), 조두진(아주대)

차병헌(KAERI),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남규(서울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변영태(KIST), 엄진섭(강원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이병철(KAERI)

•국제협력간사: 최우영(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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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임원 (2004. 3. 1 ~ 2005. 2. 28)

회장 김재창(부산대)

차기회장 정창섭(전남대)

부회장 권오대(포항공대)

김재기(ADD)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이인원(KRISS)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KOPTI),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상임이사 •총무이사: 우정원(이화여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김상열(아주대)

•재무이사: 김 남(충북대)

•사업이사: 한재원(연세대)

•국제협력이사: 박동욱(홍익대)

•홍보지편집위원장: 김선호(KIST)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기식(인하대)

•정보이사: 정영주(GIST)

감사 이성묵(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이사 권오석(Space Imaging), 김부균(숭실대)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박진우(고려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광룡(ETRI)

윤지홍(안동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이호성(KRISS)

임기건(전남대), 임기수(충북대)

조두진(아주대), 차병헌(KAERI)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남규(서울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변영태(KIST), 엄진섭(강원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이병철(KAERI)

•국제협력간사: 최우영(연세대)

제13대 임원 (2005. 3. 1 ~ 2006. 2. 28)

회장 정창섭(전남대)

차기회장 이인원(KRISS)

부회장 김병윤(KAIST)

김창민(서울시립대)

김철중(KAERI)

윤지홍(안동대)

임기건(전남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종웅(청주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이종창(홍익대)

•재무이사: 이승걸(인하대)

•사업이사: 한재원(연세대)

•국제협력이사: 박동욱(홍익대)

•정보이사: 정영주(GIST)

감사 이성묵(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남(충북대),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승우(KAIST)

김재기(ADD),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진우(고려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오광룡(ETRI),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임기수(충북대), 조두진(아주대)

차병헌(KAERI),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남규(서울대)

•총무간사(회원): 이종웅(청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변영태(KIST), 엄진섭(강원대)

•학술간사: 이종창(홍익대)

•재무간사: 이 석(KIST)

•사업간사: 이병철(KAERI)

•국제협력간사: 최우영(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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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임원 (2006. 3. 1 ~ 2007. 2. 28)

회장 이인원(KRISS)

차기회장 김창민(서울시립대)

부회장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채진석(한국전광㈜)

윤지홍(안동대), 임기건(전남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정영철(광운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이종창(홍익대)

•재무이사: 이종웅(청주대)

•사업이사: 이윤우(KRISS)

•국제협력이사: 최우영(연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정부정책개발위원장: 김선호(KIST)

•재정위원장: 윤지홍(안동대)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권진혁(영남대), 김기식(인하대)

김남(충북대),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김철중(KAERI)

김태일(KOPTI),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진우(고려대)

오광룡(ETRI),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장수(한남대),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상신(한양대)

•총무간사(회원): 이상신(광운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조재흥(한남대), 김상인(아주대)

•학술간사: 김법민(연세대)

•재무간사: 김종렬(한양대)

•사업간사: 김규욱(금오공대)

•국제협력간사: 이상민(아주대)

•정보간사: 송석호(한양대)

제15대 임원 (2007. 3. 1 ~ 2008. 2. 28)

회장 김창민(서울시립대)

차기회장 이민희(인하대)

부회장 김선호(KIST), 채진석(한국전광㈜), 김상열(아주대)

이용희(KAIST), 김부균(숭실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상임이사 •총무이사: 심종인(한양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황보창권(인하대)

•학술이사: 정윤철(KAIST)

•재무이사: 송석호(한양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최우영(연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두산인프라코어)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재정위원장: 김상열(아주대)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경헌(인하대)

김광준(ETRI), 김기식(인하대)

김은경(연세대), 김진승(경북대)

김창봉(공주대), 김철중(KAERI)

김태일(KOPTI), 남창희(KAISTI)

박동욱(홍익대), 서동욱(명지대)

성희경(ETRI), 엄진섭(강원대)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정교방(홍익대), 조규만(서강대)

조동현(고려대), 곽종훈(영남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종렬(한양대)

•총무간사(회원): 김도석(서강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길상근(수원대)

•편집간사(홍보지): 김철한(서울시립대), 윤태현(고려대)

•학술간사: 김동현(연세대)

•재무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사업간사: 한명근(한양대)

•국제협력간사: 김경영(세종대)

•정보간사: 김상인(아주대)

4383부•부록 439 4장•역대 임원 명단



제14대 임원 (2006. 3. 1 ~ 2007. 2. 28)

회장 이인원(KRISS)

차기회장 김창민(서울시립대)

부회장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채진석(한국전광㈜)

윤지홍(안동대), 임기건(전남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K-J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정영철(광운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박승한(연세대)

•학술이사: 이종창(홍익대)

•재무이사: 이종웅(청주대)

•사업이사: 이윤우(KRISS)

•국제협력이사: 최우영(연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정부정책개발위원장: 김선호(KIST)

•재정위원장: 윤지홍(안동대)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권진혁(영남대), 김기식(인하대)

김남(충북대), 김부균(숭실대)

김상열(아주대), 김승우(KAIST)

김진승(전북대), 김철중(KAERI)

김태일(KOPTI), 남창희(KAIST)

박승옥(대진대), 박진우(고려대)

오광룡(ETRI),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이경식(성균관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장수(한남대), 한성홍(울산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박상신(한양대)

•총무간사(회원): 이상신(광운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이병호(서울대)

•편집간사(홍보지): 조재흥(한남대), 김상인(아주대)

•학술간사: 김법민(연세대)

•재무간사: 김종렬(한양대)

•사업간사: 김규욱(금오공대)

•국제협력간사: 이상민(아주대)

•정보간사: 송석호(한양대)

제15대 임원 (2007. 3. 1 ~ 2008. 2. 28)

회장 김창민(서울시립대)

차기회장 이민희(인하대)

부회장 김선호(KIST), 채진석(한국전광㈜), 김상열(아주대)

이용희(KAIST), 김부균(숭실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상임이사 •총무이사: 심종인(한양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황보창권(인하대)

•학술이사: 정윤철(KAIST)

•재무이사: 송석호(한양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최우영(연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두산인프라코어)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재정위원장: 김상열(아주대)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김경헌(인하대)

김광준(ETRI), 김기식(인하대)

김은경(연세대), 김진승(경북대)

김창봉(공주대), 김철중(KAERI)

김태일(KOPTI), 남창희(KAISTI)

박동욱(홍익대), 서동욱(명지대)

성희경(ETRI), 엄진섭(강원대)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정교방(홍익대), 조규만(서강대)

조동현(고려대), 곽종훈(영남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종렬(한양대)

•총무간사(회원): 김도석(서강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길상근(수원대)

•편집간사(홍보지): 김철한(서울시립대), 윤태현(고려대)

•학술간사: 김동현(연세대)

•재무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사업간사: 한명근(한양대)

•국제협력간사: 김경영(세종대)

•정보간사: 김상인(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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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임원 (2008. 3. 1 ~ 2009. 2. 28)

회장 이민희(인하대)

차기회장 이범구(서강대)

부회장 김상열(아주대), 김부균(숭실대), 이용희(KAIST), 신용진(조선대), 김도열(하나기술㈜)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김창민(서울시립대학교)

상임이사 •총무이사: 송석호(한양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황보창권(인하대)

•학술이사: 오경환(연세대)

•재무이사: 심종인(한양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이병호(서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정교방(홍익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두산인프라코어)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재정위원장: 김상열(아주대)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권진혁(영남대)

김광준(ETRI), 김상국(Laser & Physics)

김선호(KIST), 김진승(전북대)

김승우(KAIST), 김철중(KAERI)

김창봉(공주대), 남창희(KAIST)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백운식(경희대)

서동선(명지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훈(부산대), 우정원(이화여대)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학),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조동현(고려대), 한택상(한국광기술원)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도석(서강대)

•총무간사(회원): 전영민(KIST)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길상근(수원대)

•편집간사(홍보지): 김철한(서울시립대), 윤태현(고려대)

•학술간사: 오경환(연세대)

•재무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사업간사: 김남성(이오테크닉스)

•국제협력간사: 이상민(아주대)

•정보간사: 김상인(아주대)

제17대 임원 (2009. 3. 1 ~ 2010. 2. 28)

회장 이범구(서강대)

차기회장 김병윤(KAIST)

부회장 김도열(하나기술㈜), 남창희(KAIST), 신용진(조선대),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오경환(연세대)

•영문편집이사: 이병호(서울대)

•학술이사: 안경원(서울대)

•국문편집이사: 정영철(광운대)

•재무이사: 차명식(부산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김도석(서강대)

•정보이사: 한상국(연세대)

감사 정교방(홍익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특별위원회 •산학협동위원장: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진혁(영남대), 김광준(ETRI)

김남(충북대),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김진승(전북대)

김용평(경희대), 김칠민(서강대)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백운식(경희대)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이용희(KAIST)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조동현(고려대), 한택상(KOPTI)

한재원(연세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철한(서울시립대)

•총무간사(회원): 이주한(서울시립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김상철(명지대)

•편집간사(홍보지): 김훈수(APRI), 손주혁(서울시립대)

•학술간사: 조영탁(광주대), 이진형(한양대)

•재무간사: 이상민(아주대)

•사업간사: 한영근(한양대)

•국제협력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정보간사: 신동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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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임원 (2008. 3. 1 ~ 2009. 2. 28)

회장 이민희(인하대)

차기회장 이범구(서강대)

부회장 김상열(아주대), 김부균(숭실대), 이용희(KAIST), 신용진(조선대), 김도열(하나기술㈜)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육사),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김창민(서울시립대학교)

상임이사 •총무이사: 송석호(한양대)

•편집이사(국 · 영문지): 황보창권(인하대)

•학술이사: 오경환(연세대)

•재무이사: 심종인(한양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이병호(서울대)

•정보이사: 이승걸(인하대)

감사 정교방(홍익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특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장: 김재기(두산인프라코어)

•산학협동위원장: 채진석(한국전광㈜)

•재정위원장: 김상열(아주대)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오석(Space Imaging), 권진혁(영남대)

김광준(ETRI), 김상국(Laser & Physics)

김선호(KIST), 김진승(전북대)

김승우(KAIST), 김철중(KAERI)

김창봉(공주대), 남창희(KAIST)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백운식(경희대)

서동선(명지대), 성규동(㈜이오테크닉스)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훈(부산대), 우정원(이화여대)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학),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조동현(고려대), 한택상(한국광기술원)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도석(서강대)

•총무간사(회원): 전영민(KIST)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길상근(수원대)

•편집간사(홍보지): 김철한(서울시립대), 윤태현(고려대)

•학술간사: 오경환(연세대)

•재무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사업간사: 김남성(이오테크닉스)

•국제협력간사: 이상민(아주대)

•정보간사: 김상인(아주대)

제17대 임원 (2009. 3. 1 ~ 2010. 2. 28)

회장 이범구(서강대)

차기회장 김병윤(KAIST)

부회장 김도열(하나기술㈜), 남창희(KAIST), 신용진(조선대),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KRISS)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오경환(연세대)

•영문편집이사: 이병호(서울대)

•학술이사: 안경원(서울대)

•국문편집이사: 정영철(광운대)

•재무이사: 차명식(부산대)

•사업이사: 이상배(KIST)

•국제협력이사: 김도석(서강대)

•정보이사: 한상국(연세대)

감사 정교방(홍익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특별위원회 •산학협동위원장: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고도경(APRI), 권오대(포항공대)

권진혁(영남대), 김광준(ETRI)

김남(충북대), 김병윤(KAIST)

김선호(KIST), 김진승(전북대)

김용평(경희대), 김칠민(서강대)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백운식(경희대)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이원진(대구산업정보대), 이용희(KAIST)

임기건(전남대), 정영주(GIST)

조동현(고려대), 한택상(KOPTI)

한재원(연세대),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철한(서울시립대)

•총무간사(회원): 이주한(서울시립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김상철(명지대)

•편집간사(홍보지): 김훈수(APRI), 손주혁(서울시립대)

•학술간사: 조영탁(광주대), 이진형(한양대)

•재무간사: 이상민(아주대)

•사업간사: 한영근(한양대)

•국제협력간사: 한송희(목포해양대)

•정보간사: 신동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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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임원 (2010. 3. 1 ~ 2011. 2. 28)

회장 김병윤(KAIST)

차기회장 김상열(아주대)

부회장 강희전(㈜대한전선), 남창희(KAIST), 이상배(KIST),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종창(홍익대)

•국문편집이사: 정영철(광운대)

•영문편집이사: 이병호(서울대)

•홍보지편집이사: 박규환(고려대)

•학술이사: 정영주(GIST)

•재무이사: 한재원(연세대)

•사업이사: 김칠민(서강대)

•국제협력이사: 오경환(연세대)

•정보이사: 한상국(연세대)

감사 황보창권(인하대),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고도경(GIST), 권오대(포항공대)

권진혁(영남대), 김 남(충북대)

김진승(전북대), 김재기(전북대)

김광준(ETRI), 김승우(KAIST)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안경원(서울대),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이제훈(KIMM)

이호성(KRISS), 임기건(전남대)

임영민(KETI), 조동현(고려대)

차명식(부산대), 한택상(한국광기술원)

간사 •총무간사(회무): 이주한(서울시립대)

•총무간사(회원): 김상인(아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김경염(세종대)

•편집간사(홍보지):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학술간사: 김철한(서울시립대), 한영근(한양대)

•재무간사: 안영환(아주대)

•사업간사: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협력간사: 송광용(중앙대)

•정보간사: 신동수(한양대)

제19대 임원 (2011. 3. 1 ~ 2012. 2. 28)

회장 김상열(아주대)

차기회장 윤태훈(부산대)

부회장 강희전(㈜대한전선), 황보창권(인하대), 이상배(KIST), 권진혁(영남대), 정영철(광운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윤우(KRISS)

•국문편집이사: 이 석(KIST)

•영문편집이사: 이병하(GIST)

•홍보지편집이사: 김법민(고려대)

•학술이사: 정영주(GIST)

•재무이사: 한재원(연세대)

•사업이사: 김칠민(서강대)

•국제협력이사: 오경환(연세대)

•정보이사: 박승남(KRISS)

감사 한택상(KOPTI),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김 남(충북대)

김승우(KAIST), 김재기(전북대)

김제하(ETRI), 김진승(전북대)

김종렬(세종대), 남창희(KAIST)

채진석(한국전광㈜),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원용협(KAIST)

유영훈(제주대), 우정원(이화여대)

김법민(고려대), 이병호(서울대)

이용주(KAERI), 이제훈(기계연구원)

이종창(홍익대), 임기건(전남대)

임영민(전자부품연구원), 조동현(고려대)

조재흥(한남대), 차명식(부산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염동일(아주대)

•총무간사(회원): 김상인(아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주한(서울시립대)

•편집간사(영문지): 한영근(한양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최원식(고려대)

•학술간사: 김철한(서울시립대)

•재무간사: 안영환(아주대)

•사업간사: 이상민(아주대)

•협력간사: 송광용(중앙대)

•정보간사: 홍기석(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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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임원 (2010. 3. 1 ~ 2011. 2. 28)

회장 김병윤(KAIST)

차기회장 김상열(아주대)

부회장 강희전(㈜대한전선), 남창희(KAIST), 이상배(KIST), 우정원(이화여대), 윤태훈(부산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백운출(GIST),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종창(홍익대)

•국문편집이사: 정영철(광운대)

•영문편집이사: 이병호(서울대)

•홍보지편집이사: 박규환(고려대)

•학술이사: 정영주(GIST)

•재무이사: 한재원(연세대)

•사업이사: 김칠민(서강대)

•국제협력이사: 오경환(연세대)

•정보이사: 한상국(연세대)

감사 황보창권(인하대),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고도경(GIST), 권오대(포항공대)

권진혁(영남대), 김 남(충북대)

김진승(전북대), 김재기(전북대)

김광준(ETRI), 김승우(KAIST)

박동욱(홍익대), 박승옥(대진대)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안경원(서울대), 엄진섭(강원대)

유영훈(제주대), 이제훈(KIMM)

이호성(KRISS), 임기건(전남대)

임영민(KETI), 조동현(고려대)

차명식(부산대), 한택상(한국광기술원)

간사 •총무간사(회무): 이주한(서울시립대)

•총무간사(회원): 김상인(아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 석(KIST)

•편집간사(영문지): 김경염(세종대)

•편집간사(홍보지):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학술간사: 김철한(서울시립대), 한영근(한양대)

•재무간사: 안영환(아주대)

•사업간사: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협력간사: 송광용(중앙대)

•정보간사: 신동수(한양대)

제19대 임원 (2011. 3. 1 ~ 2012. 2. 28)

회장 김상열(아주대)

차기회장 윤태훈(부산대)

부회장 강희전(㈜대한전선), 황보창권(인하대), 이상배(KIST), 권진혁(영남대), 정영철(광운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윤우(KRISS)

•국문편집이사: 이 석(KIST)

•영문편집이사: 이병하(GIST)

•홍보지편집이사: 김법민(고려대)

•학술이사: 정영주(GIST)

•재무이사: 한재원(연세대)

•사업이사: 김칠민(서강대)

•국제협력이사: 오경환(연세대)

•정보이사: 박승남(KRISS)

감사 한택상(KOPTI),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권오대(포항공대), 김 남(충북대)

김승우(KAIST), 김재기(전북대)

김제하(ETRI), 김진승(전북대)

김종렬(세종대), 남창희(KAIST)

채진석(한국전광㈜),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원용협(KAIST)

유영훈(제주대), 우정원(이화여대)

김법민(고려대), 이병호(서울대)

이용주(KAERI), 이제훈(기계연구원)

이종창(홍익대), 임기건(전남대)

임영민(전자부품연구원), 조동현(고려대)

조재흥(한남대), 차명식(부산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염동일(아주대)

•총무간사(회원): 김상인(아주대)

•편집간사(국문지): 이주한(서울시립대)

•편집간사(영문지): 한영근(한양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최원식(고려대)

•학술간사: 김철한(서울시립대)

•재무간사: 안영환(아주대)

•사업간사: 이상민(아주대)

•협력간사: 송광용(중앙대)

•정보간사: 홍기석(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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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임원 (2012. 3. 1 ~ 2013. 2. 28)

회장 윤태훈(부산대)

차기회장 황보창권(인하대)

부회장 정영철(광운대), 정윤철(KAIST), 정영주(GIST), 오광룡(ETRI), 박승한(연세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상민(아주대)

•국문편집이사: 이 석(KIST)

•영문편집이사: 이병하(GIST)

•홍보지편집이사: 전민용(충남대)

•학술이사: 이병호(서울대)

•재무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전영민(KIST)

•국제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정보이사: 박승남(KRISS)

감사 한택상(KOPTI),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김법민(고려대),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송석호(한양대)

송재원(경북대), 신용진(조선대)

신종덕(숭실대), 오범환(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현(고려대), 이상배(KIST)

이종창(홍익대), 이종훈(염남대)

임기건(전남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제원호(서울대), 조재흥(한남대)

차명식(부산대), 채진석(한국전공㈜)

최영완(중앙대), 한재민(KAERI)

한재원(연세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지원(한양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민성욱(경희대)

•편집간사(영문지): 한영근(한양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학술간사: 김경염(세종대), 박재형(충북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송용원(KIST)

•협력간사: 유경식(KAIST)

•정보간사: 홍기석(KRISS)

제21대 임원 (2013. 3. 1 ~ 2014. 2. 28)

회장 황보창권(인하대)

차기회장 우정원(이화여대)

전임회장 윤태훈(부산대)

부회장 이종창(홍익대)

정윤철(KAIST)

정영주(GIST)

오광룡(ETRI)

박승한(연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전민용(충남대)

•국문편집이사: 고재현(한림대)

•영문편집이사: 오경환(연세대)

•홍보지편집이사: 이상민(아주대)

•학술이사: 이병호(서울대)

•재무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김회종(KOPTI)

•국제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정보이사: 김재완(A)(KRISS)

감사 이상배(KIST), 김현규(토핀스)

이사 김석원(울산대), 김재완(B)(고등과학원)

김진승(전북대), 남창희(GIST)

송석호(한양대), 신승호(강원대)

신종덕(숭실대), 오범환(인하대)

유연석(청주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현(고려대), 윤태훈(부산대)

이 석(KIST), 이용희(KAIST)

이윤우(KRISS), 이종훈(영남대)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제원호(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최영완(중앙대), 한재민(한국원자연)

한재원(연세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지원(한양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양호순(KRISS)

•편집간사(영문지): 최원식(고려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학술간사: 김경염(세종대), 박재형(인하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이택성(KIST)

•협력간사: 유경식(KAIST)

•정보간사: 홍기석(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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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임원 (2012. 3. 1 ~ 2013. 2. 28)

회장 윤태훈(부산대)

차기회장 황보창권(인하대)

부회장 정영철(광운대), 정윤철(KAIST), 정영주(GIST), 오광룡(ETRI), 박승한(연세대)

명예회장 이상수(KA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우영)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상민(아주대)

•국문편집이사: 이 석(KIST)

•영문편집이사: 이병하(GIST)

•홍보지편집이사: 전민용(충남대)

•학술이사: 이병호(서울대)

•재무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전영민(KIST)

•국제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정보이사: 박승남(KRISS)

감사 한택상(KOPTI), 김도열(하나기술㈜)

이사 김법민(고려대), 김진승(전북대)

남창희(KAIST), 송석호(한양대)

송재원(경북대), 신용진(조선대)

신종덕(숭실대), 오범환(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현(고려대), 이상배(KIST)

이종창(홍익대), 이종훈(염남대)

임기건(전남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제원호(서울대), 조재흥(한남대)

차명식(부산대), 채진석(한국전공㈜)

최영완(중앙대), 한재민(KAERI)

한재원(연세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지원(한양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민성욱(경희대)

•편집간사(영문지): 한영근(한양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학술간사: 김경염(세종대), 박재형(충북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송용원(KIST)

•협력간사: 유경식(KAIST)

•정보간사: 홍기석(KRISS)

제21대 임원 (2013. 3. 1 ~ 2014. 2. 28)

회장 황보창권(인하대)

차기회장 우정원(이화여대)

전임회장 윤태훈(부산대)

부회장 이종창(홍익대)

정윤철(KAIST)

정영주(GIST)

오광룡(ETRI)

박승한(연세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전민용(충남대)

•국문편집이사: 고재현(한림대)

•영문편집이사: 오경환(연세대)

•홍보지편집이사: 이상민(아주대)

•학술이사: 이병호(서울대)

•재무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김회종(KOPTI)

•국제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정보이사: 김재완(A)(KRISS)

감사 이상배(KIST), 김현규(토핀스)

이사 김석원(울산대), 김재완(B)(고등과학원)

김진승(전북대), 남창희(GIST)

송석호(한양대), 신승호(강원대)

신종덕(숭실대), 오범환(인하대)

유연석(청주대), 유영훈(제주대)

윤태현(고려대), 윤태훈(부산대)

이 석(KIST), 이용희(KAIST)

이윤우(KRISS), 이종훈(영남대)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제원호(서울대), 채진석(한국전광)

최영완(중앙대), 한재민(한국원자연)

한재원(연세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김지원(한양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양호순(KRISS)

•편집간사(영문지): 최원식(고려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학술간사: 김경염(세종대), 박재형(인하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이택성(KIST)

•협력간사: 유경식(KAIST)

•정보간사: 홍기석(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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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임원 (2014. 3. 1 ~ 2015. 2. 28)

회장 우정원(이화여대)

차기회장 정윤철(KAIST)

전임회장 황보창권(인하대)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이상배(KIST), 이윤우(KRISS), 이종창(홍익대), 한재원(연세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한동대),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철한(서울시립대)

•국문편집이사: 고도경(GIST)

•영문편집이사: 오경환(연세대)

•홍보지편집이사: 이관일(KIST)

•학술이사: 최우영(연세대)

•재무이사: 한영근(한양대)

•사업이사: 강훈종(KETI)

•국제협력이사: 현경숙(세종대)

•정보이사: 김재완(A)(KRISS)

감사 김현규(토핀스), 박승한(연세대)

이사 김경헌(인하대), 김남(충북대)

김법민(고려대), 김석원(울산대)

김진승(전북대), 김칠민(서강대)

남창희(GIST),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송석호(한양대), 오광룡(ETRI)

윤대현(고려대), 이상민(아주대)

이용탁(GIST), 이용희(KIST)

이종훈(영남대), 임기건(전남대)

전영민(KIST),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차명식(부산대), 최영완(중앙대)

한상국(연세대), 한택상(KOPTI),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성혁기(홍익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염동일(아주대)

•편집간사(영문지): 최원식(고려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학술간사: 안재욱(KAIST), 하진용(세종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김태근(세종대)

•국제협력간사: 김훈(KAIST)

•정보간사: 박성종(KRISS)

제23대 임원 (2015. 3. 1 ~ 2016. 2. 28)

회장 정윤철(KAIST)

차기회장 이상배(KIST)

전임회장 우정원(이화여대)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한재원(연세대), 정영주(GIST), 이윤우(KRISS), 김칠민(DG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한동대),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한영근(한양대)

•국문편집이사: 고도경(GIST)

•영문편집이사: 신중훈(KAIST)

•홍보지편집이사: 김광준(ETRI)

•학술이사: 김동현(연세대)

•재무이사: 김철한(서울시립대)

•사업이사: 강훈종(KETI)

•산학협력이사: 성규동(이오테크닉)

•국제협력이사: 이상민(아주대)

•정보이사: 김승관(KRISS)

감사 이용희(KAIST), 추안구(오이솔루션)

이사 김남(충북대), 남창희(GIST)

문한섭(부산대), 박동욱(홍익대)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심종인(한양대), 오경환(연세대)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철(광운대), 현경숙(세종대)

노병섭(KOPTI), 오광룡(ETRI)

이관일(KIST), 이 석(KIST)

이종현(GIST), 정영욱(한국원자연)

정진호(프로옵틱스), 김홍만(빛과전자)

유태경(루멘스), 이승희(쏠리드) 

간사 •총무간사(회무): 문석배(국민대)

•총무간사(회원): 김정원(KAIST)

•편집간사(국문지): 염동일(아주대)

•편집간사(영문지): 권숭홍(중앙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학술간사: 안재욱(KAIST), 하진용(세종대)

•재무간사: 류한열(인하대)

•사업간사: 임용준(ETRI)

•산학협력간사: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국제협력간사: 김훈(KAIST)

•정보간사: 임선도(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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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임원 (2014. 3. 1 ~ 2015. 2. 28)

회장 우정원(이화여대)

차기회장 정윤철(KAIST)

전임회장 황보창권(인하대)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이상배(KIST), 이윤우(KRISS), 이종창(홍익대), 한재원(연세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한동대),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김철한(서울시립대)

•국문편집이사: 고도경(GIST)

•영문편집이사: 오경환(연세대)

•홍보지편집이사: 이관일(KIST)

•학술이사: 최우영(연세대)

•재무이사: 한영근(한양대)

•사업이사: 강훈종(KETI)

•국제협력이사: 현경숙(세종대)

•정보이사: 김재완(A)(KRISS)

감사 김현규(토핀스), 박승한(연세대)

이사 김경헌(인하대), 김남(충북대)

김법민(고려대), 김석원(울산대)

김진승(전북대), 김칠민(서강대)

남창희(GIST),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송석호(한양대), 오광룡(ETRI)

윤대현(고려대), 이상민(아주대)

이용탁(GIST), 이용희(KIST)

이종훈(영남대), 임기건(전남대)

전영민(KIST),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차명식(부산대), 최영완(중앙대)

한상국(연세대), 한택상(KOPTI), 황보창권(인하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성혁기(홍익대)

•총무간사(회원): 류한열(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염동일(아주대)

•편집간사(영문지): 최원식(고려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학술간사: 안재욱(KAIST), 하진용(세종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사업간사: 김태근(세종대)

•국제협력간사: 김훈(KAIST)

•정보간사: 박성종(KRISS)

제23대 임원 (2015. 3. 1 ~ 2016. 2. 28)

회장 정윤철(KAIST)

차기회장 이상배(KIST)

전임회장 우정원(이화여대)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한재원(연세대), 정영주(GIST), 이윤우(KRISS), 김칠민(DGIST)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한동대),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한동대),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GIST),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한영근(한양대)

•국문편집이사: 고도경(GIST)

•영문편집이사: 신중훈(KAIST)

•홍보지편집이사: 김광준(ETRI)

•학술이사: 김동현(연세대)

•재무이사: 김철한(서울시립대)

•사업이사: 강훈종(KETI)

•산학협력이사: 성규동(이오테크닉)

•국제협력이사: 이상민(아주대)

•정보이사: 김승관(KRISS)

감사 이용희(KAIST), 추안구(오이솔루션)

이사 김남(충북대), 남창희(GIST)

문한섭(부산대), 박동욱(홍익대)

박승한(연세대), 신용진(조선대)

심종인(한양대), 오경환(연세대)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철(광운대), 현경숙(세종대)

노병섭(KOPTI), 오광룡(ETRI)

이관일(KIST), 이 석(KIST)

이종현(GIST), 정영욱(한국원자연)

정진호(프로옵틱스), 김홍만(빛과전자)

유태경(루멘스), 이승희(쏠리드) 

간사 •총무간사(회무): 문석배(국민대)

•총무간사(회원): 김정원(KAIST)

•편집간사(국문지): 염동일(아주대)

•편집간사(영문지): 권숭홍(중앙대)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학술간사: 안재욱(KAIST), 하진용(세종대)

•재무간사: 류한열(인하대)

•사업간사: 임용준(ETRI)

•산학협력간사: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국제협력간사: 김훈(KAIST)

•정보간사: 임선도(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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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임원 (2016. 3. 1 ~2016. 2. 28)

회장 이상배(KIST)

차기회장 한재원(연세대)

전임회장 정윤철(KAIST)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정영주(GIST) 이윤우(KRISS) 고도경(GIST) 최영완(중앙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신상영(KAIST) ,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한영근(한양대)

•영문편집이사: 민범기(KAIST)

•학술이사: 김동현(연세대)

•국문편집이사: 염동일(아주대)

•재무이사: 류한열(인하대)

•홍보지편집이사: 김광준(ETRI) 

•사업이사: 강훈종(KETI)

•국제협력이사: 김훈(KAIST)

•정보이사: 김승관(KRISS)

•산학협력이사: 성규동(이오테크닉스)

감사 이용희(KAIST), 신용진(조선대)

이사 김  남(충북대), 김도석(서강대), 김명관(대한광통신), 

김정호(KOPTI), 김칠민(DGIST) , 남창희(GIST), 

문한섭(부산대), 박승한(연세대), 박동욱(홍익대), 

심종인(한양대), 오경환(연세대), 오광룡(ETRI), 

이관일(KIST), 이상민(아주대), 이석(KIST), 

이승희(쏠리드),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욱(KAERI),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한송희(목포해양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정환석(ETRI)

•편집간사(영문지): 권순홍(중앙대) 

•총무간사(회원): 박재형(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문석배(국민대)

•학술간사: 송봉식(성균관대), 유난이(APRI)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국제협력간사: 성혁기(홍익대)

•사업간사: 이광훈(KOPTI) 

•산학협력간사: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정보간사: 임선도(KRISS)

제25대 임원 (2017. 3. 1 ~2018. 2. 28)

회장 한재원(연세대)

차기회장 정영주(GIST)

전임회장 이상배(KIST)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고도경(GIST) 이병하(GIST) 이윤우(KRISS)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영문편집이사: 민범기(KAIST)

•학술이사: 김창석(부산대)

•국문편집이사: 염동일(아주대)

•재무이사: 정영욱(KAERI)

•홍보지편집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주정진(ETRI)

•국제협력이사: 박재형(인하대)

•정보이사: 류한열(인하대)

•산학협력이사: 백승환(충남대)

감사 이승걸(인하대), 신용진(조선대)

이사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티스), 채진석(한국전광), 한송희(목포해양대), 

한영근(한양대), 박경현(ETRI), 강훈종(KETI), 

최영완(중앙대), 강경태(KITECH), 김후식(뷰웍스), 

박승남(KRISS), 성규동(이오테크닉스), 

김동현(연세대), 김남(충북대), 김칠민(DGIST), 

남창희(GIST), 노병섭(KOPTI), 박동욱(홍익대), 

박승한(연세대), 오경환(연세대), 이상민(KAIST)

간사 •총무간사: 이광조(경희대)

•편집간사(영문지): 양진규(공주대), 김필한(KAIST)

•학술간사: 송봉식(성균관대), 유난이(APRI), 이광걸(한양대), 진종한(KRISS)

•편집간사(국문지): 문석배(국민대)

•재무간사: 김지원(한양대), 고광훈(KOPTI)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사업간사: 이광훈(KOPTI) 

•국제협력간사: 최희진(세종대)

•정보간사: 김명기(고려대)

•산학협력간사: 김남성(이오테크닉스), 한수욱(KO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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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임원 (2016. 3. 1 ~2016. 2. 28)

회장 이상배(KIST)

차기회장 한재원(연세대)

전임회장 정윤철(KAIST)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정영주(GIST) 이윤우(KRISS) 고도경(GIST) 최영완(중앙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신상영(KAIST) ,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상임이사 •총무이사: 한영근(한양대)

•영문편집이사: 민범기(KAIST)

•학술이사: 김동현(연세대)

•국문편집이사: 염동일(아주대)

•재무이사: 류한열(인하대)

•홍보지편집이사: 김광준(ETRI) 

•사업이사: 강훈종(KETI)

•국제협력이사: 김훈(KAIST)

•정보이사: 김승관(KRISS)

•산학협력이사: 성규동(이오테크닉스)

감사 이용희(KAIST), 신용진(조선대)

이사 김  남(충북대), 김도석(서강대), 김명관(대한광통신), 

김정호(KOPTI), 김칠민(DGIST) , 남창희(GIST), 

문한섭(부산대), 박승한(연세대), 박동욱(홍익대), 

심종인(한양대), 오경환(연세대), 오광룡(ETRI), 

이관일(KIST), 이상민(아주대), 이석(KIST), 

이승희(쏠리드),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욱(KAERI),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틱스), 

한송희(목포해양대), 현경숙(세종대)

간사 •총무간사(회무): 정환석(ETRI)

•편집간사(영문지): 권순홍(중앙대) 

•총무간사(회원): 박재형(인하대)

•편집간사(국문지): 문석배(국민대)

•학술간사: 송봉식(성균관대), 유난이(APRI)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재무간사: 송광용(중앙대)

•국제협력간사: 성혁기(홍익대)

•사업간사: 이광훈(KOPTI) 

•산학협력간사: 백승환(엘투케이플러스)

•정보간사: 임선도(KRISS)

제25대 임원 (2017. 3. 1 ~2018. 2. 28)

회장 한재원(연세대)

차기회장 정영주(GIST)

전임회장 이상배(KIST)

부회장 이병호(서울대) 고도경(GIST) 이병하(GIST) 이윤우(KRISS)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상임이사 •총무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영문편집이사: 민범기(KAIST)

•학술이사: 김창석(부산대)

•국문편집이사: 염동일(아주대)

•재무이사: 정영욱(KAERI)

•홍보지편집이사: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주정진(ETRI)

•국제협력이사: 박재형(인하대)

•정보이사: 류한열(인하대)

•산학협력이사: 백승환(충남대)

감사 이승걸(인하대), 신용진(조선대)

이사 이용탁(GIST), 이종창(홍익대), 정영철(광운대), 

정진호(프로옵티스), 채진석(한국전광), 한송희(목포해양대), 

한영근(한양대), 박경현(ETRI), 강훈종(KETI), 

최영완(중앙대), 강경태(KITECH), 김후식(뷰웍스), 

박승남(KRISS), 성규동(이오테크닉스), 

김동현(연세대), 김남(충북대), 김칠민(DGIST), 

남창희(GIST), 노병섭(KOPTI), 박동욱(홍익대), 

박승한(연세대), 오경환(연세대), 이상민(KAIST)

간사 •총무간사: 이광조(경희대)

•편집간사(영문지): 양진규(공주대), 김필한(KAIST)

•학술간사: 송봉식(성균관대), 유난이(APRI), 이광걸(한양대), 진종한(KRISS)

•편집간사(국문지): 문석배(국민대)

•재무간사: 김지원(한양대), 고광훈(KOPTI)

•편집간사(홍보지):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사업간사: 이광훈(KOPTI) 

•국제협력간사: 최희진(세종대)

•정보간사: 김명기(고려대)

•산학협력간사: 김남성(이오테크닉스), 한수욱(KO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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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임원 (2018. 3. 1 ~2019. 2. 28)

회장 정영주(GIST)

차기회장 이병호(서울대)

전임회장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부회장 박승한(연세대) 한상국(연세대) 이병하(GIST)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수석학술이사: 김창석(부산대)

•수석재무이사: 송광용(중앙대)

감사 신용진(조선대), 이승걸(인하대)

이사 •총무이사: 류우찬(부경대), 이광조(경희대)

•학술이사: 진종한(KRISS), 송영민(GIST), 민성욱(경희대)

•영문지편집위원장: 민범기(KAIST)

•국문지편집위원장: 권일범(KRISS)

•홍보지편집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한수욱(KOPTI) 

•산학협력이사: 김장선(팬옵틱스)

•정보이사: 김명기(고려대)

•국제협력이사: 박재형(인하대)

•홍보이사: 강훈종(KETI)

•대외협력이사: 김경염(세종대)

•재무이사: 권순홍(중앙대)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민범기(KAIST)

•광기술분과: 조현주(대덕대)

•포토닉스분과: 이상신(광운대)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분과: 최희진(세종대)

•디스플레이분과: 곽진석(영남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대근(단국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김윤호(POSTECH)

•양자전자분과: 이기태(KAERI)

•리소그래피분과: 이승걸(인하대)

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한상국(연세대)

•국제협력위원회: 박승한(연세대)

•포상위원회: 이병하(GIST)

•다양성위원회: 현경숙(세종대)

제27대 임원 (2019. 3. 1 ~2020. 2. 28)

회장 이병호(서울대)

차기회장 박승한(연세대)

전임회장 정영주(GIST)

부회장 김광준(ETRI) 김법민(고려대) 한상국(연세대) 이병하(GIST)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 신

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

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

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정영주

(GIST)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김경염(세종대)

•수석학술이사: 민성욱(경희대)

•수석재무이사: 송광용(중앙대)

감사 오경환(연세대), 이 석(KIST)

이사 •총무이사: 류우찬(부경대), 김 휘(고려대)

•학술이사: 김윤호(POSTECH), 한준구(경북대), 신종화(KAIST)

•영문지편집위원장: 정윤찬(서울대)

•국문지편집위원장: 권일범(KRISS)

•K-Light 편집위원장: 이관일(KIST)

•수석사업이사: 한수욱(KOPTI) 

•수석산학협력이사: 김장선((주)팬옵틱스)

•사업이사: 이영락(APRI)

•산학협력이사: 김상인(아주대), 이홍석(삼성전자종합기술원)

•정보이사: 김명기(고려대)

•국제협력이사: 송영민(GIST)

•홍보이사: 강훈종(KETI)

•대외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재무이사: 권순홍(중앙대)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서민교(KAIST)

•광기술분과: 양호순(KRISS)

•포토닉스분과: 김철한(서울시립대)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분과: 최희진(세종대)

•디스플레이분과: 송장근(성균관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대근(단국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정현석(서울대)

•양자전자분과: 고광훈(KAERI)

•리소그래피분과: 강경태(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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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임원 (2018. 3. 1 ~2019. 2. 28)

회장 정영주(GIST)

차기회장 이병호(서울대)

전임회장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부회장 박승한(연세대) 한상국(연세대) 이병하(GIST)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수석학술이사: 김창석(부산대)

•수석재무이사: 송광용(중앙대)

감사 신용진(조선대), 이승걸(인하대)

이사 •총무이사: 류우찬(부경대), 이광조(경희대)

•학술이사: 진종한(KRISS), 송영민(GIST), 민성욱(경희대)

•영문지편집위원장: 민범기(KAIST)

•국문지편집위원장: 권일범(KRISS)

•홍보지편집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사업이사: 한수욱(KOPTI) 

•산학협력이사: 김장선(팬옵틱스)

•정보이사: 김명기(고려대)

•국제협력이사: 박재형(인하대)

•홍보이사: 강훈종(KETI)

•대외협력이사: 김경염(세종대)

•재무이사: 권순홍(중앙대)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민범기(KAIST)

•광기술분과: 조현주(대덕대)

•포토닉스분과: 이상신(광운대)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분과: 최희진(세종대)

•디스플레이분과: 곽진석(영남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대근(단국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김윤호(POSTECH)

•양자전자분과: 이기태(KAERI)

•리소그래피분과: 이승걸(인하대)

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한상국(연세대)

•국제협력위원회: 박승한(연세대)

•포상위원회: 이병하(GIST)

•다양성위원회: 현경숙(세종대)

제27대 임원 (2019. 3. 1 ~2020. 2. 28)

회장 이병호(서울대)

차기회장 박승한(연세대)

전임회장 정영주(GIST)

부회장 김광준(ETRI) 김법민(고려대) 한상국(연세대) 이병하(GIST) 현경숙(세종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 신

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

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

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정영주

(GIST)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김경염(세종대)

•수석학술이사: 민성욱(경희대)

•수석재무이사: 송광용(중앙대)

감사 오경환(연세대), 이 석(KIST)

이사 •총무이사: 류우찬(부경대), 김 휘(고려대)

•학술이사: 김윤호(POSTECH), 한준구(경북대), 신종화(KAIST)

•영문지편집위원장: 정윤찬(서울대)

•국문지편집위원장: 권일범(KRISS)

•K-Light 편집위원장: 이관일(KIST)

•수석사업이사: 한수욱(KOPTI) 

•수석산학협력이사: 김장선((주)팬옵틱스)

•사업이사: 이영락(APRI)

•산학협력이사: 김상인(아주대), 이홍석(삼성전자종합기술원)

•정보이사: 김명기(고려대)

•국제협력이사: 송영민(GIST)

•홍보이사: 강훈종(KETI)

•대외협력이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재무이사: 권순홍(중앙대)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서민교(KAIST)

•광기술분과: 양호순(KRISS)

•포토닉스분과: 김철한(서울시립대)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분과: 최희진(세종대)

•디스플레이분과: 송장근(성균관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대근(단국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정현석(서울대)

•양자전자분과: 고광훈(KAERI)

•리소그래피분과: 강경태(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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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임원 (2020. 3. 1 ~2021. 2. 28)

회장 박승한 (연세대)

차기회장 이윤우 (KRISS)

전임회장 이병호(서울대)

부회장 •정보: 한상국 (연세대) 

•사업: 정영욱 (KAERI) 

•학술: 이상민 (KAIST) 

•국제: 김법민 (고려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 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정영주 (GIST), 이병호(서울대)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신동수 (한양대)          

•수석학술이사: 김경염 (세종대)

•수석재무이사: 주정진 (ETRI)

감사 채진석 ((주)제네랄옵틱스), 오경환 (연세대)

이사 •총무이사: 주철민 (연세대)

•학술이사: 최현용 (서울대)

•재무이사: 홍기석 (KRISS)

•정보이사: 김명기 (고려대)

•사업이사: 한수욱 (한국광기술원, 수석), 엄태중 (APRI)

•산학협력이사: 김장선 ((주)팬옵틱스, 수석), 김상인(아주대), 이영락(APRI)

•국제협력이사: 정웅규 (UNIST)

•대외협력이사: 김동현 (연세대)

•홍보이사: 류우찬 (부경대)

•영문지 편집위원장: 정윤찬 (서울대)

•국문지 편집위원장: 박성찬 (단국대)

•홍보지 편집위원장: 이관일 (KIST)

 

차명식 (부산대), 문한섭 (부산대), 이 석 (KIST),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김철한 (서울시립대), 

이병하 (GIST)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서민교 (KAIST)

•광기술분과: 양호순 (KRISS)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과학분과: 한준구 (경북대)

•양자전자분과: 고광훈 (KAERI)

•포토닉스분과: 김상인 (아주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기현 (POSTECH)

•디스플레이분과: 송장근 (성균관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정현석 (서울대)

•리소그래피분과: 김향균 (홍익대)

편집위원회

1990. 3 ∼ 1992. 2 •위원장: 장준성(서울대)

•간   사: 이재형(서울대)

•위   원: 권영세(KAIST), 이일항(ETRI),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최중길(연세대)

1992. 3 ∼ 1994. 6 •위원장: 박대윤(인하대)

•간   사: 황보창권(인하대)

•위   원: 이재형(서울대), 이인원(KRISS), 이수영(KAIST), 최중길(연세대)

1996. 1 ∼ 1997. 8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이범구(서강대)

•위   원:  김경헌(ETRI), 김동호(KRISS), 김부균(KAERI), 김상국(KIST), 김철중(KAERI)

            남기봉(한림대), 이재철(IAE), 홍정기(포항공대)

1994. 7 ∼ 1995. 12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황보창권(인하대)

•위   원: 이인원(KRISS), 이수영(KAIST), 최중길(연세대)

1997. 9 ∼ 1998. 4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남기봉(한림대)

•위   원: 김경헌(ETRI), 손정영(KIST), 김상국(KIST), 이재철(IAE), 김철중(KAERI)

            홍정기(포항공대)

1998. 5 ∼ 1999. 12 •위원장: 이범구(서강대)

•간   사: 남기봉(한림대)

•위   원:  권남익(외국어대), 김 남(충북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박승한(연세대), 박희갑(전북대), 심종인(한양대), 이경식(성균관대)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윤철(KAIST), 차형기(원자연)

2000. 1 ∼ 2000. 8 •위원장: 이범구(서강대)

•간   사: 이병호(서울대), 김기식(인하대)

•위   원: 권남익(한국외국어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김중복(한국교원대)

            남기봉(한림대), 박승한(연세대), 박종대(배재대), 박희갑(전북대) 

            이용희(KAIST),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조두진(아주대), 최우영(연세대)

2000. 9 ∼ 2004. 8 •위원장: 이용희(KAIST)

•간   사: 이병호(서울대), 김기식(인하대)

•위   원:  권남익(한국외국어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김중복(한국교원대)

            남기봉(한림대), 박승한(연세대), 박종대(배재대), 송석호(한양대)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조두진(아주대), 최우영(연세대)

2004. 9 ∼ 2007. 2 •위원장: 박승한(연세대)

•간   사: 이 석(KIST), 이병호(서울대)

•위   원: 길상근(수원대),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산업대), 송석호(한양대)

           신동수(한양대), 이종웅(청주대), 조동현(고려대), 정만호(청주대)

           최우영(연세대), 김대식(서울대), 김규욱(금오공대), 김승우(KAIST)

           고동섭(목원대), 이윤우(KRISS), 이동한(충남대), 박성찬(단국대)

           심종인(한양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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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임원 (2020. 3. 1 ~2021. 2. 28)

회장 박승한 (연세대)

차기회장 이윤우 (KRISS)

전임회장 이병호(서울대)

부회장 •정보: 한상국 (연세대) 

•사업: 정영욱 (KAERI) 

•학술: 이상민 (KAIST) 

•국제: 김법민 (고려대) 

고문 이주희(경희대), 장준성(서울대), 박대윤(인하대), 최상삼(Laser & Physics), 이종민(GIST), 

신상영(KAIST), 이재형(서울대), 홍경희(KAIST), 김재창(부산대), 정창섭(전남대), 이인원(APRI), 

김창민(서울시립대),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김병윤(KAIST), 김상열(아주대), 

윤태훈(부산 대), 황보창권(인하대), 우정원(이화여대), 정윤철(KAIST), 이상배(KIST), 

한재원(연세대), 정영주 (GIST), 이병호(서울대)

상임이사 •수석총무이사: 신동수 (한양대)          

•수석학술이사: 김경염 (세종대)

•수석재무이사: 주정진 (ETRI)

감사 채진석 ((주)제네랄옵틱스), 오경환 (연세대)

이사 •총무이사: 주철민 (연세대)

•학술이사: 최현용 (서울대)

•재무이사: 홍기석 (KRISS)

•정보이사: 김명기 (고려대)

•사업이사: 한수욱 (한국광기술원, 수석), 엄태중 (APRI)

•산학협력이사: 김장선 ((주)팬옵틱스, 수석), 김상인(아주대), 이영락(APRI)

•국제협력이사: 정웅규 (UNIST)

•대외협력이사: 김동현 (연세대)

•홍보이사: 류우찬 (부경대)

•영문지 편집위원장: 정윤찬 (서울대)

•국문지 편집위원장: 박성찬 (단국대)

•홍보지 편집위원장: 이관일 (KIST)

 

차명식 (부산대), 문한섭 (부산대), 이 석 (KIST),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김철한 (서울시립대), 

이병하 (GIST)

분과위원장(이사) •광과학분과: 서민교 (KAIST)

•광기술분과: 양호순 (KRISS)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과학분과: 한준구 (경북대)

•양자전자분과: 고광훈 (KAERI)

•포토닉스분과: 김상인 (아주대)

•바이오포토닉스분과: 김기현 (POSTECH)

•디스플레이분과: 송장근 (성균관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 정현석 (서울대)

•리소그래피분과: 김향균 (홍익대)

편집위원회

1990. 3 ∼ 1992. 2 •위원장: 장준성(서울대)

•간   사: 이재형(서울대)

•위   원: 권영세(KAIST), 이일항(ETRI), 이민희(인하대), 이범구(서강대), 최중길(연세대)

1992. 3 ∼ 1994. 6 •위원장: 박대윤(인하대)

•간   사: 황보창권(인하대)

•위   원: 이재형(서울대), 이인원(KRISS), 이수영(KAIST), 최중길(연세대)

1996. 1 ∼ 1997. 8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이범구(서강대)

•위   원:  김경헌(ETRI), 김동호(KRISS), 김부균(KAERI), 김상국(KIST), 김철중(KAERI)

            남기봉(한림대), 이재철(IAE), 홍정기(포항공대)

1994. 7 ∼ 1995. 12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황보창권(인하대)

•위   원: 이인원(KRISS), 이수영(KAIST), 최중길(연세대)

1997. 9 ∼ 1998. 4 •위원장: 이재형(서울대)

•간   사: 남기봉(한림대)

•위   원: 김경헌(ETRI), 손정영(KIST), 김상국(KIST), 이재철(IAE), 김철중(KAERI)

            홍정기(포항공대)

1998. 5 ∼ 1999. 12 •위원장: 이범구(서강대)

•간   사: 남기봉(한림대)

•위   원:  권남익(외국어대), 김 남(충북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박승한(연세대), 박희갑(전북대), 심종인(한양대), 이경식(성균관대)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윤철(KAIST), 차형기(원자연)

2000. 1 ∼ 2000. 8 •위원장: 이범구(서강대)

•간   사: 이병호(서울대), 김기식(인하대)

•위   원: 권남익(한국외국어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김중복(한국교원대)

            남기봉(한림대), 박승한(연세대), 박종대(배재대), 박희갑(전북대) 

            이용희(KAIST),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조두진(아주대), 최우영(연세대)

2000. 9 ∼ 2004. 8 •위원장: 이용희(KAIST)

•간   사: 이병호(서울대), 김기식(인하대)

•위   원:  권남익(한국외국어대), 김병태(청주대), 김승우(KAIST), 김중복(한국교원대)

            남기봉(한림대), 박승한(연세대), 박종대(배재대), 송석호(한양대)

            이종웅(청주대), 이형종(전남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조두진(아주대), 최우영(연세대)

2004. 9 ∼ 2007. 2 •위원장: 박승한(연세대)

•간   사: 이 석(KIST), 이병호(서울대)

•위   원: 길상근(수원대),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산업대), 송석호(한양대)

           신동수(한양대), 이종웅(청주대), 조동현(고려대), 정만호(청주대)

           최우영(연세대), 김대식(서울대), 김규욱(금오공대), 김승우(KAIST)

           고동섭(목원대), 이윤우(KRISS), 이동한(충남대), 박성찬(단국대)

           심종인(한양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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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 2009.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황보창권(인하대)

•간   사: 이 석(KIST)

•위   원: 김규욱(금오공대), 김법민(연세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박성찬(단국대), 양호순(KRISS)

           윤태훈(부산대), 이동한(충남대), 조동현(고려대)

           정만호(청주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황보창권(인하대)

•간   사: 길상근(수원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신동수(한양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산업대)

           윤태훈(부산대), 기철식(APRI)

           김종태(부경대), 이준호(공주대)

           서춘원(김포대), 배유석(한국산업기술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박선택(ETRI),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이창희(서울대)

           고재현(한림대), 김창석(부산대), 지상윤(APRI)

2009. 3 ∼ 2011.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철(광운대)

•간   사: 이 석(KIST)

•위   원: 이종훈(영남대), 김법민(연세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양호순(KRISS)

           윤태훈(부산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이상민(아주대), 강훈수(APRI)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병호(서울대)

•간   사: 김성철(명지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경염(세종대), 윤길원(서울산업대)

           박재형(충북대), 기철식(APRI), 김종태(부경대)

           이준호(공주대), 서춘원(김포대)

           배유석(한국산업기술대),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오민철(부산대), 박선택(ETRI)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이창희(서울대)

           고재현(한림대), 김창석(부산대)

           지상윤(APRI), 박성찬(단국대)

           Yoonchan Jeong(University of Southampton),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고재현(한림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김창석(부산대), 김정호(경희대), 강훈수(APRI)

2011. 3 ~ 2013.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석(KIST)

•간   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위   원: 이종훈(영남대),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양호순(KIST)

           곽진석(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이상민(아주대)

           강훈수(GIST),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유창재(한양대), 이은성(KIST), 이준호(공주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병하(GIST)

•간   사: 한영근(한양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과학기술대),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충북대)

           기철식(G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n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Tsukuba Univ.), 전상훈(서울의대), 안웅식(가톨릭의대)

           이상호(우리들 병원), 고재현(한림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김정호(경희대), 강훈수(GIST)

2013. 3 ~ 2014.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재현(한림대)

•간   사: 양호순(Kriss)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강훈수(GIST)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IST),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KIST), 염동일(아주대), 주병윤(KIST)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경환(연세대)

•간   사: 최원식(고려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n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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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 2009.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황보창권(인하대)

•간   사: 이 석(KIST)

•위   원: 김규욱(금오공대), 김법민(연세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박성찬(단국대), 양호순(KRISS)

           윤태훈(부산대), 이동한(충남대), 조동현(고려대)

           정만호(청주대), 정영주(GIST), 정영철(광운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황보창권(인하대)

•간   사: 길상근(수원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신동수(한양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산업대)

           윤태훈(부산대), 기철식(APRI)

           김종태(부경대), 이준호(공주대)

           서춘원(김포대), 배유석(한국산업기술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박선택(ETRI),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이창희(서울대)

           고재현(한림대), 김창석(부산대), 지상윤(APRI)

2009. 3 ∼ 2011.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철(광운대)

•간   사: 이 석(KIST)

•위   원: 이종훈(영남대), 김법민(연세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양호순(KRISS)

           윤태훈(부산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이상민(아주대), 강훈수(APRI)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병호(서울대)

•간   사: 김성철(명지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경염(세종대), 윤길원(서울산업대)

           박재형(충북대), 기철식(APRI), 김종태(부경대)

           이준호(공주대), 서춘원(김포대)

           배유석(한국산업기술대),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오민철(부산대), 박선택(ETRI)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이창희(서울대)

           고재현(한림대), 김창석(부산대)

           지상윤(APRI), 박성찬(단국대)

           Yoonchan Jeong(University of Southampton),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이병하(GIST),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고재현(한림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김창석(부산대), 김정호(경희대), 강훈수(APRI)

2011. 3 ~ 2013.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석(KIST)

•간   사: 이주한(서울시립대)

•위   원: 이종훈(영남대),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양호순(KIST)

           곽진석(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이상민(아주대)

           강훈수(GIST),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유창재(한양대), 이은성(KIST), 이준호(공주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병하(GIST)

•간   사: 한영근(한양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윤길원(서울과학기술대),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충북대)

           기철식(G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n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Tsukuba Univ.), 전상훈(서울의대), 안웅식(가톨릭의대)

           이상호(우리들 병원), 고재현(한림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김정호(경희대), 강훈수(GIST)

2013. 3 ~ 2014.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재현(한림대)

•간   사: 양호순(Kriss)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문한섭(부산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강훈수(GIST)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IST),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KIST), 염동일(아주대), 주병윤(KIST)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경환(연세대)

•간   사: 최원식(고려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n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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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 2015.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도경(GIST)                   •간   사: 염동일(아주대)

•위   원: 양호순(Kriss),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riss),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KIST), 주병윤(한국과학기술교육대), 오명규(GIST), 노홍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Seiji Kojima(Tsukuba Univ.), Zuo-Guang Ye(Simon Fraser

           Univ.), Krystian Roleder(Silesia Univ.),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Ahart(Washington Univ.)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경환(연세대)                   •간   사: 최원식(고려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A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 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yaki Yasuno(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B.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웅(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2015. 3 ~ 2016.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도경(GIST)                   •간   사: 염동일(아주대)

•위   원: 양호순(Kriss),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조영탁

           (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riss),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

           (부경대), 김재헌(KIST), 주병윤(한국과학기술교육대), 오명규(GIST), 노홍렬

           (전남대), 김명훈(전북대), Seiji Kojima(Tsukuba Univ.), Zuo-Guang Ye

           (Simon Fraser Univ.), Krystian Roleder(Silesia Univ.), Ghulam Shabbir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

           (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Ahart(Washington Univ.)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중훈(KAIST)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

           (KAIST),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

           (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A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yaki Yasuno

           (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B.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웅(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오경환(연세대)

2016.3 ~ 2017.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염동일(아주대)                   •간  사: 문석배(국민대)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중훈(카이스트)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준구(경북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한영근(한양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안웅식(가톨릭대), 김필한(카이스트),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7.3 ~ 2018.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염동일(아주대)

•간   사: 문석배(국민대)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준구(경북대), Takanori Nomura(Wak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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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 2015. 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도경(GIST)                   •간   사: 염동일(아주대)

•위   원: 양호순(Kriss),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riss),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KIST), 주병윤(한국과학기술교육대), 오명규(GIST), 노홍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Seiji Kojima(Tsukuba Univ.), Zuo-Guang Ye(Simon Fraser

           Univ.), Krystian Roleder(Silesia Univ.),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Ahart(Washington Univ.)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경환(연세대)                   •간   사: 최원식(고려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A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 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yaki Yasuno(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B.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웅(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2015. 3 ~ 2016.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도경(GIST)                   •간   사: 염동일(아주대)

•위   원: 양호순(Kriss), 김법민(고려대), 김은경(연세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ETRI), 민성욱(경희대), 조영탁

           (광주대), 김성규(KIST), 이은성(Kriss),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

           (부경대), 김재헌(KIST), 주병윤(한국과학기술교육대), 오명규(GIST), 노홍렬

           (전남대), 김명훈(전북대), Seiji Kojima(Tsukuba Univ.), Zuo-Guang Ye

           (Simon Fraser Univ.), Krystian Roleder(Silesia Univ.), Ghulam Shabbir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

           (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Ahart(Washington Univ.)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중훈(KAIST)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

           (KAIST),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

           (명지대), 최철희(KAIST),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GIST)

           배병수(KAIST),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김태근(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 James W. M. Chon(Swinbure Univ.)

            신동수(한양대), 김도석(서강대), Qihuang Gong(Peking Univ.)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강진유(Johns Hopkins Univ.)

           한영근(한양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yaki Yasuno

           (Tsukuba Univ.), 안웅식(가톨릭의대), 김필한(KAIST), 박용근(KAIST)

           B. T. Schowengerdt(Washington Univ.), 김창석(부산대), 이종욱(전남대)

           최현웅(연세대),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KAIST), 오경환(연세대)

2016.3 ~ 2017.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염동일(아주대)                   •간  사: 문석배(국민대)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중훈(카이스트)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준구(경북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한영근(한양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안웅식(가톨릭대), 김필한(카이스트),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7.3 ~ 2018.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염동일(아주대)

•간   사: 문석배(국민대)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권순홍(중앙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김수길(호서대), 차명식(부산대), 주정진(ETRI), 김성철(명지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준구(경북대), Takanori Nomura(Wak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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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James W. M. Chon(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한영근(한양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안웅식(가톨릭대), 

           김필한(카이스트),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8.3 ~ 2019.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주영구(경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양진규(공주대), 김필한(공주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민성욱(경희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조승현(KLA-Tencor),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덕현(한밭대), 

           최희진(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김철한(서울시립대), 이용욱(부경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김상인(아주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권순홍(중앙대), Yidong Chong(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9.3 ~ 2020.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주영구(경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양진규(공주대), 김필한(공주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민성욱(경희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조승현(KLA-Tencor),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덕현(한밭대), 

           최희진(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김철한(서울시립대), 이용욱(부경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김상인(아주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권순홍(중앙대), Yidong Chong(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20.3 ~ 2021.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성찬(단국대)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이종웅(청주대), 류재명(금오공과대), 이명현(성균관대), 

           이명규(연세대), 이종훈(영남대), 김명훈(전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박재형(인하대),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곽진석(영남대), 한준구(경북대), 최윤석(한밭대), 

           홍기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영구(경북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

           (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윤찬(서울대)

•위   원: 송봉식(서울대), 신종화(카이스트), 김철한(서울시립대), 김정원(카이스트), 

           박재형(인하대), 최현용(서울대),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웅(청주대), 

           최희진(세종대), 차용호(한국원자력연구원), 김훈(카이스트), 김창석(부산대), 

           하진용(세종대), 유창재(한양대), 김윤호(포항공대), 노준석(포항공대), 

           강철(고등광기술연구소) , 권순홍(중앙대), 이중욱(전남대),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 조승현(KLA-Tencor), 김덕현(한빛대), 강훈종(원광대), 

           한준구(경북대), 민성욱(경희대) , 김명훈(전북대) ,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이용욱(부경대), 오민철(부산대) , 박용근(카이스트), 김법민(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홍용택(서울대), 홍형기(서울대), 김학린(경북대), 

           정운진(공주대), 오경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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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James W. M. Chon(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오민철(부산대), 김경염(세종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한영근(한양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안웅식(가톨릭대), 

           김필한(카이스트),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8.3 ~ 2019.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주영구(경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양진규(공주대), 김필한(공주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민성욱(경희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조승현(KLA-Tencor),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덕현(한밭대), 

           최희진(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김철한(서울시립대), 이용욱(부경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김상인(아주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권순홍(중앙대), Yidong Chong(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19.3 ~ 2020.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법민(고려대), 김현규(㈜토핀스), 이종훈(영남대), 

           이명현(성균관대), 김태근(세종대),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조영탁(광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곽진석(영남대),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병윤(한국기술교육대),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김명훈(전북대), 이명규(연세대), 주영구(경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민범기(카이스트)

•간   사: 양진규(공주대), 김필한(공주대)  

•위   원: 이종웅(청주대), 민성욱(경희대), 차명식(부산대), 오민철(부산대), 한영근(한양대), 

           최철희(카이스트), 정필상(단국의대), 박재형(인하대), 기철식(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카이스트),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정윤찬(서울대), 

           조승현(KLA-Tencor),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덕현(한밭대), 

           최희진(세종대), Takanori Nomura(Wakayama University), James W. M. Ch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김도석(서강대), 김명훈(전북대),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Qihuang Gong (Peking University), 

           김철한(서울시립대), 이용욱(부경대), Jin U. Kang(The Johns Hopkins 

           University), 김상인(아주대), 김창석(부산대), 김법민(고려대), 주재범(한양대), 

           Yoshiaki Yasuno(University of Tsukuba), 박용근(카이스트), 최원식(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강대승(숭실대), 홍용택(서울대), Brian T. Schowengerdt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중욱(전남대), 최현용(연세대), 

           강철(광주과학기술원), 권순홍(중앙대), Yidong Chong(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정운진(공주대), 임원빈(전남대), 신종화(카이스트), 오경환(연세대)  

2020.3 ~ 2021.2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성찬(단국대) 

•간   사: 전창수(고등광기술연구소)

•위   원: 오명규(광주과학기술원), 노흥렬(전남대),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호(공주대), 이종웅(청주대), 류재명(금오공과대), 이명현(성균관대), 

           이명규(연세대), 이종훈(영남대), 김명훈(전북대), 강명수(한국과학기술원),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민성욱(경희대), 박재형(인하대), 

           이은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곽진석(영남대), 한준구(경북대), 최윤석(한밭대), 

           홍기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용욱(부경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영구(경북대), Seiji Kojima(University of Tsukuba), Zuo-Guang Ye

           (Simon Fraser University), Krystian Roleder(University of Silesia), 

           Ghulam Shabbir(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 Sivasubramanian(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Muhtar Ahart(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윤찬(서울대)

•위   원: 송봉식(서울대), 신종화(카이스트), 김철한(서울시립대), 김정원(카이스트), 

           박재형(인하대), 최현용(서울대),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웅(청주대), 

           최희진(세종대), 차용호(한국원자력연구원), 김훈(카이스트), 김창석(부산대), 

           하진용(세종대), 유창재(한양대), 김윤호(포항공대), 노준석(포항공대), 

           강철(고등광기술연구소) , 권순홍(중앙대), 이중욱(전남대), 이준호(공주대), 

           박성찬(단국대) , 조승현(KLA-Tencor), 김덕현(한빛대), 강훈종(원광대), 

           한준구(경북대), 민성욱(경희대) , 김명훈(전북대) ,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이용욱(부경대), 오민철(부산대) , 박용근(카이스트), 김법민(고려대), 

           김기현(포항공대), 홍용택(서울대), 홍형기(서울대), 김학린(경북대), 

           정운진(공주대), 오경환(연세대)

4583부•부록 459 4장•역대 임원 명단



홍보지편집위원회

1996. 10 ∼ 1998. 6 •위원장: 신상영(KAIST)                   •간   사: 심종인(한양대)

•위   원: 이병호(서울대), 이종창(홍익대), 김병윤(KAIST)

            이윤우(KRISS), 이종웅(청주대), 김상열(아주대)

1998. 7 ∼ 1999. 12 •위원장: 김병윤(KAIST)                   •간   사: 이종창(홍익대)

•위   원: 이병호(서울대), 이윤우(KRISS), 박승한(연세대)

            송석호(한양대), 박진우(고려대), 이창희(KAIST)

2000. 3 ∼ 2002. 2 •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간   사: 송석호(한양대)

•위   원: 박승한(연세대), 이창희(KAIST), 김덕영(GIST), 이종창(홍익대)

2002. 3 ∼ 2003. 2 •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간   사: 송석호(한양대)

•위   원: 박동욱(홍익대), 유영문(한국광기술원), 이창희(KAIST), 최영완(중앙대), 김덕영

            (GIST), 박승한(연세대), 박홍진(이오테크닉스), 오윤제(삼성전자) 한상국(연세대)

2003. 3 ∼ 2004. 2 •위원장: 이용탁(GIST)                   •간   사: 박동욱(홍익대), 이병하(GIST)

•위   원: 김호영(ETRI), 박남규(서울대), 유영문(KOPTI), 최영완(중앙대)

            박홍진(이오테크닉스), 오윤제(삼성전자), 한상국(연세대)

2004. 3 ∼ 2006. 2 •위원장: 김선호(KIST)                   •간   사: 엄진섭(강원대), 변영태(KIST)

•위   원: 정홍식(홍익대), 서종욱(홍익대), 신서용(명지대), 이호준(호서대) 

            김태근(광운대), 전영민(KIST), 정영욱(KAERI), 장원근(KOPTI), 오범환(인하대)

2006. 3 ∼ 2007. 2 •위원장: 남기봉(한림대)                   •간   사: 조재흥(한남대), 김상인(아주대)

•위   원: 고도경(GIST), 고재현(한림대), 김성철(명지대), 김재필(KOPTI)

            김종섭(KOPTI), 김철한(서울시립대), 박성찬(단국대)

            박홍재(광기기협회), 안경원(서울대), 유경식(서울대)

2007. 3 ∼ 2008. 2 •위원장: 조재흥(한남대)                   •간   사: 윤태현(고려대), 김철한(서울시립대)

•위   원: 고도경(GIST), 고재현(한림대), 김성철(명지대), 김재필(KOPTI), 김종섭(KOPTI)

            박성찬(단국대), 박홍재(광기기협회), 안경원(서울대), 유경식(서울대), 김상인(아주대)

2008. 3 ∼ 2009. 2 •위원장: 박성찬(단국대)

•간   사: 고재현(한림대), 김철한(서울시립대)

•위   원: 고도경(GIST), 강훈수, 박재형(충북대), 최재호(단국대), 이준호(공주대)

            양호순(KRISS), 전영민(KIST), 정민상(한국의료기기시험원), 김재완(KRISS)

            현경숙(세종대), 권용환(ETRI), 김상인(아주대), 이기동(동아대)

2009. 3 ∼ 2010. 2 •위원장: 기철식(APRI)

•간   사: 강훈수(APRI), 손주혁(서울시립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최원준(KIST),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주정진(ETRI), 손익부(APRI)

2010. 3 ∼ 2011. 2 •위원장: 박규환(고려대)

•간   사: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이진형(한양대),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박홍규(고려대), 최원식(고려대)

2011. 3 ∼ 2012. 2 •위원장: 김법민(고려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최원식(고려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이진형(한양대),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박홍규(고려대), 최원식(고려대)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이상원(KRISS), 유창재(한양대)

2012. 3 ∼ 2013. 2 •위원장: 전민용(충남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위   원: 강훈수(GIST), 김법민(고려대), 김정호(경희대), 안영환(아주대)

            유창재(한양대), 이상원(KRISS), 이종무(ETRI),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2013. 3 ∼ 2014. 2 •위원장: 이상민(아주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위   원: 강훈수(GIST), 김법민(고려대), 김정호(경희대), 안영환(아주대)

            이상원(KRISS), 이종무(ETRI),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최수봉(인천대), 김학린(경북대)

2014. 3 ∼ 2015. 2 •위원장: 이관일(KIST)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안영환(아주대), 이상원(KRISS),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최수봉(인천대), 김학린(경북대), 권순홍(중앙대), 정환석(ETRI), 이광조(경희대)

2015.3 ~ 2016.2 •위원장: 김광준(ETRI)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태현(SK텔레콤), 김학린(경북대), 이광조(경희대), 이상원(KRISS), 

             임동성((주)엘디스), 임선도(KRISS), 정환석(ETRI), 최수봉(인천대)

2016.3 ~ 2017.2 •위원장: 김광준(ETRI)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재관(GIST), 노준석(POSTECH), 손원민(서강대), 이광조(경희대), 

             이상원(KRISS), 임동성(피큐브(주)), 정환석(ETRI), 최수봉(인천대), 최윤석(한밭대)

2017.3 ~ 2018.2 •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위   원: 이동훈(KRISS), 안선영(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유정훈((주)그린광학), 

             정연식(KAIST), 한송희(목포해양대), 전민용(충남대), 송광용(중앙대), 이관일(KIST), 

             이상현(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김태우(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8.3 ~ 2019.2 •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위   원: 이동훈(KRISS), 안선영(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유정훈((주)그린광학), 

             정연식(KAIST), 한송희(목포해양대), 전민용(충남대), 송광용(중앙대), 이관일(KIST), 

             이상현(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김태우(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9.3 ~ 2020.2 •위원장: 이관일(KIST)

•위   원: 이동훈(KRISS), 송원만(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이광조(경희대), 

             한준구(경북대), 정일석(UNIST), 송형준(KAPID)

2020.3 ~ 2021.2 •위원장: 이관일(KIST)

•위   원: 송원만(KAPID), 이동훈(KRISS), 엄태중(GIST), 유난이(GIST), 송형준(KAPID), 

             김혜림(KAPID), 이광조(경희대), 정일석(UNIST), 한준구(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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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편집위원회

1996. 10 ∼ 1998. 6 •위원장: 신상영(KAIST)                   •간   사: 심종인(한양대)

•위   원: 이병호(서울대), 이종창(홍익대), 김병윤(KAIST)

            이윤우(KRISS), 이종웅(청주대), 김상열(아주대)

1998. 7 ∼ 1999. 12 •위원장: 김병윤(KAIST)                   •간   사: 이종창(홍익대)

•위   원: 이병호(서울대), 이윤우(KRISS), 박승한(연세대)

            송석호(한양대), 박진우(고려대), 이창희(KAIST)

2000. 3 ∼ 2002. 2 •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간   사: 송석호(한양대)

•위   원: 박승한(연세대), 이창희(KAIST), 김덕영(GIST), 이종창(홍익대)

2002. 3 ∼ 2003. 2 •위원장: 이민희(인하대)                   •간   사: 송석호(한양대)

•위   원: 박동욱(홍익대), 유영문(한국광기술원), 이창희(KAIST), 최영완(중앙대), 김덕영

            (GIST), 박승한(연세대), 박홍진(이오테크닉스), 오윤제(삼성전자) 한상국(연세대)

2003. 3 ∼ 2004. 2 •위원장: 이용탁(GIST)                   •간   사: 박동욱(홍익대), 이병하(GIST)

•위   원: 김호영(ETRI), 박남규(서울대), 유영문(KOPTI), 최영완(중앙대)

            박홍진(이오테크닉스), 오윤제(삼성전자), 한상국(연세대)

2004. 3 ∼ 2006. 2 •위원장: 김선호(KIST)                   •간   사: 엄진섭(강원대), 변영태(KIST)

•위   원: 정홍식(홍익대), 서종욱(홍익대), 신서용(명지대), 이호준(호서대) 

            김태근(광운대), 전영민(KIST), 정영욱(KAERI), 장원근(KOPTI), 오범환(인하대)

2006. 3 ∼ 2007. 2 •위원장: 남기봉(한림대)                   •간   사: 조재흥(한남대), 김상인(아주대)

•위   원: 고도경(GIST), 고재현(한림대), 김성철(명지대), 김재필(KOPTI)

            김종섭(KOPTI), 김철한(서울시립대), 박성찬(단국대)

            박홍재(광기기협회), 안경원(서울대), 유경식(서울대)

2007. 3 ∼ 2008. 2 •위원장: 조재흥(한남대)                   •간   사: 윤태현(고려대), 김철한(서울시립대)

•위   원: 고도경(GIST), 고재현(한림대), 김성철(명지대), 김재필(KOPTI), 김종섭(KOPTI)

            박성찬(단국대), 박홍재(광기기협회), 안경원(서울대), 유경식(서울대), 김상인(아주대)

2008. 3 ∼ 2009. 2 •위원장: 박성찬(단국대)

•간   사: 고재현(한림대), 김철한(서울시립대)

•위   원: 고도경(GIST), 강훈수, 박재형(충북대), 최재호(단국대), 이준호(공주대)

            양호순(KRISS), 전영민(KIST), 정민상(한국의료기기시험원), 김재완(KRISS)

            현경숙(세종대), 권용환(ETRI), 김상인(아주대), 이기동(동아대)

2009. 3 ∼ 2010. 2 •위원장: 기철식(APRI)

•간   사: 강훈수(APRI), 손주혁(서울시립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최원준(KIST),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주정진(ETRI), 손익부(APRI)

2010. 3 ∼ 2011. 2 •위원장: 박규환(고려대)

•간   사: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이진형(한양대),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박홍규(고려대), 최원식(고려대)

2011. 3 ∼ 2012. 2 •위원장: 김법민(고려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최원식(고려대)

•위   원: 고재현(한림대), 안영환(아주대), 이진형(한양대), 김지환(고려대)

            권일범(KRISS), 류한열(인하대), 박홍규(고려대), 최원식(고려대)

            강훈수(GIST), 손주혁(서울시립대), 이상원(KRISS), 유창재(한양대)

2012. 3 ∼ 2013. 2 •위원장: 전민용(충남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위   원: 강훈수(GIST), 김법민(고려대), 김정호(경희대), 안영환(아주대)

            유창재(한양대), 이상원(KRISS), 이종무(ETRI),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2013. 3 ∼ 2014. 2 •위원장: 이상민(아주대)

•간   사: 김대근(단국대), 이관일(KIST)

•위   원: 강훈수(GIST), 김법민(고려대), 김정호(경희대), 안영환(아주대)

            이상원(KRISS), 이종무(ETRI),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최수봉(인천대), 김학린(경북대)

2014. 3 ∼ 2015. 2 •위원장: 이관일(KIST)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안영환(아주대), 이상원(KRISS), 임선도(KRISS), 최원식(고려대)

            최수봉(인천대), 김학린(경북대), 권순홍(중앙대), 정환석(ETRI), 이광조(경희대)

2015.3 ~ 2016.2 •위원장: 김광준(ETRI)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태현(SK텔레콤), 김학린(경북대), 이광조(경희대), 이상원(KRISS), 

             임동성((주)엘디스), 임선도(KRISS), 정환석(ETRI), 최수봉(인천대)

2016.3 ~ 2017.2 •위원장: 김광준(ETRI)

•간   사: 김대근(단국대), 김정호(경희대)

•위   원: 김법민(고려대), 김재관(GIST), 노준석(POSTECH), 손원민(서강대), 이광조(경희대), 

             이상원(KRISS), 임동성(피큐브(주)), 정환석(ETRI), 최수봉(인천대), 최윤석(한밭대)

2017.3 ~ 2018.2 •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위   원: 이동훈(KRISS), 안선영(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유정훈((주)그린광학), 

             정연식(KAIST), 한송희(목포해양대), 전민용(충남대), 송광용(중앙대), 이관일(KIST), 

             이상현(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김태우(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8.3 ~ 2019.2 •위원장: 문한섭(부산대)

•위   원: 이동훈(KRISS), 안선영(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유정훈((주)그린광학), 

             정연식(KAIST), 한송희(목포해양대), 전민용(충남대), 송광용(중앙대), 이관일(KIST), 

             이상현(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김태우(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9.3 ~ 2020.2 •위원장: 이관일(KIST)

•위   원: 이동훈(KRISS), 송원만(KAPID), 유난이(GIST), 엄태중(GIST), 이광조(경희대), 

             한준구(경북대), 정일석(UNIST), 송형준(KAPID)

2020.3 ~ 2021.2 •위원장: 이관일(KIST)

•위   원: 송원만(KAPID), 이동훈(KRISS), 엄태중(GIST), 유난이(GIST), 송형준(KAPID), 

             김혜림(KAPID), 이광조(경희대), 정일석(UNIST), 한준구(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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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1996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박대윤, 신상영, 이재형, 홍경희

1997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상국, 손정영, 이재형, 홍창희, 홍경희

1998년도 •위원장: 권영세

•위   원: 강광남, 공홍진, 김상열, 김재창, 김철중, 손정영, 정창섭

1999년도 •위원장: 이재형

•위   원: 황보창권, 김창민, 이범구, 김철중, 정창섭, 강광남, 조두진, 공홍진

2000년도 •위원장: 홍경희

•위   원: 박승한, 이범구, 김창민, 이용주, 이성묵, 권영세, 조두진, 이용희, 원종욱

2001년도 •위원장: 김태수

•위   원: 정교방, 남창희,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김창민, 한재원, 백운식, 윤길원

2002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우정원, 김상열,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김선호, 한재원, 길상근, 박승옥

2003년도 •위원장: 이범구

•위   원: 박승한, 남창희,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한재원, 백운식, 고동섭

2004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박승옥, 우정원, 김상열, 박승한, 이용주, 윤태훈, 남창희, 길상근, 남기봉

2005년도 •위원장: 김철중

•위   원: 이종웅, 이종창, 박승한, 이용주, 김상열, 정교방, 남창희, 이병호, 남기봉, 이신두

2006년도 •위원장: 이용희

•위   원: 정영철, 우정원, 박승한, 윤태훈

2007년도 •위원장: 박승한

•위   원: 채진석, 황보창권, 이종창, 심종인

2008년도 •위원장: 김부균

•위   원: 송석호, 오경환, 황보창권, 이종창, 채진석, 기철식, 양호순, 고도경, 이 석, 김법민

2009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오경환, 안경원, 정영철, 이병호, 기철식, 정진호, 임영민, 고도경, 이 석, 김법민, 이기동

2010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이종창, 정영주, 정영철, 이병호, 기철식, 정진호

            한상국, 정영욱, 이 석, 김덕영, 이기동, 김기식

2011년도 •위원장: 황보창권

•위   원: 이 석, 이병하, 기철식, 이윤우, 전영민, 정영욱, 김태근, 김덕영, 주병권, 김재완

2012년도 •위원장: 정영철

•위   원: 이상민, 이 석, 이병하, 기철식, 이윤우, 오범환, 이종훈, 김태근, 오정관, 주병권

2013년도 •위원장: 정영주

•위   원: 전민용, 이병호, 오경환, 고재현, 오광룡, 기철식, 이종웅

2014년도 •위원장: 이상배

•위   원: 강대승, 강훈종, 고도경, 김동현, 김철한, 박경현, 오경환

            유태준, 이상민, 이윤우, 이종웅, 조영탁, 최우영, 한재원

2015년도 •위원장: 이윤우

•위   원: 강훈종, 고도경, 김동현, 김종현, 문한섭, 박성찬

            신중훈, 오민철, 유태준, 이진형, 한영근, 한재원

2016년도 •위원장: 고도경 

•위   원: 민범기, 한송희, 이승걸, 김종현, 한영근 

2017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김창석, 김윤호, 민범기, 민성욱, 전민용, 한송희 

2018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송영민, 한재원, 한송희, 김윤호, 민범기, 염동일 

2019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송영민, 김광준, 김법민, 한상국, 현경숙, 김장선 

2020년도 •위원장: 이상민 

•위   원: 김경염, 김장선, 정윤찬, 양호순, 김상인, 김기현, 송장근, 이관일 

선거관리 위원회 

1996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박대윤, 신상영, 이재형, 홍경희

1997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상국, 손정영, 이재형, 홍경희, 홍창희

1998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김상열, 김은수, 홍계인, 홍창희

1999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부균, 이성묵, 이원승, 황보창권

2000년도 •위원장: 최상삼

•위   원: 김진중, 이민희, 정영철, 박승한

2001년도 •위원장: 이종민

•위   원: 이원승, 김상열, 정교방, 최우영

2002년도 •위원장: 신상영

•위   원: 원종욱, 박승한, 이종웅, 최우영

2003년도 •위원장: 이재형

•위   원: 김태수, 이병호, 김선호, 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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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1996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박대윤, 신상영, 이재형, 홍경희

1997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상국, 손정영, 이재형, 홍창희, 홍경희

1998년도 •위원장: 권영세

•위   원: 강광남, 공홍진, 김상열, 김재창, 김철중, 손정영, 정창섭

1999년도 •위원장: 이재형

•위   원: 황보창권, 김창민, 이범구, 김철중, 정창섭, 강광남, 조두진, 공홍진

2000년도 •위원장: 홍경희

•위   원: 박승한, 이범구, 김창민, 이용주, 이성묵, 권영세, 조두진, 이용희, 원종욱

2001년도 •위원장: 김태수

•위   원: 정교방, 남창희,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김창민, 한재원, 백운식, 윤길원

2002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우정원, 김상열,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김선호, 한재원, 길상근, 박승옥

2003년도 •위원장: 이범구

•위   원: 박승한, 남창희, 이용희, 이용주, 김재기, 한재원, 백운식, 고동섭

2004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박승옥, 우정원, 김상열, 박승한, 이용주, 윤태훈, 남창희, 길상근, 남기봉

2005년도 •위원장: 김철중

•위   원: 이종웅, 이종창, 박승한, 이용주, 김상열, 정교방, 남창희, 이병호, 남기봉, 이신두

2006년도 •위원장: 이용희

•위   원: 정영철, 우정원, 박승한, 윤태훈

2007년도 •위원장: 박승한

•위   원: 채진석, 황보창권, 이종창, 심종인

2008년도 •위원장: 김부균

•위   원: 송석호, 오경환, 황보창권, 이종창, 채진석, 기철식, 양호순, 고도경, 이 석, 김법민

2009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오경환, 안경원, 정영철, 이병호, 기철식, 정진호, 임영민, 고도경, 이 석, 김법민, 이기동

2010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이종창, 정영주, 정영철, 이병호, 기철식, 정진호

            한상국, 정영욱, 이 석, 김덕영, 이기동, 김기식

2011년도 •위원장: 황보창권

•위   원: 이 석, 이병하, 기철식, 이윤우, 전영민, 정영욱, 김태근, 김덕영, 주병권, 김재완

2012년도 •위원장: 정영철

•위   원: 이상민, 이 석, 이병하, 기철식, 이윤우, 오범환, 이종훈, 김태근, 오정관, 주병권

2013년도 •위원장: 정영주

•위   원: 전민용, 이병호, 오경환, 고재현, 오광룡, 기철식, 이종웅

2014년도 •위원장: 이상배

•위   원: 강대승, 강훈종, 고도경, 김동현, 김철한, 박경현, 오경환

            유태준, 이상민, 이윤우, 이종웅, 조영탁, 최우영, 한재원

2015년도 •위원장: 이윤우

•위   원: 강훈종, 고도경, 김동현, 김종현, 문한섭, 박성찬

            신중훈, 오민철, 유태준, 이진형, 한영근, 한재원

2016년도 •위원장: 고도경 

•위   원: 민범기, 한송희, 이승걸, 김종현, 한영근 

2017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김창석, 김윤호, 민범기, 민성욱, 전민용, 한송희 

2018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송영민, 한재원, 한송희, 김윤호, 민범기, 염동일 

2019년도 •위원장: 이병하 

•위   원: 송영민, 김광준, 김법민, 한상국, 현경숙, 김장선 

2020년도 •위원장: 이상민 

•위   원: 김경염, 김장선, 정윤찬, 양호순, 김상인, 김기현, 송장근, 이관일 

선거관리 위원회 

1996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박대윤, 신상영, 이재형, 홍경희

1997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상국, 손정영, 이재형, 홍경희, 홍창희

1998년도 •위원장: 장준성

•위   원: 김상열, 김은수, 홍계인, 홍창희

1999년도 •위원장: 박대윤

•위   원: 김부균, 이성묵, 이원승, 황보창권

2000년도 •위원장: 최상삼

•위   원: 김진중, 이민희, 정영철, 박승한

2001년도 •위원장: 이종민

•위   원: 이원승, 김상열, 정교방, 최우영

2002년도 •위원장: 신상영

•위   원: 원종욱, 박승한, 이종웅, 최우영

2003년도 •위원장: 이재형

•위   원: 김태수, 이병호, 김선호, 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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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위원장: 홍경희

•위   원: 채진석, 남기봉, 김부균, 우정원

2005년도 •위원장: 김재창

•위   원: 채진석, 정교방, 윤태훈, 이종웅

2006년도 •위원장: 정창섭

•위   원: 성규동, 한성홍, 남기봉, 정영철

2007년도 •위원장: 이인원

•위   원: 이원진, 정영철, 우정원, 심종인

2008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정교방, 오범환, 고도경, 송석호

2009년도 •위원장: 이민희

•위   원: 정교방, 최영완, 조동현, 오경환

2010년도 •위원장: 이범구

•위   원: 박승한, 황보창권, 이종창, 박동욱

2011년도 •위원장: 김병윤

•위   원: 이원승, 이종창, 이윤우, 한택상

2012년도 •위원장: 김상열

•위   원: 채진석, 한택상, 오민철, 이상민

2013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김현규, 길상근, 오범환, 류한열

2014년도 •위원장: 황보창권

•위   원: 김현규, 이종웅, 김철민, 김철한

2015년도 •위원장: 우정원

•위   원: 한영근, 이용탁, 오민철, 이용희

2016년도 •위원장: 정윤철 

•위   원: 한영근, 이용희, 이용탁, 김철한 

2017년도 •위원장: 이상배 

•위   원: 이주한, 신용진, 이상민, 김철한 

2018년도 •위원장: 한재원 

•위   원: 이주한, 신용진, 김명기, 유난이 

2019년도 •위원장: 정영주 

•위   원: 김경염, 오경환, 김명기, 김영민 

2020년도 •위원장: 이병호 

•위   원: 오경환, 박재형, 신동수, 김명기 

광학용어심의위원회 

1998. 3. – •위 원 장: 이인원,

•간      사: 이윤우, 박승남

•자문위원: 이상수, 장준성, 박대윤

•위      원: 정진호, 정해빈, 전호인, 박남규

               조재흥, 이형종, 김병태, 노재우

2002. – •위 원 장: 김철중,

•간      사: 박승남, 백성훈

•자문위원: 이상수, 장준성, 박대윤, 이인원

•위      원: 김경헌, 이용탁, 오상기, 김진태

               문성욱, 김병태, 윤춘섭, 한원택

               김은수, 이정일, 이윤우, 이종웅

2004. – 김 기 식 인하대학교                   

백 성 훈 한국원자력연구소             

김 진 태 조선대학교                     

2006. – 김 재 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본부 1부        

김 재 완 표준과학연구원 광기술표준부             

고 동 섭 목원대학교 광 및 전자물리학과           

이 준 호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정 치 섭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                     

2007. – 고 동 섭 목원대학교 광 및 전자물리학과  

김 중 복 한국교원대학 물리교육과  

이 준 호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전 민 용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2020. 성 재 희 광주과학기술원  

조 원 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 기 현 포항공과대학교  

권 혁 상 광주과학기술원  

고 광 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수 욱 한국광기술원  

조 현 상 한국광산업진흥회  

김 철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 종 웅 청주대학교

한 원 택 광주과학기술원

김 현 규 토핀스(주)

김 중 복 한국교원대학 물리교육과

이 치 원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조 재 흥 한남대학 광전자물리학과

전 민 용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김 재 완 표준과학연구원 광기술표준부  

김 현 규 토핀스(주)

이 치 원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정 치 섭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

박 형 렬 울산과학기술원  

이 성 구 광주과학기술원  

최 명 환 서울대학교  

서 정 한국기계연구원  

이 윤 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곽 효 연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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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위원장: 홍경희

•위   원: 채진석, 남기봉, 김부균, 우정원

2005년도 •위원장: 김재창

•위   원: 채진석, 정교방, 윤태훈, 이종웅

2006년도 •위원장: 정창섭

•위   원: 성규동, 한성홍, 남기봉, 정영철

2007년도 •위원장: 이인원

•위   원: 이원진, 정영철, 우정원, 심종인

2008년도 •위원장: 김창민

•위   원: 정교방, 오범환, 고도경, 송석호

2009년도 •위원장: 이민희

•위   원: 정교방, 최영완, 조동현, 오경환

2010년도 •위원장: 이범구

•위   원: 박승한, 황보창권, 이종창, 박동욱

2011년도 •위원장: 김병윤

•위   원: 이원승, 이종창, 이윤우, 한택상

2012년도 •위원장: 김상열

•위   원: 채진석, 한택상, 오민철, 이상민

2013년도 •위원장: 윤태훈

•위   원: 김현규, 길상근, 오범환, 류한열

2014년도 •위원장: 황보창권

•위   원: 김현규, 이종웅, 김철민, 김철한

2015년도 •위원장: 우정원

•위   원: 한영근, 이용탁, 오민철, 이용희

2016년도 •위원장: 정윤철 

•위   원: 한영근, 이용희, 이용탁, 김철한 

2017년도 •위원장: 이상배 

•위   원: 이주한, 신용진, 이상민, 김철한 

2018년도 •위원장: 한재원 

•위   원: 이주한, 신용진, 김명기, 유난이 

2019년도 •위원장: 정영주 

•위   원: 김경염, 오경환, 김명기, 김영민 

2020년도 •위원장: 이병호 

•위   원: 오경환, 박재형, 신동수, 김명기 

광학용어심의위원회 

1998. 3. – •위 원 장: 이인원,

•간      사: 이윤우, 박승남

•자문위원: 이상수, 장준성, 박대윤

•위      원: 정진호, 정해빈, 전호인, 박남규

               조재흥, 이형종, 김병태, 노재우

2002. – •위 원 장: 김철중,

•간      사: 박승남, 백성훈

•자문위원: 이상수, 장준성, 박대윤, 이인원

•위      원: 김경헌, 이용탁, 오상기, 김진태

               문성욱, 김병태, 윤춘섭, 한원택

               김은수, 이정일, 이윤우, 이종웅

2004. – 김 기 식 인하대학교                   

백 성 훈 한국원자력연구소             

김 진 태 조선대학교                     

2006. – 김 재 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본부 1부        

김 재 완 표준과학연구원 광기술표준부             

고 동 섭 목원대학교 광 및 전자물리학과           

이 준 호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정 치 섭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                     

2007. – 고 동 섭 목원대학교 광 및 전자물리학과  

김 중 복 한국교원대학 물리교육과  

이 준 호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전 민 용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2020. 성 재 희 광주과학기술원  

조 원 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 기 현 포항공과대학교  

권 혁 상 광주과학기술원  

고 광 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수 욱 한국광기술원  

조 현 상 한국광산업진흥회  

김 철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 종 웅 청주대학교

한 원 택 광주과학기술원

김 현 규 토핀스(주)

김 중 복 한국교원대학 물리교육과

이 치 원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조 재 흥 한남대학 광전자물리학과

전 민 용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김 재 완 표준과학연구원 광기술표준부  

김 현 규 토핀스(주)

이 치 원 공주대학교 광응용과학과

정 치 섭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

박 형 렬 울산과학기술원  

이 성 구 광주과학기술원  

최 명 환 서울대학교  

서 정 한국기계연구원  

이 윤 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곽 효 연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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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분과위원장

    분과

연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대구·

경북

지회

1992 백운출 - - -

1993 백운출 홍경희 이종민 신상영 이재형

1994 최상삼 홍경희 이종민 신상영 이재형

1995 최상삼 홍경희 이종민 손정영 공홍진

1996 강광남 이인원 이종민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7 강광남 이인원 김철중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8 신상영 정창섭 김철중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9 신상영 정창섭 김철중 조두진 공홍진 오철한

2000 권영세 이성묵 이용주 조두진 원종욱 이용희 오철한

2001 김창민 김재기 이용주 백운식 윤길원 한재원 오철한

2002 이용희 김재기 이용주 백운식 고동섭 한재원 오철한

2003 김선호 김재기 이용주 길상근 박승옥 한재원 오철한

2004 윤태훈 김상열 이용주 길상근 남기봉 남창희 윤지홍

2005 윤태훈 김상열 이용주 이병호 남기봉 남창희 이신두 윤지홍

2006 정지채 황보창권 이용주 이병호 이병하 이호성 이신두 윤지홍

2007 오광룡 황보창권 기철식 이 석 이병하 이호성 윤태훈 윤지홍

2008 이재승 정해빈 기철식 이 석 김법민 고도경 윤태훈 윤지홍

2009 임영민 정진호 기철식 이 석 김법민 고도경 이기동 김기식 윤지홍

2010 전영민 이윤우 기철식 이 석 김덕영 정영욱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1 전영민 이윤우 기철식 김태근 김덕영 정영욱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2 오범환 이윤우 기철식 김태근 오정환 이종훈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3 현경숙 이종웅 기철식 김태근 오정환 이상민 강대승 조영탁 권진혁

2014 박경현 이종웅 유태준 김태근 김동현 이상민 강대승 조영탁 권진혁

2015 오민철 박성찬 유태준 강훈종 김동현 문한섭 김종현 이진형 권진혁

2016 김태근 박성찬 한송희 민성욱 김재관 문한섭 김종현 김윤호 한재원

2017 전민용 조현주 한송희 민성욱 김재관 이기태 곽진석 김윤호 이승걸

2018 이상신 조현주 민범기 최희진 김대근 고광훈 곽진석 정현석 이승걸

2019 김철한 양호순 서민교 최희진 김대근 고광훈 송장근 정현석 강경태

2020 김상인 양호순 서민교 한준구 김기현 고광훈 송장근 정현석 김향균

•김혜숙 (1990. 2. 26 ~ 1990. 3. 25)

•임선미 (1990. 3. 26 ~ 1990. 12)

•김지숙 (1990. 12. 24~ 1991. 3)

•김세영 (1991. 6. 1 ~ 1992)

•송지현 (1992. 3 ~ 1994. 12)

•홍남주 (1994. 12. 20 ~ 2003. 2)

•남은경 (1997. 3. 30 ~ 2002. 10)

•이경미 (2003. 2 ~ 2006. 2)

•정은주 (2002. 2 ~ 2005. 12)

•박주희 (2006. 2. 1 ~ 2007. 1. 31)

•여경희 (2006. 1. 1 ~ 2010. 3. 31)

•우희정 (2008. 6. 1 ~ 2009. 12. 22)

•김다솜 (2010. 4. 5 ~ 2010. 9. 1)

•염은숙 (2006. 2. 1 ~ 2008. 5. 31, 2009. 12. 29 ~ 2013)

•김수연 (2010. 8. 25 ~ 2014. 8)

•박유민 (2013. 12 ~ 2015. 2)

•임진희 (2007. 2. 1 ~ 2016.7)

•이민지 (2014. 4 ~ 2016.4)

•양혜경 (2015. 3 ~ 2016.12)

•김도희 (2015. 3 ~ 2017.3)

•박다예 (2016. 5 ~ 2016.12)

•강아름 (2016. 12 ~ 2017.3)

•이지연 (2016. 8 ~ 2017.1)

•박하원 (2017. 4 ~ 2018.5)

•심수연 (2017. 1 ~ 현재)

•옥현주 (2017. 4 ~ 현재)

•이은경 (2018. 5 ~ 현재)

•오은정 (2019. 3 ~ 현재)

•김슬기 (2019. 4 ~ 현재)

사무직원

•김 웅, 이상수 (1996. 9. 20)

•김병윤, 박승한 (1997. 2. 14)

•이용탁, 이주희 (1998. 2. 13)

•장준성 (1998. 8. 19)

•공홍진 (1999. 2. 4)

•김병윤, 남창희, 박대윤, 이상수 (2000. 2. 18)

•이범구, 최상삼 (2001. 2. 15)

•백운출, 이종민, 이종웅, 한원택 (2002. 2. 19)

•김철중, 신상영, 이인원, 우정원, 정창섭 (2003. 2. 12)

•권오대, 김 남, 김재창, 이재형, 정영주 (2004. 2. 12)

• 백성훈, 이민희, 이종웅, 제원호, 조재흥, 홍경희, 인하대 

광기술교육센터장, 전남대 광기술인력교육센터장 

(2005. 2. 17)

•김부균, 김재창, 이종창, 이지웅 (2006. 2. 9)

•김재창, 김태일, 정윤철, 정창섭 (2007. 2. 8)

• 남창희, 심종인, 이병호, 이승걸, 이인원, 이재형 

(2008. 2. 14)

•김창민, 박승한, 전영복, 황보창권 (2009. 2. 12)

•이민희 (2010. 1. 21)

•이범구, 이종민, 이종훈, 정영욱 (2011. 2. 20)

•김병윤 (2012. 2. 9)

•김상열, 김창민, 정윤철 (2013. 2. 19)

•윤태훈 (2014. 2. 20)

•황보창권 (2015. 1. 29)

•우정원, 이병호, 이용희 (2016.1.21)

•정윤철 (2017.2.16)

•이상배, 조용진 (2018.2.8)

•한재원, 전기영, 이상배, 박경현 (2019.2.21)

•정영주 (2020.2.20)

포상자 명단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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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분과위원장

    분과

연도

광자

기술

광기술 광과학 디지털

홀로

그래피

바이오

포토닉스

양자    

전자

디스

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

정보

리소

그래피

대구·

경북

지회

1992 백운출 - - -

1993 백운출 홍경희 이종민 신상영 이재형

1994 최상삼 홍경희 이종민 신상영 이재형

1995 최상삼 홍경희 이종민 손정영 공홍진

1996 강광남 이인원 이종민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7 강광남 이인원 김철중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8 신상영 정창섭 김철중 손정영 공홍진 오철한

1999 신상영 정창섭 김철중 조두진 공홍진 오철한

2000 권영세 이성묵 이용주 조두진 원종욱 이용희 오철한

2001 김창민 김재기 이용주 백운식 윤길원 한재원 오철한

2002 이용희 김재기 이용주 백운식 고동섭 한재원 오철한

2003 김선호 김재기 이용주 길상근 박승옥 한재원 오철한

2004 윤태훈 김상열 이용주 길상근 남기봉 남창희 윤지홍

2005 윤태훈 김상열 이용주 이병호 남기봉 남창희 이신두 윤지홍

2006 정지채 황보창권 이용주 이병호 이병하 이호성 이신두 윤지홍

2007 오광룡 황보창권 기철식 이 석 이병하 이호성 윤태훈 윤지홍

2008 이재승 정해빈 기철식 이 석 김법민 고도경 윤태훈 윤지홍

2009 임영민 정진호 기철식 이 석 김법민 고도경 이기동 김기식 윤지홍

2010 전영민 이윤우 기철식 이 석 김덕영 정영욱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1 전영민 이윤우 기철식 김태근 김덕영 정영욱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2 오범환 이윤우 기철식 김태근 오정환 이종훈 주병권 김재완 권진혁

2013 현경숙 이종웅 기철식 김태근 오정환 이상민 강대승 조영탁 권진혁

2014 박경현 이종웅 유태준 김태근 김동현 이상민 강대승 조영탁 권진혁

2015 오민철 박성찬 유태준 강훈종 김동현 문한섭 김종현 이진형 권진혁

2016 김태근 박성찬 한송희 민성욱 김재관 문한섭 김종현 김윤호 한재원

2017 전민용 조현주 한송희 민성욱 김재관 이기태 곽진석 김윤호 이승걸

2018 이상신 조현주 민범기 최희진 김대근 고광훈 곽진석 정현석 이승걸

2019 김철한 양호순 서민교 최희진 김대근 고광훈 송장근 정현석 강경태

2020 김상인 양호순 서민교 한준구 김기현 고광훈 송장근 정현석 김향균

•김혜숙 (1990. 2. 26 ~ 1990. 3. 25)

•임선미 (1990. 3. 26 ~ 1990. 12)

•김지숙 (1990. 12. 24~ 1991. 3)

•김세영 (1991. 6. 1 ~ 1992)

•송지현 (1992. 3 ~ 1994. 12)

•홍남주 (1994. 12. 20 ~ 2003. 2)

•남은경 (1997. 3. 30 ~ 2002. 10)

•이경미 (2003. 2 ~ 2006. 2)

•정은주 (2002. 2 ~ 2005. 12)

•박주희 (2006. 2. 1 ~ 2007. 1. 31)

•여경희 (2006. 1. 1 ~ 2010. 3. 31)

•우희정 (2008. 6. 1 ~ 2009. 12. 22)

•김다솜 (2010. 4. 5 ~ 2010. 9. 1)

•염은숙 (2006. 2. 1 ~ 2008. 5. 31, 2009. 12. 29 ~ 2013)

•김수연 (2010. 8. 25 ~ 2014. 8)

•박유민 (2013. 12 ~ 2015. 2)

•임진희 (2007. 2. 1 ~ 2016.7)

•이민지 (2014. 4 ~ 2016.4)

•양혜경 (2015. 3 ~ 2016.12)

•김도희 (2015. 3 ~ 2017.3)

•박다예 (2016. 5 ~ 2016.12)

•강아름 (2016. 12 ~ 2017.3)

•이지연 (2016. 8 ~ 2017.1)

•박하원 (2017. 4 ~ 2018.5)

•심수연 (2017. 1 ~ 현재)

•옥현주 (2017. 4 ~ 현재)

•이은경 (2018. 5 ~ 현재)

•오은정 (2019. 3 ~ 현재)

•김슬기 (2019. 4 ~ 현재)

사무직원

•김 웅, 이상수 (1996. 9. 20)

•김병윤, 박승한 (1997. 2. 14)

•이용탁, 이주희 (1998. 2. 13)

•장준성 (1998. 8. 19)

•공홍진 (1999. 2. 4)

•김병윤, 남창희, 박대윤, 이상수 (2000. 2. 18)

•이범구, 최상삼 (2001. 2. 15)

•백운출, 이종민, 이종웅, 한원택 (2002. 2. 19)

•김철중, 신상영, 이인원, 우정원, 정창섭 (2003. 2. 12)

•권오대, 김 남, 김재창, 이재형, 정영주 (2004. 2. 12)

• 백성훈, 이민희, 이종웅, 제원호, 조재흥, 홍경희, 인하대 

광기술교육센터장, 전남대 광기술인력교육센터장 

(2005. 2. 17)

•김부균, 김재창, 이종창, 이지웅 (2006. 2. 9)

•김재창, 김태일, 정윤철, 정창섭 (2007. 2. 8)

• 남창희, 심종인, 이병호, 이승걸, 이인원, 이재형 

(2008. 2. 14)

•김창민, 박승한, 전영복, 황보창권 (2009. 2. 12)

•이민희 (2010. 1. 21)

•이범구, 이종민, 이종훈, 정영욱 (2011. 2. 20)

•김병윤 (2012. 2. 9)

•김상열, 김창민, 정윤철 (2013. 2. 19)

•윤태훈 (2014. 2. 20)

•황보창권 (2015. 1. 29)

•우정원, 이병호, 이용희 (2016.1.21)

•정윤철 (2017.2.16)

•이상배, 조용진 (2018.2.8)

•한재원, 전기영, 이상배, 박경현 (2019.2.21)

•정영주 (2020.2.20)

포상자 명단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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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KAIST, 2000. 2. 18)

•이종민 (고등광기술연구소, 2003. 2. 12)

•정윤철 (KAIST, 2004. 2. 12)

•이용희 (KAIST, 2005. 2. 17)

•이병호 (서울대, 2006. 2. 9)

•남창희 (KAIST, 2007. 2. 8)

•이상배 (KIST, 2008. 2. 14)

•김승우 (KAIST, 2009. 2. 12)

•김칠민 (서강대, 2011. 2. 10)

•오경환 (연세대, 2012. 2. 9)

•함병승 (인하대, 2013. 2. 19)

•박남규 (서울대, 2014. 2. 20)

•박승한 (연세대, 2015. 1. 29)

•이용탁 (GIST, 2016.1.21)

•윤태훈 (부산대, 2017.2.16)

•박규환 (고려대, 2018.2.8)

•이윤우 (KRISS, 2019.2.21)

•최원식 (고려대, 2020.2.20)

<학술대상>

•박희갑 (전북대, 1998. 2. 13)

•윤태훈 (부산대, 1999. 2. 4)

•이병호(서울대), 이윤우(KRISS) (2000. 2. 18)

•장주석 (부산대, 2001. 2. 15)

•박남규 (서울대, 2002. 2. 19)

•박성찬 (단국대, 2003. 2. 12)

•김부균 (숭실대, 2004. 2. 12)

•김승우 (KAIST, 2005. 2. 17)

•임천석 (한남대, 2006. 2. 9)

•이상신 (광운대, 2007. 2. 8)

•조재흥 (한남대, 2008. 2. 14)

•김광택 (호남대, 2009. 2. 12)

•이승걸 (인하대, 2010. 1. 21)

•한영근 (한양대, 2011. 2. 10)

•오범환 (인하대, 2012. 2. 9)

•정영철 (광운대, 2013. 2. 19)

•김상열 (아주대, 2014. 2. 20)

•김덕현 (한밭대), 유영훈 (제주대) (2015. 1. 29)

•김상열 (아주대, 2016.1.21)

•정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7.2.16)

•김규정 (부산대, 2018.2.8)

•양호순 (KRISS, 2019.2.21)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2020.2.20)

<논문상>

•고재현 (한림대, 2013. 2. 19) 

•이승걸 (인하대,2014, 2.20 ) 

•조재흥 (한남대, 2015. 1.29) 

•고재현 (한림대, 2016.1.21) 

•이승걸 (인하대, 2017. 2.18) 

<JOSK Award 국문>

•김대석 (전북대, 2013, 2.19) 

•윤태훈 (부산대, 2014.2.20) / 한영근 (한양대, 2014.2.20 )

•신동학 (동서대, 2015.1.29) 

•오경환 (연세대, 2016.1.21) 

•김남 (충북대, 2017.2.18)

<JOSK Award 영문>

•이준호 (공주대, 2018.2.8) 

•김상열 (아주대, 2019.2.21) 

•도윤선 (경북대, 2020.2.20) 

<OSKJ 기여상 국문지>

•오경환 (연세대, 2018.2.8) 

•김남 (충북대, 2019.2.21) 

•오경환 (연세대, 2020.2.20) 

<OSKJ 기여상 영문지>

•정윤철 (KAIST, 2011. 2. 10)

•이상배 (KIST, 2012. 2. 9)

•이창희 (KAIST, 2013. 2. 19)

•이병하 (GIST, 2014. 2. 20)

•박경현 (ETRI, 2015. 1. 29)

•정영주 (GIST, 2016.1.21)

•오경환 (연세대, 2017.2.16)

•김정원 (KAIST, 2018.2.8)

•염동일 (아주대, 2019.2.21)

•이주한 (서울시립대, 2020.2.20)

<해림광자공학상>

•김대식 (2009. 2. 12)

•박규환 (2010. 1. 21)

•남창희 (2011. 2. 10)

•김승우 (2012. 2. 9)

•제원호 (서울대, 2013. 2. 19)

•김윤호 (포항공대, 2014. 2. 20)

•이상민 (아주대, 2015. 1. 29)

•민범기 (KAIST, 2016.1.21)

•박홍규 (고려대, 2017.2.16)

•송석호 (한양대, 2019.2.21)

<성도광 과학상>

•이의수 (ETRI. 2014. 2. 19)

•라영식 (포항공대, 2015. 1. 29)

•노준석 (포항공대, 2016.1.21)

•심상완 (연세대, 2017.2.16)

•이승열 (경북대, 2018.2.8)

•박경덕 (UNIST, 2019.2.21)

•김지수 (포항공대, 2020.2.20)

<젊은광과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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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KAIST, 2000. 2. 18)

•이종민 (고등광기술연구소, 2003. 2. 12)

•정윤철 (KAIST, 2004. 2. 12)

•이용희 (KAIST, 2005. 2. 17)

•이병호 (서울대, 2006. 2. 9)

•남창희 (KAIST, 2007. 2. 8)

•이상배 (KIST, 2008. 2. 14)

•김승우 (KAIST, 2009. 2. 12)

•김칠민 (서강대, 2011. 2. 10)

•오경환 (연세대, 2012. 2. 9)

•함병승 (인하대, 2013. 2. 19)

•박남규 (서울대, 2014. 2. 20)

•박승한 (연세대, 2015. 1. 29)

•이용탁 (GIST, 2016.1.21)

•윤태훈 (부산대, 2017.2.16)

•박규환 (고려대, 2018.2.8)

•이윤우 (KRISS, 2019.2.21)

•최원식 (고려대, 2020.2.20)

<학술대상>

•박희갑 (전북대, 1998. 2. 13)

•윤태훈 (부산대, 1999. 2. 4)

•이병호(서울대), 이윤우(KRISS) (2000. 2. 18)

•장주석 (부산대, 2001. 2. 15)

•박남규 (서울대, 2002. 2. 19)

•박성찬 (단국대, 2003. 2. 12)

•김부균 (숭실대, 2004. 2. 12)

•김승우 (KAIST, 2005. 2. 17)

•임천석 (한남대, 2006. 2. 9)

•이상신 (광운대, 2007. 2. 8)

•조재흥 (한남대, 2008. 2. 14)

•김광택 (호남대, 2009. 2. 12)

•이승걸 (인하대, 2010. 1. 21)

•한영근 (한양대, 2011. 2. 10)

•오범환 (인하대, 2012. 2. 9)

•정영철 (광운대, 2013. 2. 19)

•김상열 (아주대, 2014. 2. 20)

•김덕현 (한밭대), 유영훈 (제주대) (2015. 1. 29)

•김상열 (아주대, 2016.1.21)

•정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7.2.16)

•김규정 (부산대, 2018.2.8)

•양호순 (KRISS, 2019.2.21)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2020.2.20)

<논문상>

•고재현 (한림대, 2013. 2. 19) 

•이승걸 (인하대,2014, 2.20 ) 

•조재흥 (한남대, 2015. 1.29) 

•고재현 (한림대, 2016.1.21) 

•이승걸 (인하대, 2017. 2.18) 

<JOSK Award 국문>

•김대석 (전북대, 2013, 2.19) 

•윤태훈 (부산대, 2014.2.20) / 한영근 (한양대, 2014.2.20 )

•신동학 (동서대, 2015.1.29) 

•오경환 (연세대, 2016.1.21) 

•김남 (충북대, 2017.2.18)

<JOSK Award 영문>

•이준호 (공주대, 2018.2.8) 

•김상열 (아주대, 2019.2.21) 

•도윤선 (경북대, 2020.2.20) 

<OSKJ 기여상 국문지>

•오경환 (연세대, 2018.2.8) 

•김남 (충북대, 2019.2.21) 

•오경환 (연세대, 2020.2.20) 

<OSKJ 기여상 영문지>

•정윤철 (KAIST, 2011. 2. 10)

•이상배 (KIST, 2012. 2. 9)

•이창희 (KAIST, 2013. 2. 19)

•이병하 (GIST, 2014. 2. 20)

•박경현 (ETRI, 2015. 1. 29)

•정영주 (GIST, 2016.1.21)

•오경환 (연세대, 2017.2.16)

•김정원 (KAIST, 2018.2.8)

•염동일 (아주대, 2019.2.21)

•이주한 (서울시립대, 2020.2.20)

<해림광자공학상>

•김대식 (2009. 2. 12)

•박규환 (2010. 1. 21)

•남창희 (2011. 2. 10)

•김승우 (2012. 2. 9)

•제원호 (서울대, 2013. 2. 19)

•김윤호 (포항공대, 2014. 2. 20)

•이상민 (아주대, 2015. 1. 29)

•민범기 (KAIST, 2016.1.21)

•박홍규 (고려대, 2017.2.16)

•송석호 (한양대, 2019.2.21)

<성도광 과학상>

•이의수 (ETRI. 2014. 2. 19)

•라영식 (포항공대, 2015. 1. 29)

•노준석 (포항공대, 2016.1.21)

•심상완 (연세대, 2017.2.16)

•이승열 (경북대, 2018.2.8)

•박경덕 (UNIST, 2019.2.21)

•김지수 (포항공대, 2020.2.20)

<젊은광과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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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동 (이오테크닉스, 2002. 2. 19)

•강희전 (㈜옵토매직, 2005. 2. 17)

•강현서 (ETRI, 2009. 2. 12)

•김동균 (그린광학, 2010. 1. 21)

•이병극 (캐리마, 2011. 2. 10)

•이종극 (서울광학, 2012. 2. 9)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2013. 2. 19)

•강건모 (삼성전자, 2014. 2. 20)

•김구철 (IVU TECH, 2015. 1. 29)

•조현일 (그린광학, 2016.1.21)

•양국현 (아이오솔루션, 2017.2.16)

•김장선 (팬옵틱스, 2018.2.8)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2019.2.21)

•김상열 (아주대, 2020.2.20)

<기술상>

•김상준 (아주대, 1998. 2. 13)

•신동학 (부경대, 1999. 2. 4)

•윤승철 (전북대, 2000. 2. 18)

•이기동 (부산대, 2001. 2. 15)

•김헌오 (울산대, 2002. 2. 19)

•류재명 (한남대, 2003. 2. 12)

•진영준 (전북대, 2004. 2. 12)

•정병민 (숭실대, 2005. 2. 17)

•문제영 (홍익대, 2006. 2. 9)

•조형준 (제주대, 2007. 2. 8)

•조형준 (제주대, 2008. 2. 14)

•김건덕 (광운대, 2009. 2. 12)

•박대서 (인하대, 2010. 1. 21)

•김현우 (전북대, 2011. 2. 10)

•김대규 (연세대, 2012. 2. 9)

•김재성 (광운대, 2013. 2. 19)

•최현우 (한림대, 2014. 2. 20)

•김유석 (세종대, 2015. 1. 29)

•김영훈 (인하대, 2016.1.21)

•김건정 (영남대, 2017.2.16)

•서진희, 이정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9.2.21)

•강동화, 조예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20.2.20)

<논문장려상>

•이윤우 (KRISS, 2014. 2. 19)

•정진호 (프로옵틱스, 2015. 1. 29)

•박용근 (KAIST, 2016.1.21)

•이종웅 (청주대, 2017.2.16)

•이재철 (한화종합연구소, 2018.2.8)

•김승철 (부산대, 2019.2.21)

•박성찬 (단국대, 2020.2.20)

<광기술혁신상>

•한승훈 (서울대, 2003. 2. 12)

•이용재 (KAIST, 2004. 2. 12)

•박재형 (서울대, 2005. 2. 17)

•이승우 (KAIST, 2006. 2. 9)

•김대근 (연세대, 2007. 2. 8)

•강전웅 (포항공대, 2008. 2. 14)

•조형욱 (홍익대, 2009. 2. 12)

•박미란 (충북대, 2010. 1. 21)

•박순기 (경희대, 2011. 2. 10)

•박용성 (단국대, 2012. 2. 9)

•최종률 (연세대, 2013. 2. 19)

•송병섭 (경희대, 2014. 2. 20)

•강경남 (경희대, 2015. 1. 29)

•전화준 (영남대, 2016.1.21)

•이창민 (연세대, 2017.2.16)

•박민영 (세종대, 2018.2.8)

•홍성진 (연세대, 2019.2.21)

•박찬석 (KAIST, 2020.2.20)

<OSA Student Prize>

• 브이텍, 삼중과학,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한국 전광 (1992. 2. 14)

• 삼양광학,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기술개발 (1993. 2. 12)

•한국광학기기협회 (1994. 2. 18)

•코로닉스 (1995. 8. 18)

• 금강산업, 서울광학산업, 서울진공공업사, 신도리코, 오리온전기, 한국 아타고분광, ㈜한국전광 (1996. 2. 9)

•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기기협회 (1999. 2. 4)

•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2000. 2. 18)

•  남일광학기기, 우주하이텍㈜, ㈜케이텍정보통신 (2001. 2. 15)

•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하나기술㈜, 한국에질런트테크놀로지스 (2002. 2. 19)

•남일광학기기, 삼중과학, 이오테크닉스 (2009. 2. 12)

•한국광기술원 (2010. 1. 21)

• Jane Throwe, 고등광기술연구소, 명진크리스텍, 채진석(한국전광), 큐빅레이저시스템 (2011. 2. 10) 

• 성경포토닉스, 옵토매직, 한빛레이저, 백운출, 이재학, 정진호 (2012. 2. 9)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전광㈜, 이영식 (2013. 2. 19)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2014. 2. 20)

•엘투케이플러스, 위즈옵틱스 (2015. 1. 29)

•성경포토닉스, 피아이코리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6.1.21)

•에이이노텍, 이용희(KAIST) (2017.2.16)

•고등광기술연구소 (2018.2.8) 

•민제홍((주)싸이펨, 김장선((주)옵틱스 (2020.2.20)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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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동 (이오테크닉스, 2002. 2. 19)

•강희전 (㈜옵토매직, 2005. 2. 17)

•강현서 (ETRI, 2009. 2. 12)

•김동균 (그린광학, 2010. 1. 21)

•이병극 (캐리마, 2011. 2. 10)

•이종극 (서울광학, 2012. 2. 9)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2013. 2. 19)

•강건모 (삼성전자, 2014. 2. 20)

•김구철 (IVU TECH, 2015. 1. 29)

•조현일 (그린광학, 2016.1.21)

•양국현 (아이오솔루션, 2017.2.16)

•김장선 (팬옵틱스, 2018.2.8)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2019.2.21)

•김상열 (아주대, 2020.2.20)

<기술상>

•김상준 (아주대, 1998. 2. 13)

•신동학 (부경대, 1999. 2. 4)

•윤승철 (전북대, 2000. 2. 18)

•이기동 (부산대, 2001. 2. 15)

•김헌오 (울산대, 2002. 2. 19)

•류재명 (한남대, 2003. 2. 12)

•진영준 (전북대, 2004. 2. 12)

•정병민 (숭실대, 2005. 2. 17)

•문제영 (홍익대, 2006. 2. 9)

•조형준 (제주대, 2007. 2. 8)

•조형준 (제주대, 2008. 2. 14)

•김건덕 (광운대, 2009. 2. 12)

•박대서 (인하대, 2010. 1. 21)

•김현우 (전북대, 2011. 2. 10)

•김대규 (연세대, 2012. 2. 9)

•김재성 (광운대, 2013. 2. 19)

•최현우 (한림대, 2014. 2. 20)

•김유석 (세종대, 2015. 1. 29)

•김영훈 (인하대, 2016.1.21)

•김건정 (영남대, 2017.2.16)

•서진희, 이정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9.2.21)

•강동화, 조예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20.2.20)

<논문장려상>

•이윤우 (KRISS, 2014. 2. 19)

•정진호 (프로옵틱스, 2015. 1. 29)

•박용근 (KAIST, 2016.1.21)

•이종웅 (청주대, 2017.2.16)

•이재철 (한화종합연구소, 2018.2.8)

•김승철 (부산대, 2019.2.21)

•박성찬 (단국대, 2020.2.20)

<광기술혁신상>

•한승훈 (서울대, 2003. 2. 12)

•이용재 (KAIST, 2004. 2. 12)

•박재형 (서울대, 2005. 2. 17)

•이승우 (KAIST, 2006. 2. 9)

•김대근 (연세대, 2007. 2. 8)

•강전웅 (포항공대, 2008. 2. 14)

•조형욱 (홍익대, 2009. 2. 12)

•박미란 (충북대, 2010. 1. 21)

•박순기 (경희대, 2011. 2. 10)

•박용성 (단국대, 2012. 2. 9)

•최종률 (연세대, 2013. 2. 19)

•송병섭 (경희대, 2014. 2. 20)

•강경남 (경희대, 2015. 1. 29)

•전화준 (영남대, 2016.1.21)

•이창민 (연세대, 2017.2.16)

•박민영 (세종대, 2018.2.8)

•홍성진 (연세대, 2019.2.21)

•박찬석 (KAIST, 2020.2.20)

<OSA Student Prize>

• 브이텍, 삼중과학, 우양교역, 코리아레이저, 한국 전광 (1992. 2. 14)

• 삼양광학,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기술개발 (1993. 2. 12)

•한국광학기기협회 (1994. 2. 18)

•코로닉스 (1995. 8. 18)

• 금강산업, 서울광학산업, 서울진공공업사, 신도리코, 오리온전기, 한국 아타고분광, ㈜한국전광 (1996. 2. 9)

• 대덕광학기기, 대일시스템,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광학기기협회 (1999. 2. 4)

• 레이저스펙트라, 명진크리스텍, 이오테크닉스, 한국전광 (2000. 2. 18)

•  남일광학기기, 우주하이텍㈜, ㈜케이텍정보통신 (2001. 2. 15)

• ㈜대일시스템, 도남시스템㈜, 레이저스펙트라, 하나기술㈜, 한국에질런트테크놀로지스 (2002. 2. 19)

•남일광학기기, 삼중과학, 이오테크닉스 (2009. 2. 12)

•한국광기술원 (2010. 1. 21)

• Jane Throwe, 고등광기술연구소, 명진크리스텍, 채진석(한국전광), 큐빅레이저시스템 (2011. 2. 10) 

• 성경포토닉스, 옵토매직, 한빛레이저, 백운출, 이재학, 정진호 (2012. 2. 9)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전광㈜, 이영식 (2013. 2. 19)

•큐빅레이저시스템, 한국광기술원 (2014. 2. 20)

•엘투케이플러스, 위즈옵틱스 (2015. 1. 29)

•성경포토닉스, 피아이코리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6.1.21)

•에이이노텍, 이용희(KAIST) (2017.2.16)

•고등광기술연구소 (2018.2.8) 

•민제홍((주)싸이펨, 김장선((주)옵틱스 (2020.2.20)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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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Chu (1998. 8. 19)

•D. C. O’Shea, F. Gan, I. Yamaguchi (2000. 2. 18)

•Theirry Cardinal, Richard K. Chang, Guozhen Yang, 이용희 (2001. 2. 15)

•이신두, 임지순 (2002. 2. 19)

•G. M. Morris, 황보창권 (2003. 2. 12)

•I. Stuart McDermid, Eric Van Styland, 이형종 (2004. 2. 12)

•Susan Houde-Walter, 이용희, 정윤철 (2005. 2. 17)

•Peter J. Delfyett, Bishnu P. Pal, 남창희 (2006. 2. 9)

•Mike Downer, Peter de Groot (2007. 2. 8)

•James C. Wyant, 이종민 (2008. 2. 14)

•Satoshi Kawata, 이용희 (2009. 2. 12)

•James C. Wyant, 박대윤 (2010. 1. 21)

•Y. Ron Shen, Donna Strickland, 문대원 (2011. 2. 10)

•Rober L. Byer, Tatsuo Izawa (2012. 2. 9)

•Gerhard Rempe, Philip Russell, 이일항, 홍창희 (2013. 2. 19)

• 김명식, Philip Stahl, Federico Capasso (2016.1.21)

• Yoshiaki  Kato, 민정준, Chris  A.  Mack (2017.2.16)

• John E. Greivenkamp, Jun Tanida, 박규환 (2018.2.8)

<학술강연 감사패>

* 강건모 삼성디지털이미징㈜

 강경목 ㈜이오시스템

 강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근원 광주과학기술원

 강대승 숭실대학교

 강동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동성 (주)젠포토닉스

* 강동열 한밭대학교

 강동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강만일 울산대학교

 강명석 ㈜쎄트렉아이

* 강명수 한국과학기술원

 강명훈 (주)이코니 AMT 연구소

 강문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강민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강민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강민희 삼성서울병원

 강병복 대우전자(주)

 강병철 LG전선(주)

 강보안 남부대학교

 강보영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강봉준 아이티에프

 강봉훈 극동대학교

 강석봉 인하대학교

 강성구 영남대학교

 강성삼 고려대학교

 강성식 ㈜하영테크

 강성철 (주)MTEQ

 강세원 서울대학교

 강신원 경북대학교

 강영광 국방과학연구소

 강영준 전북대학교

 강용훈 

 강욱 한국전기연구원

 강윤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은희 전략물자관리원

 강응철 국방과학연구소

 강인만 경북대학교

 강인욱 서울대학교

 강인원 BOS

 강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재경 영남대학교

* 강주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지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진모 KBS

*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강필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현구 (주)위키옵틱스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현욱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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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Chu (1998. 8. 19)

•D. C. O’Shea, F. Gan, I. Yamaguchi (2000. 2. 18)

•Theirry Cardinal, Richard K. Chang, Guozhen Yang, 이용희 (2001. 2. 15)

•이신두, 임지순 (2002. 2. 19)

•G. M. Morris, 황보창권 (2003. 2. 12)

•I. Stuart McDermid, Eric Van Styland, 이형종 (2004. 2. 12)

•Susan Houde-Walter, 이용희, 정윤철 (2005. 2. 17)

•Peter J. Delfyett, Bishnu P. Pal, 남창희 (2006. 2. 9)

•Mike Downer, Peter de Groot (2007. 2. 8)

•James C. Wyant, 이종민 (2008. 2. 14)

•Satoshi Kawata, 이용희 (2009. 2. 12)

•James C. Wyant, 박대윤 (2010. 1. 21)

•Y. Ron Shen, Donna Strickland, 문대원 (2011. 2. 10)

•Rober L. Byer, Tatsuo Izawa (2012. 2. 9)

•Gerhard Rempe, Philip Russell, 이일항, 홍창희 (2013. 2. 19)

• 김명식, Philip Stahl, Federico Capasso (2016.1.21)

• Yoshiaki  Kato, 민정준, Chris  A.  Mack (2017.2.16)

• John E. Greivenkamp, Jun Tanida, 박규환 (2018.2.8)

<학술강연 감사패>

* 강건모 삼성디지털이미징㈜

 강경목 ㈜이오시스템

 강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근원 광주과학기술원

 강대승 숭실대학교

 강동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동성 (주)젠포토닉스

* 강동열 한밭대학교

 강동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강만일 울산대학교

 강명석 ㈜쎄트렉아이

* 강명수 한국과학기술원

 강명훈 (주)이코니 AMT 연구소

 강문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강민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강민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강민희 삼성서울병원

 강병복 대우전자(주)

 강병철 LG전선(주)

 강보안 남부대학교

 강보영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강봉준 아이티에프

 강봉훈 극동대학교

 강석봉 인하대학교

 강성구 영남대학교

 강성삼 고려대학교

 강성식 ㈜하영테크

 강성철 (주)MTEQ

 강세원 서울대학교

 강신원 경북대학교

 강영광 국방과학연구소

 강영준 전북대학교

 강용훈 

 강욱 한국전기연구원

 강윤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은희 전략물자관리원

 강응철 국방과학연구소

 강인만 경북대학교

 강인욱 서울대학교

 강인원 BOS

 강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재경 영남대학교

* 강주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지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진모 KBS

*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강필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현구 (주)위키옵틱스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현욱 부경대학교

2020년도 회원 명단 (2020년 2월 1일 현재)

정회원   * 표시는 평의원을 뜻함

회원 명단 05

4723부•부록 473 4장•역대 임원 명단



 강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강현철 조선대학교

 강형원 삼성테크윈(주)

* 강훈수 광주과학기술원

* 강훈종 원광대학교

 강희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희영 한국원자력연구원

 강희영 한국광기술원

* 강희전 (주)대한전선

 강희창 공군본부

 경천수 특허청

 계명재 (주)한광

* 고광훈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낙훈 LG전자

 고대호 (주)테마텍월드

* 고도경 광주과학기술원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명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병수 디지캡

 고승계 원텍㈜

 고연완 도남시스템㈜

 고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고재현 한림대학교

 고주헌 한국천문연구원

 고준호 삼성전자(주)

 고진석 국가핵융합연구소

 고진신 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소모그룹)

* 고춘수 원광대학교

 고택용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평삼 한밭대학교

 고항주 한국광기술원

 고해석 국방과학연구소

 고현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형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흥조 광주과학기술원

 공비호 (주)아이티

 공수현 한국과학기술원

 공수현 고려대학교

 공승환 광혼돈현상제어연구단

 공영준 lig넥스원

* 공홍진 한국과학기술원

 곽금철 성균관대학교

 곽노민 서강대학교

 곽동혁 영남대학교

 곽문식 (주)인텍플러스

 곽승찬 ㈜피피아이

 곽영배 정우F&B

 곽윤석 ㈜큐에스아이

 곽장만 (주)인센

 곽정훈 서울대학교

* 곽종훈 영남대학교

 곽준섭 순천대학교

 곽진석 영남대학교

 구선근 한전전력연구원

 구수진 케이맥㈜

 구숙영 Chongju Univ.

 구외철 울산과학고등학교

 구자남 삼성종합기술원

 구자춘 성균관대학교

 구준회 국방과학연구소

 구태윤 한국과학기술원

 구현덕 성결대학교

 국명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권경일 (주)나노포토닉스

 권경필 경인교육대학교

* 권기영 공주대학교

 권기철 충북대학교

* 권남익 한국외국어대학교

 권다영 고신대학교

 권덕용 

 권덕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권도우 LG전자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원

* 권순철 연세대학교

 권순철 거상무역

 권순홍 중앙대학교

 권식철 한국기계연구원

 권영대 SK텔레콤

 권영만 원광대학교

 권영훈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권오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권오대 포항공과대학교

* 권오석 Space Imaging

 권오성 전자통신연구원부설연구소

 권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원경 건국대학교

 권일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장우 동명정보대학교

 권재균 영남대학교

* 권진혁 영남대학교

 권택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혁상 광주과학기술원

 권혁준 서울대학교

 권혁춘 광주과학기술원

 권형우 (주)이리콤

 권호영 공군사관학교

 금중일 명진크리스텍(주)

 기재석 KCEI

* 기철식 광주과학기술원

 기현철 한국광기술원

 기호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길상근 수원대학교

 김가람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건수 LG전자

 김건식 삼성디스플레이

 김건엽 영남대학교

 김건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경남 에이치비테크놀러지

 김경남 수옵틱칼시스템디자인

 김경대 한국과학영재학교

 김경모 LG화학기술연구원

 김경민 서울반도체㈜

 김경민 

 김경복 경복대학교

 김경수 경북대학교

 김경승 기초과학연구원

 김경식 삼성전기㈜

 김경식 연세대학교

* 김경염 세종대학교

 김경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경완 충북대학교

 김경원 광주과기원

* 김경찬 계명대학교

 김경찬 이노그리드

 김경철 (주)위키옵틱스

 김경태 한남대학교

 김경택 광주과학기술원

 김경표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김경한 한국기계연구원

* 김경헌 인하대학교

 김경호 충북대학교

 김경환 삼성전자(주)

 김관형 LG전자

* 김광석 (주)금광

 김광석 부산대학교

 김광수 한국전기연구원

 김광수 울산과학기술원

* 김광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광진 숭덕고등학교

* 김광택 호남대학교

* 김광훈 한국전기연구원

* 김구철 (주)아이브이유테크

 김규겸 원광대학교

 김규석 삼성전기㈜

 김규석 웨이브옵틱

* 김규욱 금오공과대학교

 김규정 부산대학교

 김규태 (주)에어넷

 김규호 서울대학교

 김근영 KT 인프라연구소

 김근율 대우전자(주)

 김근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근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기대 고려오트론(주)

 김기련 ㈜피지오랩

* 김기수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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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강현철 조선대학교

 강형원 삼성테크윈(주)

* 강훈수 광주과학기술원

* 강훈종 원광대학교

 강희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희영 한국원자력연구원

 강희영 한국광기술원

* 강희전 (주)대한전선

 강희창 공군본부

 경천수 특허청

 계명재 (주)한광

* 고광훈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낙훈 LG전자

 고대호 (주)테마텍월드

* 고도경 광주과학기술원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명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병수 디지캡

 고승계 원텍㈜

 고연완 도남시스템㈜

 고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고재현 한림대학교

 고주헌 한국천문연구원

 고준호 삼성전자(주)

 고진석 국가핵융합연구소

 고진신 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소모그룹)

* 고춘수 원광대학교

 고택용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평삼 한밭대학교

 고항주 한국광기술원

 고해석 국방과학연구소

 고현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형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흥조 광주과학기술원

 공비호 (주)아이티

 공수현 한국과학기술원

 공수현 고려대학교

 공승환 광혼돈현상제어연구단

 공영준 lig넥스원

* 공홍진 한국과학기술원

 곽금철 성균관대학교

 곽노민 서강대학교

 곽동혁 영남대학교

 곽문식 (주)인텍플러스

 곽승찬 ㈜피피아이

 곽영배 정우F&B

 곽윤석 ㈜큐에스아이

 곽장만 (주)인센

 곽정훈 서울대학교

* 곽종훈 영남대학교

 곽준섭 순천대학교

 곽진석 영남대학교

 구선근 한전전력연구원

 구수진 케이맥㈜

 구숙영 Chongju Univ.

 구외철 울산과학고등학교

 구자남 삼성종합기술원

 구자춘 성균관대학교

 구준회 국방과학연구소

 구태윤 한국과학기술원

 구현덕 성결대학교

 국명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권경일 (주)나노포토닉스

 권경필 경인교육대학교

* 권기영 공주대학교

 권기철 충북대학교

* 권남익 한국외국어대학교

 권다영 고신대학교

 권덕용 

 권덕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권도우 LG전자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원

* 권순철 연세대학교

 권순철 거상무역

 권순홍 중앙대학교

 권식철 한국기계연구원

 권영대 SK텔레콤

 권영만 원광대학교

 권영훈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권오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권오대 포항공과대학교

* 권오석 Space Imaging

 권오성 전자통신연구원부설연구소

 권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원경 건국대학교

 권일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장우 동명정보대학교

 권재균 영남대학교

* 권진혁 영남대학교

 권택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혁상 광주과학기술원

 권혁준 서울대학교

 권혁춘 광주과학기술원

 권형우 (주)이리콤

 권호영 공군사관학교

 금중일 명진크리스텍(주)

 기재석 KCEI

* 기철식 광주과학기술원

 기현철 한국광기술원

 기호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길상근 수원대학교

 김가람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건수 LG전자

 김건식 삼성디스플레이

 김건엽 영남대학교

 김건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경남 에이치비테크놀러지

 김경남 수옵틱칼시스템디자인

 김경대 한국과학영재학교

 김경모 LG화학기술연구원

 김경민 서울반도체㈜

 김경민 

 김경복 경복대학교

 김경수 경북대학교

 김경승 기초과학연구원

 김경식 삼성전기㈜

 김경식 연세대학교

* 김경염 세종대학교

 김경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경완 충북대학교

 김경원 광주과기원

* 김경찬 계명대학교

 김경찬 이노그리드

 김경철 (주)위키옵틱스

 김경태 한남대학교

 김경택 광주과학기술원

 김경표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김경한 한국기계연구원

* 김경헌 인하대학교

 김경호 충북대학교

 김경환 삼성전자(주)

 김관형 LG전자

* 김광석 (주)금광

 김광석 부산대학교

 김광수 한국전기연구원

 김광수 울산과학기술원

* 김광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광진 숭덕고등학교

* 김광택 호남대학교

* 김광훈 한국전기연구원

* 김구철 (주)아이브이유테크

 김규겸 원광대학교

 김규석 삼성전기㈜

 김규석 웨이브옵틱

* 김규욱 금오공과대학교

 김규정 부산대학교

 김규태 (주)에어넷

 김규호 서울대학교

 김근영 KT 인프라연구소

 김근율 대우전자(주)

 김근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근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기대 고려오트론(주)

 김기련 ㈜피지오랩

* 김기수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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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득수 공군사관학교

 김륜경 성균관대학교

 김만호 

 김면식 로잔공대

 김명근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김명기 고려대학교

 김명석 ㈜한광옵토

 김명섭 (주)에이엠티솔루션

 김명운 (주)금광

 김명준 아주대학교

 김명준 (주)파이오셀

 김명중 (주)다이프로

 김명진 (주)옵티베이스

 김명진 한국광기술원

 김명헌 한국전광(주)

* 김명훈 전북대학교

 김명희 (주)원익

 김무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김무송 주복정공(주)

 김문석 가톨릭대학교

 김문준 Sekinos Korea

 김문환 신라대학교

 김미령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미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김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곤 광주과학기술원

 김민기 경상대학교

 김민년 백석대학교

 김민석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민성 동명정보대학교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민수 

 김민수 한화시스템

 김민욱 ㈜가하

 김민정 (주)유니온커뮤니티

 김민형 SK 텔레콤

 김범준 ㈜효성

 김범진 삼성전자(주)

* 김법민 고려대학교

 김병기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열 인소팩

* 김병윤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창 경남대학교

 김병채 

 김병철 바디텍레드

* 김병태 청주대학교

 김병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복기 인텍플러스

 김복중 (주)다담하이테크

* 김복현 광주과학기술원

 김봉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봉기 삼성전자(주)

 김봉준 한양대학교

 김봉중 광주과학기술원

 김봉철 (주)옵토웨이퍼테크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봉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봉호 LG전자

 김봉환 경북과학대학교

* 김부균 숭실대학교

 김부태 에이옵틱스(주)

 김상곤 홍익대학교

* 김상국 Laser & Physics

* 김상기 동남보건대학교

 김상범 SK 텔레콤

 김상석 한국광기술원

* 김상연 대구보건대학교

* 김상열 아주대학교

 김상용 KT 기술연구소

 김상유 한국광기술원

* 김상인 아주대학교

 김상인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상준 에이앤아이

 김상천 LG전자

 김상택 특허청

 김상혁 레이저옵텍

 김상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상호 

 김상화 삼성전기㈜

 김상훈 목포해양대학교

* 김기식 인하대학교

 김기철 

 김기현 삼성전자(주)

 김기현 영남대학교

 김기현 포항공과대학교

 김기호 한국전광(주)

 김기홍 

 김기홍 (주)이오테크닉스

 김기홍 아주대학교

 김길환 삼성전자(주)

 김나형 아주대학교

 김낙현 서울대학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김남 충북대학교

 김남국 삼성종합기술원

 김남성 크루셜머신즈(주)

 김남식 

 김남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남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남희 그린광학

 김달규 DateSecure

* 김달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대건 영남대학교

 김대규 오엠에이

 김대근 LG디스플레이

* 김대근 단국대학교

 김대석 전북대학교

 김대성 고등기술연구원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대식 삼성전자(주)

* 김대식 서울대학교

* 김대연 국방과학연구소

 김대유 인하대학교

 김대찬 인하대학교

 김대환 삼성전자(주)

 김덕봉 (주)오랜텍

* 김덕영 연세대학교

 김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덕현 한밭대학교

 김덕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김덕훈 마산대학교

* 김도석 서강대학교

* 김도열 하나기술(주)

 김도영 서울통신기술㈜

 김도윤 충남대학교

 김도익 ㈜OE솔루션

 김도헌 서울대학교

 김도현 (주)위오

 김도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김도형 ㈜쎄트렉아이

 김도형 삼성전자(주)

 김도형 협진화학

 김도훈 (주)한택

 김도훈 ㈜덕인

 김동각 삼성전자(주)

 김동규 국방과학연구소

 김동균 동명대학교

 김동근 우리로광통신(주)

 김동석 ㈜아이비젼

 김동수 삼성전자(주)

 김동식 한국광기술원

 김동언 포항공과대학교

 김동완 

 김동욱 LG전자

 김동율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동익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김동준 국방과학연구소

 김동준 한국전기연구원

 김동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동철 삼성전자(주)

 김동하 삼성전자(주)

 김동하 이화여자대학교

* 김동현 연세대학교

 김동현 유니Think

 김동호 연세대학교

* 김동환 (주)한화

 김동환 국방과학연구소

 김동희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김두리 한양대학교

 김두철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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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득수 공군사관학교

 김륜경 성균관대학교

 김만호 

 김면식 로잔공대

 김명근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김명기 고려대학교

 김명석 ㈜한광옵토

 김명섭 (주)에이엠티솔루션

 김명운 (주)금광

 김명준 아주대학교

 김명준 (주)파이오셀

 김명중 (주)다이프로

 김명진 (주)옵티베이스

 김명진 한국광기술원

 김명헌 한국전광(주)

* 김명훈 전북대학교

 김명희 (주)원익

 김무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김무송 주복정공(주)

 김문석 가톨릭대학교

 김문준 Sekinos Korea

 김문환 신라대학교

 김미령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미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김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곤 광주과학기술원

 김민기 경상대학교

 김민년 백석대학교

 김민석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민성 동명정보대학교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민수 

 김민수 한화시스템

 김민욱 ㈜가하

 김민정 (주)유니온커뮤니티

 김민형 SK 텔레콤

 김범준 ㈜효성

 김범진 삼성전자(주)

* 김법민 고려대학교

 김병기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열 인소팩

* 김병윤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창 경남대학교

 김병채 

 김병철 바디텍레드

* 김병태 청주대학교

 김병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복기 인텍플러스

 김복중 (주)다담하이테크

* 김복현 광주과학기술원

 김봉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봉기 삼성전자(주)

 김봉준 한양대학교

 김봉중 광주과학기술원

 김봉철 (주)옵토웨이퍼테크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봉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봉호 LG전자

 김봉환 경북과학대학교

* 김부균 숭실대학교

 김부태 에이옵틱스(주)

 김상곤 홍익대학교

* 김상국 Laser & Physics

* 김상기 동남보건대학교

 김상범 SK 텔레콤

 김상석 한국광기술원

* 김상연 대구보건대학교

* 김상열 아주대학교

 김상용 KT 기술연구소

 김상유 한국광기술원

* 김상인 아주대학교

 김상인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상준 에이앤아이

 김상천 LG전자

 김상택 특허청

 김상혁 레이저옵텍

 김상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상호 

 김상화 삼성전기㈜

 김상훈 목포해양대학교

* 김기식 인하대학교

 김기철 

 김기현 삼성전자(주)

 김기현 영남대학교

 김기현 포항공과대학교

 김기호 한국전광(주)

 김기홍 

 김기홍 (주)이오테크닉스

 김기홍 아주대학교

 김길환 삼성전자(주)

 김나형 아주대학교

 김낙현 서울대학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김남 충북대학교

 김남국 삼성종합기술원

 김남성 크루셜머신즈(주)

 김남식 

 김남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남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남희 그린광학

 김달규 DateSecure

* 김달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대건 영남대학교

 김대규 오엠에이

 김대근 LG디스플레이

* 김대근 단국대학교

 김대석 전북대학교

 김대성 고등기술연구원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대식 삼성전자(주)

* 김대식 서울대학교

* 김대연 국방과학연구소

 김대유 인하대학교

 김대찬 인하대학교

 김대환 삼성전자(주)

 김덕봉 (주)오랜텍

* 김덕영 연세대학교

 김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덕현 한밭대학교

 김덕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김덕훈 마산대학교

* 김도석 서강대학교

* 김도열 하나기술(주)

 김도영 서울통신기술㈜

 김도윤 충남대학교

 김도익 ㈜OE솔루션

 김도헌 서울대학교

 김도현 (주)위오

 김도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김도형 ㈜쎄트렉아이

 김도형 삼성전자(주)

 김도형 협진화학

 김도훈 (주)한택

 김도훈 ㈜덕인

 김동각 삼성전자(주)

 김동규 국방과학연구소

 김동균 동명대학교

 김동근 우리로광통신(주)

 김동석 ㈜아이비젼

 김동수 삼성전자(주)

 김동식 한국광기술원

 김동언 포항공과대학교

 김동완 

 김동욱 LG전자

 김동율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동익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김동준 국방과학연구소

 김동준 한국전기연구원

 김동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동철 삼성전자(주)

 김동하 삼성전자(주)

 김동하 이화여자대학교

* 김동현 연세대학교

 김동현 유니Think

 김동호 연세대학교

* 김동환 (주)한화

 김동환 국방과학연구소

 김동희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김두리 한양대학교

 김두철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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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김영수 한화시스템

* 김영순 명지대학교

* 김영식 단국대학교

* 김영식 LG디지탈미디어연구소

 김영식 

* 김영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영식 (주)휴비츠

 김영웅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영일 

 김영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김영주 (주)유남옵틱스

 김영주 연세대학교

 김영준 디오스텍

*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중 LG전자

 김영진 한국과학기술원

 김영진 경기대학교

 김영진 LG전자

 김영찬 삼성디스플레이

 김영찬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천 전북대학교

* 김영철 을지대학교

 김영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영호 Jonnam University

 김영훈 한국과학기술원

 김옥관 한국과학기술원

 김완수 

 김완수 LG. Philips-LCD

 김완진 한밭대학교

 김왕기 한국광기술원

 김요희 한국전기연구원

 김용 한양대학교

 김용갑 원광대학교

 김용관 LG 전선㈜

 김용근 동강대학교

 김용기 삼성첨단기술연수소

 김용기 공주대학교

 김용남 파워옵틱스㈜

 김용래 University of South Florida

 김용민 스타브이-레이(주)

 김용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용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완 동성제약

 김용우 어플리컴

 김용욱 쇼트코리아

 김용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용태 GooDBoy. Co., Ltd.

* 김용평 경희대학교

 김용현 부경대학교

 김용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우경 전자부품연구원

 김우성 수원대학교

 김우식 세종대학교

 김우영 호서대학교

 김우용 Anam Semicondutor

 김우준 글로닉

 김욱성 포항공과대학교

 김운일 AMT 엔지니어링

 김원식 ㈜이오시스템

 김원호 신경대학교

 김원효 ㈜휘라포토닉스

 김유나 북해도대학교

 김유석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유신 고려대학교

 김유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윤갑 한국기계연구원

 김윤경 동아대학교

* 김윤명 단국대학교

 김윤종 한국천문연구원

 김윤현 한국광기술원

* 김윤호 포항공과대학교

 김은경 한국화학연구원

* 김은경 연세대학교

 김은섭 우리기술투자(주)

* 김은수 광운대학교

 김은주 영남대학교

 김은진 (주)창원옵텍

 김은진 삼성전기㈜

 김은화 엘지이노텍

 김서현 한화시스템

 김석 MIT

 김석기 국립암센터

 김석민 중앙대학교

* 김석원 울산대학교

 김선경 경희대학교

 김선관 한국단자공업(주)

* 김선국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선일 부경대학교

 김선일 삼성종합기술원

 김선일 TFTech

 김선제 명지대학교

 김선종 특허청

 김선주 (주)이상테크

*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선희 서울대학교

 김성국 안동정보대학

 김성규 영남대학교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성만 경성대학교

 김성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성수 삼성전자(주)

 김성수 한국전광(주)

 김성식 삼성전자(주)

* 김성우 원스톤

* 김성원 홍익대학교

 김성조 기초과학연구원

 김성주 (주)엘립소테크놀러지

* 김성준 서울대학교

 김성철 삼성테크윈(주)

* 김성철 명지대학교

 김성필 삼성전기㈜

 김성하 원스톤

 김성한 

 김성한 광주과학기술원

* 김성호 (주)텔레옵틱스

 김성화 이오시스템

 김성환 아주대학교

 김성훈 마이크로인스펙션(주)

 김성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성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세윤 삼성전자(주)

 김세정 시드니공과대학교

 김세헌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김소연 울산과학기술원

 김소영 한국광기술원

 김소은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수근 경희대학교

 김수길 호서대학교

 김수연 광주과학기술원

 김수용 빅토리아대학교

* 김수중 경북대학교

 김수진 고려대학교

 김수철 ㈜비솔

* 김승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승만 한국기계연구원

* 김승우 한국과학기술원

 김승철 KT

 김승철 부산대학교

 김승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승현 ㈜유남옵틱스

 김아정 세종대학교

 김양섭 (주)세코닉스

 김억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여훈 한국광기술원

 김연수 국방과학연구소

 김연화 아주대학교

 김영곤 (주)이노셈코리아

 김영규 서울아산병원

* 김영기 도남시스템㈜

 김영기 포항공과대학교

 김영덕 서강대학교

 김영동 경희대학교

 김영란 삼성테크윈(주)

* 김영민 전자부품연구원

 김영민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영민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 김영봉 한국오클라로

 김영석 전자부품연구원

 김영섭 애니모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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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김영수 한화시스템

* 김영순 명지대학교

* 김영식 단국대학교

* 김영식 LG디지탈미디어연구소

 김영식 

* 김영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영식 (주)휴비츠

 김영웅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영일 

 김영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김영주 (주)유남옵틱스

 김영주 연세대학교

 김영준 디오스텍

*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중 LG전자

 김영진 한국과학기술원

 김영진 경기대학교

 김영진 LG전자

 김영찬 삼성디스플레이

 김영찬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천 전북대학교

* 김영철 을지대학교

 김영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영호 Jonnam University

 김영훈 한국과학기술원

 김옥관 한국과학기술원

 김완수 

 김완수 LG. Philips-LCD

 김완진 한밭대학교

 김왕기 한국광기술원

 김요희 한국전기연구원

 김용 한양대학교

 김용갑 원광대학교

 김용관 LG 전선㈜

 김용근 동강대학교

 김용기 삼성첨단기술연수소

 김용기 공주대학교

 김용남 파워옵틱스㈜

 김용래 University of South Florida

 김용민 스타브이-레이(주)

 김용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용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완 동성제약

 김용우 어플리컴

 김용욱 쇼트코리아

 김용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용태 GooDBoy. Co., Ltd.

* 김용평 경희대학교

 김용현 부경대학교

 김용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우경 전자부품연구원

 김우성 수원대학교

 김우식 세종대학교

 김우영 호서대학교

 김우용 Anam Semicondutor

 김우준 글로닉

 김욱성 포항공과대학교

 김운일 AMT 엔지니어링

 김원식 ㈜이오시스템

 김원호 신경대학교

 김원효 ㈜휘라포토닉스

 김유나 북해도대학교

 김유석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유신 고려대학교

 김유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윤갑 한국기계연구원

 김윤경 동아대학교

* 김윤명 단국대학교

 김윤종 한국천문연구원

 김윤현 한국광기술원

* 김윤호 포항공과대학교

 김은경 한국화학연구원

* 김은경 연세대학교

 김은섭 우리기술투자(주)

* 김은수 광운대학교

 김은주 영남대학교

 김은진 (주)창원옵텍

 김은진 삼성전기㈜

 김은화 엘지이노텍

 김서현 한화시스템

 김석 MIT

 김석기 국립암센터

 김석민 중앙대학교

* 김석원 울산대학교

 김선경 경희대학교

 김선관 한국단자공업(주)

* 김선국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선일 부경대학교

 김선일 삼성종합기술원

 김선일 TFTech

 김선제 명지대학교

 김선종 특허청

 김선주 (주)이상테크

*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선희 서울대학교

 김성국 안동정보대학

 김성규 영남대학교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성만 경성대학교

 김성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성수 삼성전자(주)

 김성수 한국전광(주)

 김성식 삼성전자(주)

* 김성우 원스톤

* 김성원 홍익대학교

 김성조 기초과학연구원

 김성주 (주)엘립소테크놀러지

* 김성준 서울대학교

 김성철 삼성테크윈(주)

* 김성철 명지대학교

 김성필 삼성전기㈜

 김성하 원스톤

 김성한 

 김성한 광주과학기술원

* 김성호 (주)텔레옵틱스

 김성화 이오시스템

 김성환 아주대학교

 김성훈 마이크로인스펙션(주)

 김성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성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세윤 삼성전자(주)

 김세정 시드니공과대학교

 김세헌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김소연 울산과학기술원

 김소영 한국광기술원

 김소은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수근 경희대학교

 김수길 호서대학교

 김수연 광주과학기술원

 김수용 빅토리아대학교

* 김수중 경북대학교

 김수진 고려대학교

 김수철 ㈜비솔

* 김승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승만 한국기계연구원

* 김승우 한국과학기술원

 김승철 KT

 김승철 부산대학교

 김승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승현 ㈜유남옵틱스

 김아정 세종대학교

 김양섭 (주)세코닉스

 김억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여훈 한국광기술원

 김연수 국방과학연구소

 김연화 아주대학교

 김영곤 (주)이노셈코리아

 김영규 서울아산병원

* 김영기 도남시스템㈜

 김영기 포항공과대학교

 김영덕 서강대학교

 김영동 경희대학교

 김영란 삼성테크윈(주)

* 김영민 전자부품연구원

 김영민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영민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 김영봉 한국오클라로

 김영석 전자부품연구원

 김영섭 애니모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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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종수 코웰월드옵텍주식회사

 김종수 (주)레이콤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김종윤 경동대학교

 김종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종일 ㈜오토닉스

 김종재 한국조폐공사

 김종진 한국전기연구원

* 김종태 부경대학교

 김종택 아주대학교

 김종혁 아주대학교

 김종현 충남대학교

 김종호 광주과학기술원

 김종환 포항공과대학교

 김종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훈 숭실대학교

 김종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좌준 ㈜닥터메드

 김주경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주영 

 김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김주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주환 파워옵틱스

 김준기 서울대학교

 김준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준완 한국전기연구원

 김준원 

 김준태 아주대학교

 김준하 ㈜삼양옵틱스

 김준헌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현 영남대학교

 김준형 지오씨(주)

 김준희 한화

*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김지덕 삼성종합기술원

 김지수 부산대학교

 김지애 (주)토핀스

 김지우 제일모직

* 김지원 한양대학교ERICA

 김지철 렙. 엔지니어링

 김지헌 한국천문연구원

* 김지현 경북대학교

 김지홍 

 김지훈 노스웨스턴 대학

 김지희 성균관대학교

 김진봉 전남대학교

 김진수 삼성전자(주)

* 김진승 전북대학교

 김진영 동명정보대학교

* 김진용 

 김진우 삼성전자(주)

 김진욱 원텍㈜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종 삼성전기㈜

* 김진중 세종대학교

 김진철 포항공과대학교

* 김진태 조선대학교

 김진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택 

 김진하 (주)유니오텍

 김진혁 전남대학교

 김진호 ㈜세코닉스

 김진환 삼성종합기술원

 김차연 STNI

 김찬 경북대학교

 김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창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김창민 서울시립대학교

 김창범 포항가속기연구소

* 김창봉 공주대학교

* 김창석 부산대학교

 김창선 부산대학교

 김창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오 아이쓰리시스템(주)

 김창우 국방과학연구소

 김창일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채수 고려대학교

* 김천 국민대학교

 김철민 광주과학기술원

 김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의석 에이티아이㈜

 김이종 광주과학기술원

 김익모 (주)테크노전자

 김익상 배재대학교

 김인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인보 경북대학교

 김인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인식 국방기술품질원

 김인택 명지대학교

 김인회 전자부품연구원

 김일구 삼성전기㈜

 김일목 (주)시원광기술

 김일원 울산대학교

 김장겸 삼성전자(주)

 김장면 SK 텔레콤

* 김장선 (주)팬옵틱스

 김장우 포항가속기연구소

 김장주 광주과학기술원

 김장표 국방과학연구소

* 김재관 광주과학기술원

* 김재기 전북대학교

 김재도 경북과학대학교

 김재범 삼성테크윈(주)

 김재선 대한광통신주식회사

* 김재순 명지대학교

 김재영 고려대학교

* 김재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김재완 고등과학원

 김재완 명지대학교

 김재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재인 (주)한화

 김재일 국방과학연구소

* 김재창 부산대학교

 김재한 아주대학교

 김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훈 한국전기연구원

* 김재훈 한양대학교

* 김점술 레이저스펙트라

 김정곤 한세대학교

 김정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정관 

* 김정묵 (주)한빛레이저

 김정미 (주)라이콤

 김정민 한국기계연구원

 김정민 서울대학교

 김정배 전자부품연구원

 김정용 

 김정욱 부산대학교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

 김정인 에이티아이㈜

 김정일 충남대학교

 김정제 

 김정주 대우종합기계㈜

 김정헌 한국광기술원

 김정현 (주) 토핀스

 김정현 국방과학연구소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 김정호 경희대학교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김정호 인하대학교

 김정회 포항공과대학교

 김정훈 광주과학기술원

 김정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제민 전자부품연구원

 김제원 남서울대학교

* 김제하 청주대학교

 김제형 울산과학기술원

 김종국 

 김종국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종규 삼성코닝 (글로벌텍)

 김종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렬 세종대학교

 김종배 고등기술연구원

 김종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종삼 하이닉스 반도체㈜

* 김종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섭 한국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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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종수 코웰월드옵텍주식회사

 김종수 (주)레이콤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김종윤 경동대학교

 김종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종일 ㈜오토닉스

 김종재 한국조폐공사

 김종진 한국전기연구원

* 김종태 부경대학교

 김종택 아주대학교

 김종혁 아주대학교

 김종현 충남대학교

 김종호 광주과학기술원

 김종환 포항공과대학교

 김종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훈 숭실대학교

 김종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좌준 ㈜닥터메드

 김주경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김주영 

 김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김주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주환 파워옵틱스

 김준기 서울대학교

 김준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준완 한국전기연구원

 김준원 

 김준태 아주대학교

 김준하 ㈜삼양옵틱스

 김준헌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현 영남대학교

 김준형 지오씨(주)

 김준희 한화

*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김지덕 삼성종합기술원

 김지수 부산대학교

 김지애 (주)토핀스

 김지우 제일모직

* 김지원 한양대학교ERICA

 김지철 렙. 엔지니어링

 김지헌 한국천문연구원

* 김지현 경북대학교

 김지홍 

 김지훈 노스웨스턴 대학

 김지희 성균관대학교

 김진봉 전남대학교

 김진수 삼성전자(주)

* 김진승 전북대학교

 김진영 동명정보대학교

* 김진용 

 김진우 삼성전자(주)

 김진욱 원텍㈜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종 삼성전기㈜

* 김진중 세종대학교

 김진철 포항공과대학교

* 김진태 조선대학교

 김진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택 

 김진하 (주)유니오텍

 김진혁 전남대학교

 김진호 ㈜세코닉스

 김진환 삼성종합기술원

 김차연 STNI

 김찬 경북대학교

 김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창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김창민 서울시립대학교

 김창범 포항가속기연구소

* 김창봉 공주대학교

* 김창석 부산대학교

 김창선 부산대학교

 김창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오 아이쓰리시스템(주)

 김창우 국방과학연구소

 김창일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채수 고려대학교

* 김천 국민대학교

 김철민 광주과학기술원

 김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의석 에이티아이㈜

 김이종 광주과학기술원

 김익모 (주)테크노전자

 김익상 배재대학교

 김인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인보 경북대학교

 김인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인식 국방기술품질원

 김인택 명지대학교

 김인회 전자부품연구원

 김일구 삼성전기㈜

 김일목 (주)시원광기술

 김일원 울산대학교

 김장겸 삼성전자(주)

 김장면 SK 텔레콤

* 김장선 (주)팬옵틱스

 김장우 포항가속기연구소

 김장주 광주과학기술원

 김장표 국방과학연구소

* 김재관 광주과학기술원

* 김재기 전북대학교

 김재도 경북과학대학교

 김재범 삼성테크윈(주)

 김재선 대한광통신주식회사

* 김재순 명지대학교

 김재영 고려대학교

* 김재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김재완 고등과학원

 김재완 명지대학교

 김재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재인 (주)한화

 김재일 국방과학연구소

* 김재창 부산대학교

 김재한 아주대학교

 김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훈 한국전기연구원

* 김재훈 한양대학교

* 김점술 레이저스펙트라

 김정곤 한세대학교

 김정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정관 

* 김정묵 (주)한빛레이저

 김정미 (주)라이콤

 김정민 한국기계연구원

 김정민 서울대학교

 김정배 전자부품연구원

 김정용 

 김정욱 부산대학교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

 김정인 에이티아이㈜

 김정일 충남대학교

 김정제 

 김정주 대우종합기계㈜

 김정헌 한국광기술원

 김정현 (주) 토핀스

 김정현 국방과학연구소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 김정호 경희대학교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김정호 인하대학교

 김정회 포항공과대학교

 김정훈 광주과학기술원

 김정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제민 전자부품연구원

 김제원 남서울대학교

* 김제하 청주대학교

 김제형 울산과학기술원

 김종국 

 김종국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종규 삼성코닝 (글로벌텍)

 김종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렬 세종대학교

 김종배 고등기술연구원

 김종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종삼 하이닉스 반도체㈜

* 김종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섭 한국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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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네오레이저

 김호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호규 삼성코닝정밀유리

 김호섭 선문대학교

* 김호성 중앙대학교

* 김호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호준 경희대학교

 김홍국 커미넷(주)

 김홍기 삼성전기㈜

* 김홍만 (주)빛과전자

* 김홍석 대진대학교

 김홍승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홍식 삼성종합기술원

 김홍철 부산대학교

* 김화민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화택 전남대학교

 김환규 한남대학교

 김회경 전자부품연구원

 김회만 광주과학기술원

* 김회종 한국광기술원

* 김효근 광주과학기술원

 김효남 비엔비상사

 김효석 HTSK

 김효정 부산대학교

 김효진 한국광기술원

 김후식 (주)뷰웍스

 김훈 한국과학기술원

 김휘 고려대학교

 김휘영 동주대학교

 김희식 서울시립대학교

 김희운 한국광기술원

 김희원 펨트론

 김희정 부산대학교

 김희철 아주대학교

 김희환 ㈜하나로트레이딩

 나상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승우 (주)서울금속

* 나승유 포항공과대학교

 나자경 충남대학교

 나준희 충남대학교

 나창수 동신대학교

 나훈균 한국핵융합연구센터

 남경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남궁기 나래나노텍

* 남기봉 한림대학교

 남기용 원광대학교

 남기중 고등기술연구원

 남동욱 싱가폴 난양공대

 남명우 대양광학㈜

* 남병호 엔옵틱스

 남성림 LG. Philips

 남성모 한국원자력연구원

 남승호 중앙대학교

 남옥현 삼성종합기술원

 남윤기 한국과학기술원

 남은혁 (주)위키옵틱스

 남은희 오리온전기㈜

* 남창희 광주과학기술원

 노경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노병섭 한국광기술원

* 노시표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영민 광주과학기술원

 노영욱 ㈜켐옵틱스

 노영철 광주과학기술원

 노우영 미세레이저기술

 노우주 육군종합군수학교

 노유신 건국대학교

 노유철 (주)피피아이

* 노재우 인하대학교

 노재헌 ㈜태산LCD

 노정훈 부산대학교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노창석 경북대학교

 노태연 (주)픽셀로

 노흥렬 전남대학교

 노희소 국민대학교

 도규봉 한국항공대학교

 도상현 삼성전자(주)

* 도양회 제주대학교

 김철섭 

* 김철수 경주대학교

 김철영 전남대학교

* 김철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철홍 포항공과대학교

 김청식 부경대학교

* 김칠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태경 한국광기술원

 김태균 영남대학교

* 김태근 세종대학교

 김태근 한국천문연구원

 김태근 고려대학교

 김태근 고려대학교

 김태석 선광전자㈜

* 김태수 울산대학교

 김태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태식 한국과학기술원

 김태신 세메스

 김태영 ㈜이오시스템

 김태영 인하대학교

 김태영 쓰리엘시스템

 김태용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김태일 한국광기술원

 김태진 PST

 김태진 부산대학교

 김태현 람다 리서치 옵틱스 코리아

 김태현 서울대학교

 김태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태형 LIGnex1

 김태훈 한국광기술원

 김태훈 코닝광통신코리아

 김태희 삼성전자(주)

 김택수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택중 (주)메포스

 김튼튼 울산대학교

 김평래 

* 김필수 한양대학교

* 김필한 한국과학기술원

 김하나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하술 포항종합제철

 김하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하은 한국과학기술원

* 김학린 경북대학교

 김학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한섭 University of Ulsan

 김한수 

 김한중 (재)다차원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김한필 LG화학기술원

* 김향균 홍익대학교

* 김헌오 부산대학교

 김혁 

* 김현규 ㈜토핀스

 김현덕 경북대학교

 김현수 현대전자(주)

 김현수 조선대학교

* 김현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수 국방과학연구소

 김현숙 국방과학연구소

 김현숙 한국전기연구원

 김현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현욱 한국광기술원

 김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정 서강대학교

 김현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현준 ㈜토핀스

 김현준 한국조폐공사

 김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철 Daejeon Univ.

 김현태 두산DST(주)

 김현태 홍익대학교

 김현호 (주)에이제이월드

 김현희 (주) 토핀스

 김형권 한양대학교

 김형문 

 김형석 숭실대학교

 김형수 ㈜코렌

 김형주 숭실대학교

* 김형택 광주과학기술원

 김혜경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혜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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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네오레이저

 김호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호규 삼성코닝정밀유리

 김호섭 선문대학교

* 김호성 중앙대학교

* 김호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호준 경희대학교

 김홍국 커미넷(주)

 김홍기 삼성전기㈜

* 김홍만 (주)빛과전자

* 김홍석 대진대학교

 김홍승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홍식 삼성종합기술원

 김홍철 부산대학교

* 김화민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화택 전남대학교

 김환규 한남대학교

 김회경 전자부품연구원

 김회만 광주과학기술원

* 김회종 한국광기술원

* 김효근 광주과학기술원

 김효남 비엔비상사

 김효석 HTSK

 김효정 부산대학교

 김효진 한국광기술원

 김후식 (주)뷰웍스

 김훈 한국과학기술원

 김휘 고려대학교

 김휘영 동주대학교

 김희식 서울시립대학교

 김희운 한국광기술원

 김희원 펨트론

 김희정 부산대학교

 김희철 아주대학교

 김희환 ㈜하나로트레이딩

 나상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승우 (주)서울금속

* 나승유 포항공과대학교

 나자경 충남대학교

 나준희 충남대학교

 나창수 동신대학교

 나훈균 한국핵융합연구센터

 남경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남궁기 나래나노텍

* 남기봉 한림대학교

 남기용 원광대학교

 남기중 고등기술연구원

 남동욱 싱가폴 난양공대

 남명우 대양광학㈜

* 남병호 엔옵틱스

 남성림 LG. Philips

 남성모 한국원자력연구원

 남승호 중앙대학교

 남옥현 삼성종합기술원

 남윤기 한국과학기술원

 남은혁 (주)위키옵틱스

 남은희 오리온전기㈜

* 남창희 광주과학기술원

 노경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노병섭 한국광기술원

* 노시표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영민 광주과학기술원

 노영욱 ㈜켐옵틱스

 노영철 광주과학기술원

 노우영 미세레이저기술

 노우주 육군종합군수학교

 노유신 건국대학교

 노유철 (주)피피아이

* 노재우 인하대학교

 노재헌 ㈜태산LCD

 노정훈 부산대학교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노창석 경북대학교

 노태연 (주)픽셀로

 노흥렬 전남대학교

 노희소 국민대학교

 도규봉 한국항공대학교

 도상현 삼성전자(주)

* 도양회 제주대학교

 김철섭 

* 김철수 경주대학교

 김철영 전남대학교

* 김철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철홍 포항공과대학교

 김청식 부경대학교

* 김칠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태경 한국광기술원

 김태균 영남대학교

* 김태근 세종대학교

 김태근 한국천문연구원

 김태근 고려대학교

 김태근 고려대학교

 김태석 선광전자㈜

* 김태수 울산대학교

 김태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태식 한국과학기술원

 김태신 세메스

 김태영 ㈜이오시스템

 김태영 인하대학교

 김태영 쓰리엘시스템

 김태용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김태일 한국광기술원

 김태진 PST

 김태진 부산대학교

 김태현 람다 리서치 옵틱스 코리아

 김태현 서울대학교

 김태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태형 LIGnex1

 김태훈 한국광기술원

 김태훈 코닝광통신코리아

 김태희 삼성전자(주)

 김택수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택중 (주)메포스

 김튼튼 울산대학교

 김평래 

* 김필수 한양대학교

* 김필한 한국과학기술원

 김하나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하술 포항종합제철

 김하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하은 한국과학기술원

* 김학린 경북대학교

 김학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한섭 University of Ulsan

 김한수 

 김한중 (재)다차원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김한필 LG화학기술원

* 김향균 홍익대학교

* 김헌오 부산대학교

 김혁 

* 김현규 ㈜토핀스

 김현덕 경북대학교

 김현수 현대전자(주)

 김현수 조선대학교

* 김현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수 국방과학연구소

 김현숙 국방과학연구소

 김현숙 한국전기연구원

 김현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현욱 한국광기술원

 김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정 서강대학교

 김현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현준 ㈜토핀스

 김현준 한국조폐공사

 김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철 Daejeon Univ.

 김현태 두산DST(주)

 김현태 홍익대학교

 김현호 (주)에이제이월드

 김현희 (주) 토핀스

 김형권 한양대학교

 김형문 

 김형석 숭실대학교

 김형수 ㈜코렌

 김형주 숭실대학교

* 김형택 광주과학기술원

 김혜경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김혜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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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득 숭실대학교

 박경득 포항공과대학교

 박경모 경희대학교

 박경수 (주)옵티코어

 박경순 서울광학주식회사

 박경주 

 박경준 케이에스포토닉스

* 박경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경호 부산대학교

 박경환 부산대학교

 박관섭 광주과학기술원

 박광노 전자부품연구원

 박광범 전자부품연구원

 박광수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박광우 국방과학연구소

 박광일 부경대학교

 박광훈 Meadowlark Optics

 박귀종 한국천문연구원

 박규열 울산대학교

 박규창 경희대학교

* 박규환 고려대학교

 박근열 KT 인프라연구소

 박근재 빛과전자

 박금석 ㈜Primepotere

 박기남 동일시마즈

 박기련 커미넷(주)

 박기성 (주)빛과전자

 박기준 한국전력연구원

 박기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기환 광주과학기술원

* 박남규 서울대학교

 박남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노철 연세대학교

 박대봉 대신BC

 박대서 삼성전자(주)

* 박대윤 인하대학교

 박도현 고등기술연구원

 박돈남 B.I

 박동영 전남대학교

 박동우 (주)라이팩

* 박동욱 홍익대학교

 박두재 Carl Von Ossietzky University Oldenburg

 박두재 한림대학교

 박두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박명봉 비아이

 박명준 머티리온 코리아

 박명희 아주대학교

 박문찬 신흥대학

 박민규 국방과학연구소

 박민규 광운대학교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범호 

* 박병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상국 위덕대학교

 박상규 한양대학교

 박상기 삼성전기㈜

 박상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박상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상영 한화시스템

 박상조 서원대학교

 박상준 인하대학교

 박상헌 성균관대학교

 박선정 LG전자

 박선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설원 한국전기연구원

* 박성종 순천청암대학교

 박성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박성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성준 한국과학기술원

 박성진 한국폴리텍6대학

* 박성찬 단국대학교

 박성천 (주)이오시스템

 박성혁 (주)우리넷

 박성호 부산대학교

* 박성희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박세강 삼성전자(주)

 박세희 한성엘컴텍CCM연구소

 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박소희 조선대학교

 도욱호 제일모직(주)

 도윤선 경북대학교

 도의송 삼성SDI

 도호진 LG전자

 도희욱 부산대학교

 라영식 한국과학기술원

 레딘츤손 한국과학기술원

 류경화 (주)빛과전자

 류근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류세훈 ㈜수도그룹

 류영남 한국전광(주)

 류영재 한국뇌연구원

 류용학 세코닉스

 류우찬 부경대학교

 류재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류정호 한국교통대학교

 류정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류지봉 LG전자

* 류지욱 공주대학교

 류창훈 광주대학교

* 류한열 인하대학교

 류한영 국방과학연구소

 류한용 국방과학연구소

 류한철 삼육대학교

 류현석 삼성종합기술원

 류형숙 

 마병진 전자부품연구원

 마이클리  유티오인터내셔날코퍼레이션

 만게쉬 디와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맹인희 연세대학교

 메나브데세르게이 한국과학기술원

 명노성 광주과학기술원

 명승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명재열 장원공업고등학교

 명주원 ㈜동일기연

 명창순 한국전광(주)

 목진명 LG전자

 문갑열 (주)우리로

 문걸 전남대학교

 문경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기원 삼성전기㈜

 문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대승 코닝광통신코리아

 문병기 부경대학교

 문상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문석배 국민대학교

 문성오 부산대학교

* 문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성재 한국광기술원

 문성훈 삼성SDI

 문승환 주식회사위멤스

 문영기 

* 문일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일춘 삼성테크윈(주)

 문정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문제회 포항공과대학교

 문종국 

 문종하 ㈜휘라포토닉스

 문준석 코스모링크

 문준호 (주)렘퍼스

 문진수 LG전자

* 문한섭 부산대학교

 문현덕 ㈜빔텍

 문현승 (주)켐옵틱스

 문현주 ㈜지론테크놀로지

 문현찬 전자부품연구원

 문형명 ㈜피피아이

* 문희종 세종대학교

 민경인 전북대학교

 민경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민범기 한국과학기술원

* 민성욱 경희대학교

 민운식 삼성전기㈜

 민정준 전남대학교

 민지홍 

 박갑동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강성 삼성SDI

 박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건우 ㈜미래컴퍼니

 박경덕 울산과학기술원

4843부•부록 485 5장•회원 명단



 박경득 숭실대학교

 박경득 포항공과대학교

 박경모 경희대학교

 박경수 (주)옵티코어

 박경순 서울광학주식회사

 박경주 

 박경준 케이에스포토닉스

* 박경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경호 부산대학교

 박경환 부산대학교

 박관섭 광주과학기술원

 박광노 전자부품연구원

 박광범 전자부품연구원

 박광수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박광우 국방과학연구소

 박광일 부경대학교

 박광훈 Meadowlark Optics

 박귀종 한국천문연구원

 박규열 울산대학교

 박규창 경희대학교

* 박규환 고려대학교

 박근열 KT 인프라연구소

 박근재 빛과전자

 박금석 ㈜Primepotere

 박기남 동일시마즈

 박기련 커미넷(주)

 박기성 (주)빛과전자

 박기준 한국전력연구원

 박기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기환 광주과학기술원

* 박남규 서울대학교

 박남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노철 연세대학교

 박대봉 대신BC

 박대서 삼성전자(주)

* 박대윤 인하대학교

 박도현 고등기술연구원

 박돈남 B.I

 박동영 전남대학교

 박동우 (주)라이팩

* 박동욱 홍익대학교

 박두재 Carl Von Ossietzky University Oldenburg

 박두재 한림대학교

 박두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박명봉 비아이

 박명준 머티리온 코리아

 박명희 아주대학교

 박문찬 신흥대학

 박민규 국방과학연구소

 박민규 광운대학교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범호 

* 박병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상국 위덕대학교

 박상규 한양대학교

 박상기 삼성전기㈜

 박상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박상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상영 한화시스템

 박상조 서원대학교

 박상준 인하대학교

 박상헌 성균관대학교

 박선정 LG전자

 박선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설원 한국전기연구원

* 박성종 순천청암대학교

 박성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박성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성준 한국과학기술원

 박성진 한국폴리텍6대학

* 박성찬 단국대학교

 박성천 (주)이오시스템

 박성혁 (주)우리넷

 박성호 부산대학교

* 박성희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박세강 삼성전자(주)

 박세희 한성엘컴텍CCM연구소

 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박소희 조선대학교

 도욱호 제일모직(주)

 도윤선 경북대학교

 도의송 삼성SDI

 도호진 LG전자

 도희욱 부산대학교

 라영식 한국과학기술원

 레딘츤손 한국과학기술원

 류경화 (주)빛과전자

 류근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류세훈 ㈜수도그룹

 류영남 한국전광(주)

 류영재 한국뇌연구원

 류용학 세코닉스

 류우찬 부경대학교

 류재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류정호 한국교통대학교

 류정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류지봉 LG전자

* 류지욱 공주대학교

 류창훈 광주대학교

* 류한열 인하대학교

 류한영 국방과학연구소

 류한용 국방과학연구소

 류한철 삼육대학교

 류현석 삼성종합기술원

 류형숙 

 마병진 전자부품연구원

 마이클리  유티오인터내셔날코퍼레이션

 만게쉬 디와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맹인희 연세대학교

 메나브데세르게이 한국과학기술원

 명노성 광주과학기술원

 명승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명재열 장원공업고등학교

 명주원 ㈜동일기연

 명창순 한국전광(주)

 목진명 LG전자

 문갑열 (주)우리로

 문걸 전남대학교

 문경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기원 삼성전기㈜

 문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대승 코닝광통신코리아

 문병기 부경대학교

 문상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문석배 국민대학교

 문성오 부산대학교

* 문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성재 한국광기술원

 문성훈 삼성SDI

 문승환 주식회사위멤스

 문영기 

* 문일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일춘 삼성테크윈(주)

 문정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문제회 포항공과대학교

 문종국 

 문종하 ㈜휘라포토닉스

 문준석 코스모링크

 문준호 (주)렘퍼스

 문진수 LG전자

* 문한섭 부산대학교

 문현덕 ㈜빔텍

 문현승 (주)켐옵틱스

 문현주 ㈜지론테크놀로지

 문현찬 전자부품연구원

 문형명 ㈜피피아이

* 문희종 세종대학교

 민경인 전북대학교

 민경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민범기 한국과학기술원

* 민성욱 경희대학교

 민운식 삼성전기㈜

 민정준 전남대학교

 민지홍 

 박갑동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강성 삼성SDI

 박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건우 ㈜미래컴퍼니

 박경덕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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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종성 ㈜디지탈옵틱

 박종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종인 마이크로인스펙션(주)

 박종주 한국과학기술원

 박종혁 한국광기술원

 박종현 ㈜효성 섬유연구소

 박주섭 전자부품연구원

* 박주연 대우전자(주)

 박준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준오 (주)켐옵틱스

 박준용 금오공과대학교

 박중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지용 한밭대

 박지용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박지우 포항공과대학교

 박진상 ㈜오카스

 박진섭 한양대학교

* 박진우 고려대학교

 박진우 (주)바이오액츠

 박진원 삼성전기㈜

 박진준 (주)엘퓨젼옵틱스

 박진현 ㈜한광옵토

 박진홍 삼성전자(주)

 박진환 한화전자정보통신

 박찬근 ㈜토핀스

 박찬선 아미텍코리아(주)프리시텍사업부

 박찬용 (주)엑스엘광통신

 박찬용 (주)우리로

* 박창수 광주과학기술원

 박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창진 삼성전기㈜

 박창하 

 박창희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박천호 삼성항공 정밀기기연구소

 박철순 광운대학교

 박철우 SK 텔레콤

 박철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철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철호 대진대학교

 박춘봉 부원광학(주)

 박충선 부원광학(주)

 박타령 호서대학교

 박태상 KT 통신망연구소

 박태성 삼성전자(주)

 박태수 LG전자

 박태용 옵토웨이

 박태원 오리엔탈전자시스템(주)

* 박한규 연세대학교

 박해동 고려대학교

 박해수 한국전기연구원

 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혁 로체시스템즈(주)

 박현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현상 한국원자력연구원

 박현수 전남대학교

 박현숙 삼성SDI

 박현우 lig넥스원

 박형국 포스코 기술연구소

 박형렬 울산과학기술원

 박형원 성균관대학교

 박형주 Chonnam Univ.

 박형준 삼성테크윈(주)

 박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혜란 원텍㈜

 박홍규 고려대학교

* 박효훈 한국과학기술원

 박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흥우 삼성전기㈜

 박희득 한화시스템

 박희상 KT 통신망연구소

* 박희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희준 

* 반재경 전북대학교

 반지은 

 방성호 경신전선

 방세윤 동국대학교

 방우석 광주과학기술원

 방윤수 광주과학기술원

 방정호 고등과학원

 박수민 (주) 토핀스

 박수빈 부산대학교

 박수종 경희대학교

 박수진 KT 통신망연구소

 박순기 주식회사레티널

 박순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승규 한국원자력연구원

* 박승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승룡 삼성전기㈜

 박승만 호서대학교

* 박승옥 대진대학교

* 박승한 연세대학교

 박승현 한국광기술원

 박시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시현 영남대학교

 박신웅 고려대학교

 박연상 충남대학교

 박연섭 폴스타

 박영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영규 서강대학교

 박영미 인천대학교

 박영민 제일특허법인

 박영수 방주광학㈜

 박영식 한국광기술원

 박영우 삼성테크윈(주)

 박영일 국민대학교

 박영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영준 삼성종합기술원

 박영준 서울대학교

 박영호 기초과학연구원

 박영호 한화시스템

 박영호 삼성전기㈜

* 박용근 한국과학기술원

* 박용기 KT 통신망연구소

 박용성 단국대학교

 박용완 영남대학교

 박용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용원 두원포토닉스㈜

 박용준 삼성디스플레이

 박용준 쓰리엘시스템(주)

 박용철 고영테크놀러지

 박용철 샤인아이엔씨

 박용헌 공군사관학교

* 박용환 유원대학교

 박우제 LG전자

 박웅규 인천대학교

 박웅용 위즈옵틱스

 박원상 부산대학교

 박윤창 선문대학교

 박윤호 ㈜휴먼라이트

 박융경 한광산업(주)

 박의돈 LG전선(주)

 박익모 아주대학교

 박인규 전남대학교

 박인규 LIG Nex1㈜

 박인오 세크론

 박일홍 (주)한빛나노바이오테크

 박자강 한국과학기술원

 박재병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박재일 광주과학기술원

 박재헌 포항가속기연구소

 박재현 삼성테크윈(주)

 박재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재형 인하대학교

* 박재희 계명대학교

 박전구 (주) 토핀스

 박정권 제이슨티지

 박정우 서울대학교

 박정욱 ㈜유남옵틱스

 박정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정준 고등과학원

 박정현 삼성종합기술원

 박정현 위키옵틱스

 박정호 레이젠㈜

 박정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제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종대 배재대학교

 박종대 명지대학교

* 박종락 조선대학교

 박종렬 SL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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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종성 ㈜디지탈옵틱

 박종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종인 마이크로인스펙션(주)

 박종주 한국과학기술원

 박종혁 한국광기술원

 박종현 ㈜효성 섬유연구소

 박주섭 전자부품연구원

* 박주연 대우전자(주)

 박준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준오 (주)켐옵틱스

 박준용 금오공과대학교

 박중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지용 한밭대

 박지용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박지우 포항공과대학교

 박진상 ㈜오카스

 박진섭 한양대학교

* 박진우 고려대학교

 박진우 (주)바이오액츠

 박진원 삼성전기㈜

 박진준 (주)엘퓨젼옵틱스

 박진현 ㈜한광옵토

 박진홍 삼성전자(주)

 박진환 한화전자정보통신

 박찬근 ㈜토핀스

 박찬선 아미텍코리아(주)프리시텍사업부

 박찬용 (주)엑스엘광통신

 박찬용 (주)우리로

* 박창수 광주과학기술원

 박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창진 삼성전기㈜

 박창하 

 박창희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박천호 삼성항공 정밀기기연구소

 박철순 광운대학교

 박철우 SK 텔레콤

 박철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철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철호 대진대학교

 박춘봉 부원광학(주)

 박충선 부원광학(주)

 박타령 호서대학교

 박태상 KT 통신망연구소

 박태성 삼성전자(주)

 박태수 LG전자

 박태용 옵토웨이

 박태원 오리엔탈전자시스템(주)

* 박한규 연세대학교

 박해동 고려대학교

 박해수 한국전기연구원

 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혁 로체시스템즈(주)

 박현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현상 한국원자력연구원

 박현수 전남대학교

 박현숙 삼성SDI

 박현우 lig넥스원

 박형국 포스코 기술연구소

 박형렬 울산과학기술원

 박형원 성균관대학교

 박형주 Chonnam Univ.

 박형준 삼성테크윈(주)

 박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혜란 원텍㈜

 박홍규 고려대학교

* 박효훈 한국과학기술원

 박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흥우 삼성전기㈜

 박희득 한화시스템

 박희상 KT 통신망연구소

* 박희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희준 

* 반재경 전북대학교

 반지은 

 방성호 경신전선

 방세윤 동국대학교

 방우석 광주과학기술원

 방윤수 광주과학기술원

 방정호 고등과학원

 박수민 (주) 토핀스

 박수빈 부산대학교

 박수종 경희대학교

 박수진 KT 통신망연구소

 박순기 주식회사레티널

 박순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승규 한국원자력연구원

* 박승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승룡 삼성전기㈜

 박승만 호서대학교

* 박승옥 대진대학교

* 박승한 연세대학교

 박승현 한국광기술원

 박시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시현 영남대학교

 박신웅 고려대학교

 박연상 충남대학교

 박연섭 폴스타

 박영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영규 서강대학교

 박영미 인천대학교

 박영민 제일특허법인

 박영수 방주광학㈜

 박영식 한국광기술원

 박영우 삼성테크윈(주)

 박영일 국민대학교

 박영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영준 삼성종합기술원

 박영준 서울대학교

 박영호 기초과학연구원

 박영호 한화시스템

 박영호 삼성전기㈜

* 박용근 한국과학기술원

* 박용기 KT 통신망연구소

 박용성 단국대학교

 박용완 영남대학교

 박용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용원 두원포토닉스㈜

 박용준 삼성디스플레이

 박용준 쓰리엘시스템(주)

 박용철 고영테크놀러지

 박용철 샤인아이엔씨

 박용헌 공군사관학교

* 박용환 유원대학교

 박우제 LG전자

 박웅규 인천대학교

 박웅용 위즈옵틱스

 박원상 부산대학교

 박윤창 선문대학교

 박윤호 ㈜휴먼라이트

 박융경 한광산업(주)

 박의돈 LG전선(주)

 박익모 아주대학교

 박인규 전남대학교

 박인규 LIG Nex1㈜

 박인오 세크론

 박일홍 (주)한빛나노바이오테크

 박자강 한국과학기술원

 박재병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박재일 광주과학기술원

 박재헌 포항가속기연구소

 박재현 삼성테크윈(주)

 박재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재형 인하대학교

* 박재희 계명대학교

 박전구 (주) 토핀스

 박정권 제이슨티지

 박정우 서울대학교

 박정욱 ㈜유남옵틱스

 박정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정준 고등과학원

 박정현 삼성종합기술원

 박정현 위키옵틱스

 박정호 레이젠㈜

 박정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제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종대 배재대학교

 박종대 명지대학교

* 박종락 조선대학교

 박종렬 SL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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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호 광운대학교

 서용곤 전자부품연구원

 서용호 서울대학교

 서은성 고려대학교

 서은주 영남대학교

 서재은 KT 통신망연구소

 서정 한국기계연구원

 서정식 구미1대학

 서정훈 에이에스엠엘

 서제완 삼성전자(주)

 서종명 상림전자(주)

* 서종욱 홍익대학교

 서진 한성엘컴텍㈜

 서춘원 김포대학

 서한교 KT 통신망연구소

 서해경 한국조폐공사

 서현배 ㈜이즈소프트

 서현우 OFT

* 서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서홍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효진 부경대학교

 석태준 광주과학기술원

 석호준 한국단자공업(주)

 석희용 광주과학기술원

 설강희 한양대학교

* 성규동 (주)이오테크닉스

 성기석 ㈜코셋

 성기영 영남대학교

 성상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성승민 ㈜신영텔레콤

 성승훈 ㈜우영

 성유진 인하대학교

 성재희 광주과학기술원

 성창민 (주)옵트론-텍

 성혁기 홍익대학교

* 성희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광섭 서울대학교

 소지영 순천대학교 

* 소흥섭 ㈜코어넷

 손경락 한국해양대학교

 손병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손상현 en3

 손상호 경북대학교

 손석우 LG전선(주)

 손석현 한화시스템

 손성민 다성㈜

 손승철 

 손승현 고등기술연구원

 손연규 안동대학교

 손영배 삼성디지털이미징㈜

 손영수 ㈜덕인

 손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손익부 광주과학기술원

 손일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손재만 서울대학교병원

 손재호 (주)인텍플러스

 손정식 경운대학교

* 손정영 건양대학교

 손정환 ㈜제니컴

* 손주혁 서울시립대학교

 손주화 삼성테크윈(주)

 손창식 신라대학교

 손창완 UCSB

 손채화 한국전기연구원

 손필국 경희대학교

 손혜진 광주과학기술원

 송경덕 LG이노텍

* 송계휴 광주과학기술원

 송관웅 삼성전자(주)

* 송광용 중앙대학교

* 송국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송규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기출 (주)디아이시스템

 송남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대권 ㈜큐에스아이

 송대성 삼성종합기술원

 송대호 한국광기술원

 송동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민석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배경필 라이트론

 배기홍 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 한국과학기술원

* 배세환 동아대학교

 배완기 성균관대학교

 배유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배유정 기초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장근 구미1대학

 배재훈 크루셜텍주식회사

 배종성 부경대학교

 배종한 

 배준기 LG Ericsso

 배준우 한국과학기술원

 배진호 제주대학교

 배창환 호서대학교

 배태주 동신대학교

 배호문 포항제철

 배효욱 고등기술연구원

 백경현 고등과학원

 백대열 원텍㈜

 백동현 선문대학교

 백문구 경원대학교

 백문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봉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백성현 국방과학연구소

* 백성훈 한국원자력연구원

* 백세종 에스제이포토닉스(주)

 백수현 (주)우리로

 백승인 삼성디스플레이

 백승철 ㈜피피아이

 백승환 

 백승환 충남대학교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우경 ㈜휴비츠

* 백운식 경희대학교

 백운형 지구무역상사(주)

* 백인형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정기 

 백종협 한국광기술원

 백주희 한국과학기술원

 백흠일 

 범진욱 서강대학교

 범희승 전남대학교

 변경민 경희대학교

 변석주 LG화학기술연구원

 변성철 광주과학기술원

 변영섭 

* 변영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변일규 나노아이텍㈜

 변재규 

 변재오 브로드컴(주)

* 변지수 경북대학교

 변진아 공주대학교

 변철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변혜은 엠비젼

 부 동 서강대학교

 부가테비 산무감 부산대학교

 비슈아 반두 파탁 ibs

 비욘 서울아산병원

 비탈리 파노프 성균관대학교

 사베리에프 블라디미르 명지대학교

 사베리에프블라디미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희선 경북산업대학교

 서대식 연세대학교

* 서동선 명지대학교

 서동수 (주)어크로스웨이브즈

 서동오 위즈옵틱스

 서동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동환 한국해양대학교

 서명희 고등기술연구원

 서문철 (주)빛과전자

* 서민교 한국과학기술원

 서민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성우 (주)인엘씨테크놀러지

 서영석 원텍㈜

 서영진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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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호 광운대학교

 서용곤 전자부품연구원

 서용호 서울대학교

 서은성 고려대학교

 서은주 영남대학교

 서재은 KT 통신망연구소

 서정 한국기계연구원

 서정식 구미1대학

 서정훈 에이에스엠엘

 서제완 삼성전자(주)

 서종명 상림전자(주)

* 서종욱 홍익대학교

 서진 한성엘컴텍㈜

 서춘원 김포대학

 서한교 KT 통신망연구소

 서해경 한국조폐공사

 서현배 ㈜이즈소프트

 서현우 OFT

* 서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서홍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효진 부경대학교

 석태준 광주과학기술원

 석호준 한국단자공업(주)

 석희용 광주과학기술원

 설강희 한양대학교

* 성규동 (주)이오테크닉스

 성기석 ㈜코셋

 성기영 영남대학교

 성상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성승민 ㈜신영텔레콤

 성승훈 ㈜우영

 성유진 인하대학교

 성재희 광주과학기술원

 성창민 (주)옵트론-텍

 성혁기 홍익대학교

* 성희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광섭 서울대학교

 소지영 순천대학교 

* 소흥섭 ㈜코어넷

 손경락 한국해양대학교

 손병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손상현 en3

 손상호 경북대학교

 손석우 LG전선(주)

 손석현 한화시스템

 손성민 다성㈜

 손승철 

 손승현 고등기술연구원

 손연규 안동대학교

 손영배 삼성디지털이미징㈜

 손영수 ㈜덕인

 손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손익부 광주과학기술원

 손일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손재만 서울대학교병원

 손재호 (주)인텍플러스

 손정식 경운대학교

* 손정영 건양대학교

 손정환 ㈜제니컴

* 손주혁 서울시립대학교

 손주화 삼성테크윈(주)

 손창식 신라대학교

 손창완 UCSB

 손채화 한국전기연구원

 손필국 경희대학교

 손혜진 광주과학기술원

 송경덕 LG이노텍

* 송계휴 광주과학기술원

 송관웅 삼성전자(주)

* 송광용 중앙대학교

* 송국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송규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기출 (주)디아이시스템

 송남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대권 ㈜큐에스아이

 송대성 삼성종합기술원

 송대호 한국광기술원

 송동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민석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배경필 라이트론

 배기홍 광주과학기술원

 배병수 한국과학기술원

* 배세환 동아대학교

 배완기 성균관대학교

 배유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배유정 기초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인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장근 구미1대학

 배재훈 크루셜텍주식회사

 배종성 부경대학교

 배종한 

 배준기 LG Ericsso

 배준우 한국과학기술원

 배진호 제주대학교

 배창환 호서대학교

 배태주 동신대학교

 배호문 포항제철

 배효욱 고등기술연구원

 백경현 고등과학원

 백대열 원텍㈜

 백동현 선문대학교

 백문구 경원대학교

 백문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봉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백성현 국방과학연구소

* 백성훈 한국원자력연구원

* 백세종 에스제이포토닉스(주)

 백수현 (주)우리로

 백승인 삼성디스플레이

 백승철 ㈜피피아이

 백승환 

 백승환 충남대학교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우경 ㈜휴비츠

* 백운식 경희대학교

 백운형 지구무역상사(주)

* 백인형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정기 

 백종협 한국광기술원

 백주희 한국과학기술원

 백흠일 

 범진욱 서강대학교

 범희승 전남대학교

 변경민 경희대학교

 변석주 LG화학기술연구원

 변성철 광주과학기술원

 변영섭 

* 변영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변일규 나노아이텍㈜

 변재규 

 변재오 브로드컴(주)

* 변지수 경북대학교

 변진아 공주대학교

 변철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변혜은 엠비젼

 부 동 서강대학교

 부가테비 산무감 부산대학교

 비슈아 반두 파탁 ibs

 비욘 서울아산병원

 비탈리 파노프 성균관대학교

 사베리에프 블라디미르 명지대학교

 사베리에프블라디미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희선 경북산업대학교

 서대식 연세대학교

* 서동선 명지대학교

 서동수 (주)어크로스웨이브즈

 서동오 위즈옵틱스

 서동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동환 한국해양대학교

 서명희 고등기술연구원

 서문철 (주)빛과전자

* 서민교 한국과학기술원

 서민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성우 (주)인엘씨테크놀러지

 서영석 원텍㈜

 서영진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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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고등광기술연구소

* 신종덕 숭실대학교

 신종화 한국과학기술원

 신준철 호서대학교

 신준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진우 국방과학연구소

 신철상 

 신현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현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현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신호식 한일진공기계

 신호철 (주)구일엔지니어링

 신홍석 SK텔레콤

 신희득 포항공과대학교

 신희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심규민 국방과학연구소

 심문식 광주보건전문대학교

 심상완 한양대학교ERICA

 심상현 전북과학대학교

 심숙이 공주대학교

 심운용 청호정보통신(주)

 심은지 연세대학교

 심재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재춘 한국전광(주)

* 심종인 한양대학교

 심주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심형관 청주대학교

 안강헌 충남대학교

* 안경원 서울대학교

 안광준 아주대학교

 안기도 전자부품연구원

* 안도열 서울시립대학교

 안동환 국민대학교

 안동훈 포톤데이즈㈜

 안명수 (주)유니드일렉트로

 안병수 (주)SKC

 안석출 부경대학교

 안선모 부산대학교

 안성규 에스카테크㈜

 안성빈 

* 안성준 선문대학교

* 안성혁 아주대학교

* 안세영 서울대학교

 안승인 경산과학고등학교

 안승준 선문대학교

 안영환 아주대학교

 안예찬 부경대학교

* 안일신 한양대학교

 안재성 한국광기술원

* 안재욱 한국과학기술원

 안정호 숭실대학교

 안주헌 (주)빛과전자

 안준모 고려대학교

 안준식 SK 텔레콤

 안준원 Chungbuk National Univ.

* 안준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진수 삼성코닝정밀소재

 안진철 단국대학교

 안진효 한국과학기술원

 안창준 한국영상기술

 안태규 한국교통대학교

 안태규 성균관대학교

* 안태정 조선대학교

 안필수 삼성종합기술원

 안형주 

 안희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계모 전북대학교

 양광섭 ㈜래트론

 양길호 포바이스

 양남진 한화시스템

 양동옥 싸이머코리아

 양모 

 양병관 전북대학교

 양병춘 삼성디스플레이

 양석용 주식회사킴스옵텍

 양성민 엘지화학

 양순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승욱 ㈜쎄트렉아이

 양연식 원광대학교

 양윤석 한화시스템

* 송민호 전북대학교

 송병섭 LG생산기술원

* 송봉식 성균관대학교

* 송석호 한양대학교

 송선호 LG전선(주)

 송양기 (주)피피아이

 송영기 Boehydis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 송용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우근 성광LED

 송원국 엠지비 엔도스코피

 송원영 나노포커스

 송유승 국방기술품질원

 송인섭 (주)이오시스템

 송장근 성균관대학교

 송장섭 (주)우영

* 송재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송재원 경북대학교

 송재훈 성균관대학교

 송정환 스탠포드대학교

 송제헌 한국천문연구원

 송종섭 삼성전자(주)

 송주빈 경희대학교

 송준명 서울대학교

 송준호 삼성전자(주)

 송진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창용 포항공과대학교

 송천호 한화시스템

 송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송태선 포커지스

 송현규 삼성 디스플레이

* 송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현호 인천대학교

 송형승 

 송호영 (주)와이앤지

 시공지 

 신관우 서강대학교

 신동명 홍익대학교

* 신동수 한양대학교

 신동우 

 신동욱 한양대학교

* 신동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동찬 조선대학교

 신동철 한국과학기술원

* 신동학 (주)홀로랩

 신동호 전자부품연구원

 신동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동호 삼성전기㈜

 신동호 국립암센터

 신명진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신명진 이화여자대학교

* 신명훈 한국항공대학교

 신민선 엠지비엔도스코피

 신민영 LG디스플레이

 신상균 아주대학교

* 신상영 한국과학기술원

 신상효 (주)코윈디에스티

 신상훈 ㈜에이피앤텍

* 신서용 명지대학교

*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LG전자

 신세현 경북대학교

 신승균 (주)테라링크

 신승연 전자부품연구원

 신승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신승호 강원대학교

 신영성 한국전광(주)

 신영훈 한국광기술원

 신용돌 원광대학교

 신용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용일 서울대학교

*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신용태 포항종합제철

 신우진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우철 

 신유식 

 신은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신재민 한밭대학교

 신재성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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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고등광기술연구소

* 신종덕 숭실대학교

 신종화 한국과학기술원

 신준철 호서대학교

 신준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진우 국방과학연구소

 신철상 

 신현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현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현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신호식 한일진공기계

 신호철 (주)구일엔지니어링

 신홍석 SK텔레콤

 신희득 포항공과대학교

 신희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심규민 국방과학연구소

 심문식 광주보건전문대학교

 심상완 한양대학교ERICA

 심상현 전북과학대학교

 심숙이 공주대학교

 심운용 청호정보통신(주)

 심은지 연세대학교

 심재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재춘 한국전광(주)

* 심종인 한양대학교

 심주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심형관 청주대학교

 안강헌 충남대학교

* 안경원 서울대학교

 안광준 아주대학교

 안기도 전자부품연구원

* 안도열 서울시립대학교

 안동환 국민대학교

 안동훈 포톤데이즈㈜

 안명수 (주)유니드일렉트로

 안병수 (주)SKC

 안석출 부경대학교

 안선모 부산대학교

 안성규 에스카테크㈜

 안성빈 

* 안성준 선문대학교

* 안성혁 아주대학교

* 안세영 서울대학교

 안승인 경산과학고등학교

 안승준 선문대학교

 안영환 아주대학교

 안예찬 부경대학교

* 안일신 한양대학교

 안재성 한국광기술원

* 안재욱 한국과학기술원

 안정호 숭실대학교

 안주헌 (주)빛과전자

 안준모 고려대학교

 안준식 SK 텔레콤

 안준원 Chungbuk National Univ.

* 안준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진수 삼성코닝정밀소재

 안진철 단국대학교

 안진효 한국과학기술원

 안창준 한국영상기술

 안태규 한국교통대학교

 안태규 성균관대학교

* 안태정 조선대학교

 안필수 삼성종합기술원

 안형주 

 안희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계모 전북대학교

 양광섭 ㈜래트론

 양길호 포바이스

 양남진 한화시스템

 양동옥 싸이머코리아

 양모 

 양병관 전북대학교

 양병춘 삼성디스플레이

 양석용 주식회사킴스옵텍

 양성민 엘지화학

 양순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승욱 ㈜쎄트렉아이

 양연식 원광대학교

 양윤석 한화시스템

* 송민호 전북대학교

 송병섭 LG생산기술원

* 송봉식 성균관대학교

* 송석호 한양대학교

 송선호 LG전선(주)

 송양기 (주)피피아이

 송영기 Boehydis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 송용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우근 성광LED

 송원국 엠지비 엔도스코피

 송원영 나노포커스

 송유승 국방기술품질원

 송인섭 (주)이오시스템

 송장근 성균관대학교

 송장섭 (주)우영

* 송재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송재원 경북대학교

 송재훈 성균관대학교

 송정환 스탠포드대학교

 송제헌 한국천문연구원

 송종섭 삼성전자(주)

 송주빈 경희대학교

 송준명 서울대학교

 송준호 삼성전자(주)

 송진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창용 포항공과대학교

 송천호 한화시스템

 송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송태선 포커지스

 송현규 삼성 디스플레이

* 송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현호 인천대학교

 송형승 

 송호영 (주)와이앤지

 시공지 

 신관우 서강대학교

 신동명 홍익대학교

* 신동수 한양대학교

 신동우 

 신동욱 한양대학교

* 신동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동찬 조선대학교

 신동철 한국과학기술원

* 신동학 (주)홀로랩

 신동호 전자부품연구원

 신동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동호 삼성전기㈜

 신동호 국립암센터

 신명진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신명진 이화여자대학교

* 신명훈 한국항공대학교

 신민선 엠지비엔도스코피

 신민영 LG디스플레이

 신상균 아주대학교

* 신상영 한국과학기술원

 신상효 (주)코윈디에스티

 신상훈 ㈜에이피앤텍

* 신서용 명지대학교

*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LG전자

 신세현 경북대학교

 신승균 (주)테라링크

 신승연 전자부품연구원

 신승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신승호 강원대학교

 신영성 한국전광(주)

 신영훈 한국광기술원

 신용돌 원광대학교

 신용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용일 서울대학교

*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신용태 포항종합제철

 신우진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우철 

 신유식 

 신은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신재민 한밭대학교

 신재성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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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호 원광대학교

 오원석 전자부품연구원

 오윤식 삼성SDI

 오윤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윤제 삼성전자(주)

 오은송 (주)와이앤지

 오은순 충남대학교

 오정배 숭실대학교

 오정택 연세대학교

 오정환 부경대학교

 오준식 삼성SDI

* 오차환 한양대학교

* 오철한 하계연구소

 오현석 하이컴텍(전 (주)영창포리머)

 오현호 LG전자

 오혜근 한양대학교

 오혜진 앤비젼

 오환술 건국대학교

 오흥국 아주대학교

 옥경식 케이맥㈜

 옥광호 

 옥종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옥창민 LIG넥스원(주)

 옥현주 한국광학회

 왕기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용재철 파이버프로㈜

* 우덕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상규 KT

 우석훈 삼성전자(주)

 우성수 고려대학교

 우성용 영남대학교

 우성일 부산대학교

 우승훈 국립경상대학교

 우연경 이화여자대학교

* 우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우제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종호 하이텍홀딩스

 우태성 울산과학기술원

 원기탁 공군사관학교

* 원영희 아주대학교

 원용협 한국과학기술원

 원유석 포엠광전(주)

 원종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원종욱 원다레이저(주)

 원형식 삼성전기㈜

 웬두이안 한국과학기술원

* 유건호 경희대학교

*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유광림 LG이노텍

 유광석 ㈜세중인더스트리

 유광선 한국과학기술원

 유광열 한국성전㈜

* 유난이 광주과학기술원

 유남준 한국고덴시

 유대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문종 hanam university

 유미옥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유병길 한국항공대학교

 유병덕 한국원자력연구원

 유병수 (주)레이칸

 유병철 한화시스템

 유병택 방주광학주식회사

 유병헌 한국기계연구원

 유봉국 (주)지씨아이

 유봉안 광주과학기술원

 유상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석재 고려대학교

 유선규 서울대학교

 유선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성미 강원대학교

 유성열 한국천문연구원

 유성일 한국전광(주)

 유세현 LIG넥스원(주)

 유수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유승문 (주)래안광학

 유승협 한국과학기술원

 유승호 (주)루엔소프트

 유양모 서강대학교

 유양수 큐믹스

 양재석 이화여자대학교

 양재성 연세대학교

 양정규 한화시스템

 양정수 

 양정원 한국전기연구원

 양주희 한국전기연구원

* 양준묵 충남대학교

 양준영 신라대학교

 양지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양진규 공주대학교

 양진성 삼성전자(주)

 양진세 

 양충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태석 고려대학교

 양한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양행석 삼성전기㈜

 양혜리 영남대학교

* 양호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엄상영 

 엄용웅 한국원자력연구원

 엄종현 한국광기술원

* 엄주범 단국대학교

* 엄진섭 강원대학교

 엄태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엄태중 광주과학기술원

 엄현준 태영광학

 여세연 

 여종빈 전남대학교

* 여준엽 경북대학교

 연규황 충북대학교

 연정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제선 명지대학교

 연제세 주성전문대학교

* 염동일 아주대학교

 염석원 대구대학교

 염선민 (주)인엘씨테크놀러지

 염준철 자영업

 염지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염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염흥섭 에이오케이

* 예윤해 경희대학교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

* 오경환 연세대학교

* 오광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광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오금윤 한국광기술원

 오기장 포스코 기술연구소

 오남석 LG전자

 오남현 (주)메이비즈

 오대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동근 (주)이오시스템

* 오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오명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오문수 (주)파이버프로

* 오민철 부산대학교

* 오범환 인하대학교

 오부국 LG전자

 오상기 한국전기연구원

 오상수 (주)파이오셀

 오상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석원 원텍㈜

 오성국 삼성전자(주)

 오성담 숙명여자대학교

 오성훈 LG필립스LCD

 오세택 삼성 광통신

 오수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오승경 엠비젼

 오승기 일진전기㈜

 오승섭 LIG넥스원

 오승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오승용 고등광기술연구소

 오승원 (주)미토스

 오승은 한화시스템

 오승일 고등기술연구원

* 오승재 연세대학교

 오승태 NFRI

 오승훈 전자부품연구원

 오영식 Boehydis

 오왕열 한국과학기술원

 오용석 (주)포티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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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호 원광대학교

 오원석 전자부품연구원

 오윤식 삼성SDI

 오윤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윤제 삼성전자(주)

 오은송 (주)와이앤지

 오은순 충남대학교

 오정배 숭실대학교

 오정택 연세대학교

 오정환 부경대학교

 오준식 삼성SDI

* 오차환 한양대학교

* 오철한 하계연구소

 오현석 하이컴텍(전 (주)영창포리머)

 오현호 LG전자

 오혜근 한양대학교

 오혜진 앤비젼

 오환술 건국대학교

 오흥국 아주대학교

 옥경식 케이맥㈜

 옥광호 

 옥종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옥창민 LIG넥스원(주)

 옥현주 한국광학회

 왕기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용재철 파이버프로㈜

* 우덕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상규 KT

 우석훈 삼성전자(주)

 우성수 고려대학교

 우성용 영남대학교

 우성일 부산대학교

 우승훈 국립경상대학교

 우연경 이화여자대학교

* 우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우제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종호 하이텍홀딩스

 우태성 울산과학기술원

 원기탁 공군사관학교

* 원영희 아주대학교

 원용협 한국과학기술원

 원유석 포엠광전(주)

 원종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원종욱 원다레이저(주)

 원형식 삼성전기㈜

 웬두이안 한국과학기술원

* 유건호 경희대학교

*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유광림 LG이노텍

 유광석 ㈜세중인더스트리

 유광선 한국과학기술원

 유광열 한국성전㈜

* 유난이 광주과학기술원

 유남준 한국고덴시

 유대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문종 hanam university

 유미옥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유병길 한국항공대학교

 유병덕 한국원자력연구원

 유병수 (주)레이칸

 유병철 한화시스템

 유병택 방주광학주식회사

 유병헌 한국기계연구원

 유봉국 (주)지씨아이

 유봉안 광주과학기술원

 유상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석재 고려대학교

 유선규 서울대학교

 유선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성미 강원대학교

 유성열 한국천문연구원

 유성일 한국전광(주)

 유세현 LIG넥스원(주)

 유수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유승문 (주)래안광학

 유승협 한국과학기술원

 유승호 (주)루엔소프트

 유양모 서강대학교

 유양수 큐믹스

 양재석 이화여자대학교

 양재성 연세대학교

 양정규 한화시스템

 양정수 

 양정원 한국전기연구원

 양주희 한국전기연구원

* 양준묵 충남대학교

 양준영 신라대학교

 양지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양진규 공주대학교

 양진성 삼성전자(주)

 양진세 

 양충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태석 고려대학교

 양한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양행석 삼성전기㈜

 양혜리 영남대학교

* 양호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엄상영 

 엄용웅 한국원자력연구원

 엄종현 한국광기술원

* 엄주범 단국대학교

* 엄진섭 강원대학교

 엄태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엄태중 광주과학기술원

 엄현준 태영광학

 여세연 

 여종빈 전남대학교

* 여준엽 경북대학교

 연규황 충북대학교

 연정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제선 명지대학교

 연제세 주성전문대학교

* 염동일 아주대학교

 염석원 대구대학교

 염선민 (주)인엘씨테크놀러지

 염준철 자영업

 염지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염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염흥섭 에이오케이

* 예윤해 경희대학교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

* 오경환 연세대학교

* 오광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광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오금윤 한국광기술원

 오기장 포스코 기술연구소

 오남석 LG전자

 오남현 (주)메이비즈

 오대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동근 (주)이오시스템

* 오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오명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오문수 (주)파이버프로

* 오민철 부산대학교

* 오범환 인하대학교

 오부국 LG전자

 오상기 한국전기연구원

 오상수 (주)파이오셀

 오상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석원 원텍㈜

 오성국 삼성전자(주)

 오성담 숙명여자대학교

 오성훈 LG필립스LCD

 오세택 삼성 광통신

 오수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오승경 엠비젼

 오승기 일진전기㈜

 오승섭 LIG넥스원

 오승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오승용 고등광기술연구소

 오승원 (주)미토스

 오승은 한화시스템

 오승일 고등기술연구원

* 오승재 연세대학교

 오승태 NFRI

 오승훈 전자부품연구원

 오영식 Boehydis

 오왕열 한국과학기술원

 오용석 (주)포티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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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칠상 (주)우영

 윤태영 서울대학교

* 윤태현 고려대학교

* 윤태훈 부산대학교

 윤혁 기초과학연구원

* 윤현재 광주대학교

 윤호성 KT

 윤홍 ㈜휘라포토닉스

 윤희규 (주)엘립소테크놀러지

 윤희진 한화시스템

 이각현 범광기전(주)

 이강 ㈜불스원

 이강인 ㈜한화

 이강희 한국과학기술원

 이건준 광운대학교

 이겨레 한국과학기술원

 이경구 옵토매직

 이경묵 한화시스템

 이경미 국민대학교

 이경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경식 성균관대학교

 이경우 삼성전자(주)

 이경준 제일모직

 이경진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이경표 아이쓰리시스템(주)

 이경환 기초과학연구원

 이경희 한국전기연구원

 이관수 삼성전기㈜

* 이관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광걸 한양대학교

 이광석 대우전자(주)

 이광섭 한남대학교

 이광수 선진지식산업

 이광조 경희대학교

 이광진 이화여자대학교

 이광현 국방과학연구소

 이광훈 한국광기술원

 이광희 부산대학교

 이구열 리스광시스템(주)

 이국환 국방과학연구소

* 이권연 순천대학교

 이규근 삼성전자(주)

* 이규담 링크 코리아

 이규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규철 서울대학교

 이규태 인하대학교

 이규행 ㈜뷰아이텍

 이금석 FBG TECH

* 이기동 동아대학교

 이기라 성균관대학교

 이기민 LG이노텍

 이기암 단국대학교

 이기주 충남대학교

 이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기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남권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이남기 포항공과대학교

 이남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단열 삼성전자(주)

 이대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대식 한국전기연구원

 이대원 서울메트로

 이대호 가천대학교

* 이덕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동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동근 고등광기술연구소

 이동석 인하대학교

 이동우 (주)엘지에스

 이동욱 LG전선(주)

 이동윤 울산과학기술원

 이동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동진 LG전자

 이동찬 

* 이동한 충남대학교

 이동헌 고려대학교

 이동현 LG이노텍

* 이동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동휘 아주대학교

 이동희 극동대학교

* 유연석 청주대학교

* 유영문 부경대학교

 유영종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유영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유영태 조선대학교

* 유영훈 제주대학교

 유용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욱재 오르비텍

* 유익형 

 유장훈 삼성전자(주)

 유장훈 에이테크솔루션(주)

 유재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유재명 금오공과대학교

 유재민 단국대학교

 유재수 경희대학교

 유재승 국방과학연구소

 유재은 국방과학연구소

 유재황 SK텔레콤

 유정완 기초과학연구원

 유제윤 기초과학연구원

 유종선 선문대학교

 유종호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유지철 삼성전기㈜

* 유창재 한양대학교

 유철우 (재)전북테크노파크방사선센터

* 유춘근 유원광전자주식회사

* 유태준 한동대학교

 유태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한영 원테크놀로지

 유해원 ㈜유남옵틱스

 유현국 (주)한화

* 유형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유호식 삼성전기㈜

* 유홍기 한국과학기술원

 유훈 상명대학교

* 육근철 공주대학교

 육영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윤권하 원광대학교

 윤기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윤길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윤대원 전자부품연구원

 윤동기 한국과학기술원

 윤두현 에이티아이

 윤병호 seed 텔레콤

 윤병호 서울반도체㈜

 윤상로 국방과학연구소

 윤상열 (주)신코

 윤석범 공주대학교

 윤석주 ㈜레이젠

 윤석한 ㈜코셋

 윤선규 한국광기술원

 윤선현 전남대학교

 윤성기 한국과학기술원

 윤여택 삼성전기㈜

 윤영갑 유일광통신㈜

 윤영석 한화시스템

 윤영호 인텍플러스

 윤용준 부산대학교

 윤의식 (주)에이티아이

 윤인섭 삼척대학교

 윤일구 

* 윤재선 강릉대학교

 윤재웅 삼성전기㈜

 윤정현 숭실대학교

 윤종건 SK 텔레콤

 윤종수 ㈜에스케이테크

 윤종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종희 아주대학교

 윤주선 컴피직스

 윤준호 LG전자

 윤지연 lig넥스원

 윤지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윤지홍 안동대학교

 윤진식 ㈜에이지광학

 윤진우 광주과학기술원

 윤찬호 숭실대학교

 윤창준 한화시스템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윤춘섭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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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칠상 (주)우영

 윤태영 서울대학교

* 윤태현 고려대학교

* 윤태훈 부산대학교

 윤혁 기초과학연구원

* 윤현재 광주대학교

 윤호성 KT

 윤홍 ㈜휘라포토닉스

 윤희규 (주)엘립소테크놀러지

 윤희진 한화시스템

 이각현 범광기전(주)

 이강 ㈜불스원

 이강인 ㈜한화

 이강희 한국과학기술원

 이건준 광운대학교

 이겨레 한국과학기술원

 이경구 옵토매직

 이경묵 한화시스템

 이경미 국민대학교

 이경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경식 성균관대학교

 이경우 삼성전자(주)

 이경준 제일모직

 이경진 람다리서치옵틱스코리아㈜

 이경표 아이쓰리시스템(주)

 이경환 기초과학연구원

 이경희 한국전기연구원

 이관수 삼성전기㈜

* 이관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광걸 한양대학교

 이광석 대우전자(주)

 이광섭 한남대학교

 이광수 선진지식산업

 이광조 경희대학교

 이광진 이화여자대학교

 이광현 국방과학연구소

 이광훈 한국광기술원

 이광희 부산대학교

 이구열 리스광시스템(주)

 이국환 국방과학연구소

* 이권연 순천대학교

 이규근 삼성전자(주)

* 이규담 링크 코리아

 이규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규철 서울대학교

 이규태 인하대학교

 이규행 ㈜뷰아이텍

 이금석 FBG TECH

* 이기동 동아대학교

 이기라 성균관대학교

 이기민 LG이노텍

 이기암 단국대학교

 이기주 충남대학교

 이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기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남권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이남기 포항공과대학교

 이남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단열 삼성전자(주)

 이대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대식 한국전기연구원

 이대원 서울메트로

 이대호 가천대학교

* 이덕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동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동근 고등광기술연구소

 이동석 인하대학교

 이동우 (주)엘지에스

 이동욱 LG전선(주)

 이동윤 울산과학기술원

 이동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동진 LG전자

 이동찬 

* 이동한 충남대학교

 이동헌 고려대학교

 이동현 LG이노텍

* 이동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동휘 아주대학교

 이동희 극동대학교

* 유연석 청주대학교

* 유영문 부경대학교

 유영종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유영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유영태 조선대학교

* 유영훈 제주대학교

 유용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욱재 오르비텍

* 유익형 

 유장훈 삼성전자(주)

 유장훈 에이테크솔루션(주)

 유재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유재명 금오공과대학교

 유재민 단국대학교

 유재수 경희대학교

 유재승 국방과학연구소

 유재은 국방과학연구소

 유재황 SK텔레콤

 유정완 기초과학연구원

 유제윤 기초과학연구원

 유종선 선문대학교

 유종호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유지철 삼성전기㈜

* 유창재 한양대학교

 유철우 (재)전북테크노파크방사선센터

* 유춘근 유원광전자주식회사

* 유태준 한동대학교

 유태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한영 원테크놀로지

 유해원 ㈜유남옵틱스

 유현국 (주)한화

* 유형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유호식 삼성전기㈜

* 유홍기 한국과학기술원

 유훈 상명대학교

* 육근철 공주대학교

 육영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윤권하 원광대학교

 윤기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윤길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윤대원 전자부품연구원

 윤동기 한국과학기술원

 윤두현 에이티아이

 윤병호 seed 텔레콤

 윤병호 서울반도체㈜

 윤상로 국방과학연구소

 윤상열 (주)신코

 윤석범 공주대학교

 윤석주 ㈜레이젠

 윤석한 ㈜코셋

 윤선규 한국광기술원

 윤선현 전남대학교

 윤성기 한국과학기술원

 윤여택 삼성전기㈜

 윤영갑 유일광통신㈜

 윤영석 한화시스템

 윤영호 인텍플러스

 윤용준 부산대학교

 윤의식 (주)에이티아이

 윤인섭 삼척대학교

 윤일구 

* 윤재선 강릉대학교

 윤재웅 삼성전기㈜

 윤정현 숭실대학교

 윤종건 SK 텔레콤

 윤종수 ㈜에스케이테크

 윤종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종희 아주대학교

 윤주선 컴피직스

 윤준호 LG전자

 윤지연 lig넥스원

 윤지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윤지홍 안동대학교

 윤진식 ㈜에이지광학

 윤진우 광주과학기술원

 윤찬호 숭실대학교

 윤창준 한화시스템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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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석목 인하대학교

 이석원 삼성전자(주)

 이석정 광주과학기술원

 이석호 삼성전기㈜

 이선경 표준과학 연구원

 이선구 포항공과대학교

 이선규 광주과학기술원

 이선규 한화시스템

* 이성구 광주과학기술원

* 이성만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성묵 서울대학교

 이성민 국민대학교

 이성수 신라대학교

 이성영 

 이성원 KT 망관리지원단

 이성재 충남대학교

 이성철 명지전문대학

 이성필 부산대학교

 이성헌 lig넥스원

* 이성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성호 PrincessMargaretCancerCentre

 이성호 한국천문연구원

 이성훈 삼성종합기술원

 이세호 

 이수건 제이시스 메디컬

 이수경 (주)에이지광학

 이수남 ㈜옵토네스트

 이수봉 아스론텍

 이수상 LIG넥스원(주)

 이수열 경희대학교

* 이수영 한국과학기술원

 이수영 경북대학교

 이수용 국방과학연구소

 이수진 

 이수천 극동정보대학

 이수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숙 에이에스엠엘

* 이승걸 인하대학교

 이승규 LG전자

 이승묵 삼성SDI

 이승아 연세대학교

 이승열 서울대학교

 이승열 경북대학교

* 이승완 세종대학교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원

*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승우 고려대학교

 이승진 LG전자

 이승철 국방과학연구소

 이승탁 KT 통신망연구소

 이승현 광운대학교

 이승현 고려대학교

 이승환 경희대학교

*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훈 인하대학교

 이승훈 포항공과대학교

 이승휴 한국전광(주)

 이승휴 한국전광(주)

* 이승희 (주)쏠리드

 이승희 대경대학교

 이시형 LG전자

* 이신두 서울대학교

 이신욱 삼성전자(주)

 이연수 나노메트릭스코리아

 이연의 이화여자대학교

* 이연호 성균관대학교

* 이영락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영백 한양대학교

 이영섭 한국과학기술원

 이영식 (주)우리로

* 이영신 충남대학교

* 이영우 목원대학교

 이영우 

 이영우 한국전력연구원

 이영재 단국대학교

 이영주 에이엔디엔지니어링

 이영철 삼성전자(주)

 이영탁 KT 통신망연구소

 이영태 한국하니웰

 이득주 

 이림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만섭 한국과학기술원

 이명규 연세대학교

 이명규 (주)퓨쳐싸이언스

 이명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명복 KCM

 이명복 삼성종합기술원

 이명우 동원대학교

 이명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명현 성균관대학교

 이문규 삼성종합기술원

 이문규 엔브이시스템

 이문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문주 포항공과대학교

 이문환 숭실대학교

 이민석 한국과학기술원

* 이민영 이화여자대학교

 이민우 국방과학연구소

 이민후 온피씨에스

* 이민희 인하대학교

 이민희 에고에이미

 이백송 숭실대학교

* 이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범구 서강대학교

 이범규 (주)인텍플러스

 이범석 LG전자

 이범식 센텍

 이병귀 ㈜이오시스템

 이병길 공군본부

 이병창 (주)화이버테크

* 이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병탁 LG연구소

* 이병하 광주과학기술원

* 이병호 서울대학교

 이병호 SK하이닉스

 이봉수 중앙대학교

 이봉연 충남대학교

* 이봉영 KT 통신망연구소

 이봉주 조선대학교

 이봉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삼진 

 이상경 서울산업대학교

 이상구 (주)아이블포토닉스

 이상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길 에이옵틱스

 이상매 부산대학교

 이상매 (주)포토맥 옵트로닉스

 이상명 오로스테크놀로지(주)

*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

 이상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상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상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설 포항공과대학교

 이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상신 광운대학교

 이상엽 한양대학교

 이상용 OMA

 이상용 ㈜한화

 이상용 (주)테크맥

* 이상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윤 삼성전자(주)

* 이상윤 경북대학교

 이상윤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은 LIGnex1

 이상일 한남대학교

 이상재 경북대학교

 이상조 영남대학교

 이상준 아주대학교

 이상준 포항공과대학교

 이상태 리스광시스템(주)

 이상혁 삼성전기㈜

 이상현 ㈜한화

 이상호 서울대학교

 이상화 서원대학교

 이상화 광주과학기술원

 이상훈 단국대학교

 이상훈 서남대학교

 이상훈 

 이서헌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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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석목 인하대학교

 이석원 삼성전자(주)

 이석정 광주과학기술원

 이석호 삼성전기㈜

 이선경 표준과학 연구원

 이선구 포항공과대학교

 이선규 광주과학기술원

 이선규 한화시스템

* 이성구 광주과학기술원

* 이성만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성묵 서울대학교

 이성민 국민대학교

 이성수 신라대학교

 이성영 

 이성원 KT 망관리지원단

 이성재 충남대학교

 이성철 명지전문대학

 이성필 부산대학교

 이성헌 lig넥스원

* 이성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성호 PrincessMargaretCancerCentre

 이성호 한국천문연구원

 이성훈 삼성종합기술원

 이세호 

 이수건 제이시스 메디컬

 이수경 (주)에이지광학

 이수남 ㈜옵토네스트

 이수봉 아스론텍

 이수상 LIG넥스원(주)

 이수열 경희대학교

* 이수영 한국과학기술원

 이수영 경북대학교

 이수용 국방과학연구소

 이수진 

 이수천 극동정보대학

 이수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숙 에이에스엠엘

* 이승걸 인하대학교

 이승규 LG전자

 이승묵 삼성SDI

 이승아 연세대학교

 이승열 서울대학교

 이승열 경북대학교

* 이승완 세종대학교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원

*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승우 고려대학교

 이승진 LG전자

 이승철 국방과학연구소

 이승탁 KT 통신망연구소

 이승현 광운대학교

 이승현 고려대학교

 이승환 경희대학교

*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훈 인하대학교

 이승훈 포항공과대학교

 이승휴 한국전광(주)

 이승휴 한국전광(주)

* 이승희 (주)쏠리드

 이승희 대경대학교

 이시형 LG전자

* 이신두 서울대학교

 이신욱 삼성전자(주)

 이연수 나노메트릭스코리아

 이연의 이화여자대학교

* 이연호 성균관대학교

* 이영락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영백 한양대학교

 이영섭 한국과학기술원

 이영식 (주)우리로

* 이영신 충남대학교

* 이영우 목원대학교

 이영우 

 이영우 한국전력연구원

 이영재 단국대학교

 이영주 에이엔디엔지니어링

 이영철 삼성전자(주)

 이영탁 KT 통신망연구소

 이영태 한국하니웰

 이득주 

 이림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만섭 한국과학기술원

 이명규 연세대학교

 이명규 (주)퓨쳐싸이언스

 이명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명복 KCM

 이명복 삼성종합기술원

 이명우 동원대학교

 이명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명현 성균관대학교

 이문규 삼성종합기술원

 이문규 엔브이시스템

 이문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문주 포항공과대학교

 이문환 숭실대학교

 이민석 한국과학기술원

* 이민영 이화여자대학교

 이민우 국방과학연구소

 이민후 온피씨에스

* 이민희 인하대학교

 이민희 에고에이미

 이백송 숭실대학교

* 이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범구 서강대학교

 이범규 (주)인텍플러스

 이범석 LG전자

 이범식 센텍

 이병귀 ㈜이오시스템

 이병길 공군본부

 이병창 (주)화이버테크

* 이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병탁 LG연구소

* 이병하 광주과학기술원

* 이병호 서울대학교

 이병호 SK하이닉스

 이봉수 중앙대학교

 이봉연 충남대학교

* 이봉영 KT 통신망연구소

 이봉주 조선대학교

 이봉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삼진 

 이상경 서울산업대학교

 이상구 (주)아이블포토닉스

 이상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길 에이옵틱스

 이상매 부산대학교

 이상매 (주)포토맥 옵트로닉스

 이상명 오로스테크놀로지(주)

*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

 이상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상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상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설 포항공과대학교

 이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상신 광운대학교

 이상엽 한양대학교

 이상용 OMA

 이상용 ㈜한화

 이상용 (주)테크맥

* 이상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윤 삼성전자(주)

* 이상윤 경북대학교

 이상윤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은 LIGnex1

 이상일 한남대학교

 이상재 경북대학교

 이상조 영남대학교

 이상준 아주대학교

 이상준 포항공과대학교

 이상태 리스광시스템(주)

 이상혁 삼성전기㈜

 이상현 ㈜한화

 이상호 서울대학교

 이상화 서원대학교

 이상화 광주과학기술원

 이상훈 단국대학교

 이상훈 서남대학교

 이상훈 

 이서헌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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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주)엑스엘

 이정민 고려대학교

 이정열 

 이정욱 일진전기㈜

* 이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호 경민대학교

 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이정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제원 인제대학교

 이제훈 한국기계연구원

 이제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이종구 동우옵트론㈜

 이종권 청주대학교

 이종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이종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이종민 국방과학연구소

 이종민 부산대학교

 이종서 삼성전기㈜

 이종석 광주과학기술원

 이종연 삼성종합기술원

* 이종웅 청주대학교

 이종원 울산과학기술원

 이종익 

 이종진 주복정공(주)

 이종진 삼성전기㈜

 이종진 ㈜코렌

* 이종창 홍익대학교

 이종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종현 광주과학기술원

 이종형 동의대학교

* 이종훈 영남대학교

 이종훈 ㈜메카시스

 이종훈 경북대학교

 이종훈 삼성전자(주)

 이종훈 현대모비스

 이주상 도남시스템㈜

 이주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주희 경희대학교

 이주희 고등과학원

 이준구 한국과학기술원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준명 일진전기㈜

 이준수 국방과학연구소

 이준원 LG전자

 이준협 명지대학교

* 이준호 공주대학교

 이중욱 전남대학교

 이중재 ㈜휴비츠

 이지면 순천대학교

 이지영 원텍(주)

 이지우 명지대학교

 이지은 서울대학교

 이지행 단국대학교

 이지훈 전북대학교

 이진경 삼성전자(주)

 이진국 ㈜주원산업

 이진복 한화시스템

 이진우 비엔비상사

 이진철 한남대학교

* 이진형 한양대학교

 이찬기 한국전광(주)

 이찬수 영남대학교

 이찬호 숭실대학교

 이창건 삼성전자(주)

 이창권 누비텍㈜

* 이창석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이창수 

 이창열 광주과학기술원

 이창원 ㈜솔고바이오메디칼

 이창원 광주과학기술원

 이창윤 삼성전기㈜

 이창재 국방과학연구소

 이창협 고등과학원

 이창호 LG전선(주)

 이창호 전남대학교

 이예령 고려대학교

 이왕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용경 케이티기술본부

 이용범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용산 대진대학교

 이용선 도시바삼성

 이용수 (주)한화

 이용우 전남도립대학교

 이용우 인텍플러스

 이용욱 부경대학교

 이용인 암전정밀광학(주)

 이용인 아주대학교

 이용재 ㈜삼성

 이용재 고등광기술연구소

* 이용주 기초과학연구원

* 이용탁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태 우리로광통신(주)

 이용현 (주)옵토매직

 이용훈 목포대학교

* 이용희 한국과학기술원

 이욱재 ETRI

 이운영 KT 통신망연구소

 이원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원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원기 오이솔루션

 이원선 삼성전자(주)

* 이원승 (주)이오시스템

 이원신 삼성테크윈(주)

 이원용 삼성전자(주)

 이원욱 한양대학교

 이원웅 LG전자

 이원주 한국전기연구원

* 이원진 대구산업정보대학

 이유용 삼성전자(주)

 이유종 동의대학교

 이윤 육군사관학교

 이윤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상 숭실대학교

* 이윤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은경 한국광학회

 이은규 원텍㈜

 이은미 ㈜엘지에스

* 이은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은정 

 이은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을성 해성옵틱스

 이의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익한 경북과학대학

 이인용 ㈜테놉스

* 이인원 쓰리엘시스템(주)

 이인호 서울대학교

 이일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일항 인하대학교

 이임영 단국대학교

 이장두 삼성SDI

 이장범 한화시스템

 이장원 (주)스타엘브이에스

 이장원 한밭대학교

 이장훈 서울대학교

 이재경 삼양화학공업(주)

 이재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재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재복 공주중학교

* 이재승 광운대학교

 이재열 (주)구일엔지니어링

 이재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웅 아주대학교

 이재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은 LG전자

* 이재철 ㈜한화

 이재철 강원대학교

 이재철 원광대학교

 이재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재학 고등과학원

 이재홍 삼성코닝

 이재환 국방과학연구소

 이재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훈 ㈜한화

 이재흔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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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주)엑스엘

 이정민 고려대학교

 이정열 

 이정욱 일진전기㈜

* 이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호 경민대학교

 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이정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제원 인제대학교

 이제훈 한국기계연구원

 이제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이종구 동우옵트론㈜

 이종권 청주대학교

 이종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이종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이종민 국방과학연구소

 이종민 부산대학교

 이종서 삼성전기㈜

 이종석 광주과학기술원

 이종연 삼성종합기술원

* 이종웅 청주대학교

 이종원 울산과학기술원

 이종익 

 이종진 주복정공(주)

 이종진 삼성전기㈜

 이종진 ㈜코렌

* 이종창 홍익대학교

 이종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종현 광주과학기술원

 이종형 동의대학교

* 이종훈 영남대학교

 이종훈 ㈜메카시스

 이종훈 경북대학교

 이종훈 삼성전자(주)

 이종훈 현대모비스

 이주상 도남시스템㈜

 이주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주희 경희대학교

 이주희 고등과학원

 이준구 한국과학기술원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준명 일진전기㈜

 이준수 국방과학연구소

 이준원 LG전자

 이준협 명지대학교

* 이준호 공주대학교

 이중욱 전남대학교

 이중재 ㈜휴비츠

 이지면 순천대학교

 이지영 원텍(주)

 이지우 명지대학교

 이지은 서울대학교

 이지행 단국대학교

 이지훈 전북대학교

 이진경 삼성전자(주)

 이진국 ㈜주원산업

 이진복 한화시스템

 이진우 비엔비상사

 이진철 한남대학교

* 이진형 한양대학교

 이찬기 한국전광(주)

 이찬수 영남대학교

 이찬호 숭실대학교

 이창건 삼성전자(주)

 이창권 누비텍㈜

* 이창석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이창수 

 이창열 광주과학기술원

 이창원 ㈜솔고바이오메디칼

 이창원 광주과학기술원

 이창윤 삼성전기㈜

 이창재 국방과학연구소

 이창협 고등과학원

 이창호 LG전선(주)

 이창호 전남대학교

 이예령 고려대학교

 이왕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용경 케이티기술본부

 이용범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용산 대진대학교

 이용선 도시바삼성

 이용수 (주)한화

 이용우 전남도립대학교

 이용우 인텍플러스

 이용욱 부경대학교

 이용인 암전정밀광학(주)

 이용인 아주대학교

 이용재 ㈜삼성

 이용재 고등광기술연구소

* 이용주 기초과학연구원

* 이용탁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태 우리로광통신(주)

 이용현 (주)옵토매직

 이용훈 목포대학교

* 이용희 한국과학기술원

 이욱재 ETRI

 이운영 KT 통신망연구소

 이원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원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원기 오이솔루션

 이원선 삼성전자(주)

* 이원승 (주)이오시스템

 이원신 삼성테크윈(주)

 이원용 삼성전자(주)

 이원욱 한양대학교

 이원웅 LG전자

 이원주 한국전기연구원

* 이원진 대구산업정보대학

 이유용 삼성전자(주)

 이유종 동의대학교

 이윤 육군사관학교

 이윤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상 숭실대학교

* 이윤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은경 한국광학회

 이은규 원텍㈜

 이은미 ㈜엘지에스

* 이은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은정 

 이은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을성 해성옵틱스

 이의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익한 경북과학대학

 이인용 ㈜테놉스

* 이인원 쓰리엘시스템(주)

 이인호 서울대학교

 이일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일항 인하대학교

 이임영 단국대학교

 이장두 삼성SDI

 이장범 한화시스템

 이장원 (주)스타엘브이에스

 이장원 한밭대학교

 이장훈 서울대학교

 이재경 삼양화학공업(주)

 이재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재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재복 공주중학교

* 이재승 광운대학교

 이재열 (주)구일엔지니어링

 이재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웅 아주대학교

 이재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은 LG전자

* 이재철 ㈜한화

 이재철 강원대학교

 이재철 원광대학교

 이재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재학 고등과학원

 이재홍 삼성코닝

 이재환 국방과학연구소

 이재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훈 ㈜한화

 이재흔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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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권 한국원자력연구원

* 임기건 전남대학교

* 임기수 충북대학교

* 임동건 고려대학교

 임동성 Novera Optics Korea

 임부빈 대우전자(주)

 임부빈 (주)위키옵틱스

 임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상엽 고등광기술연구소

 임석곤 (주)새한에이텍

* 임선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임성규 단국대학교

 임세훈 SRI.CO

 임승일 (주)이오시스템

 임승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승환 광주과학기술원

 임신혁 국방과학연구소

 임영롱 고등과학원

* 임영민 전자부품연구원

 임영빈 

 임영은 한국광기술원

 임영진 충남대학교

 임영태 충북대학교

 임용석 영남대학교

* 임용식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임용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용훈 명지대학교

 임은식 충남테크노파크

 임은태 한국광기술원

 임일성 KMAC

 임재근 한솔LCD

 임재원 오로스테크놀로지

 임정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정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정우 퍼듀 대학교

 임정운 한국광기술원

 임정훈 (주)포토메디

 임종선 이화여자대학교

 임종훈 전자부품연구원

 임준 포항공과대학교

 임진성 삼성코닝

 임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창문 현대전자(주)

* 임창환 한국원자력연구원

* 임천석 한남대학교

 임충수 

 임해용 한국광기술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현수 충남대학교

 임혜진 한국전광(주)

 임희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장경수 (주)제씨콤

 장경원 건국대학교

 장광훈 주식회사필로포스

 장규하 한국원자력연구원

 장기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장기완 창원대학교

 장기철 

 장대식 ㈜세코닉스

 장동훈 인하대학교

 장명호 삼성전자(주)

 장미경 부산대학교

 장미순 대우전자(주)

 장민석 한국과학기술원

 장병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장성준 하이닉스

 장성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장수 한남대학교

 장수학 부원광학(주)

 장순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승혁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장우순 탐투스㈜

* 장원권 한서대학교

 장원근 한국광기술원

 장원석 한국전기연구원

 장원석 한국기계연구원

 장원석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장원조 (주)창성

 장유민 삼성전기㈜

 장윤선 충남대학교

 이창화 국방과학연구소

* 이창희 한국과학기술원

* 이창희 서울대학교

 이천호 한국과학기술원

 이철 ㈜인텍이앤씨

 이철구 

 이철우 삼성전자(주)

 이철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철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춘곤 (주)프로텍

 이충규 조선대학교

 이충기 (주)파이브테크

* 이치원 공주대학교

 이태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태동 금오공과대학교

 이태연 서울대학교

 이태영 (주)위키옵틱스

 이태형 삼성광통신

 이태희 삼성전자(주)

* 이택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학규 (주)켐옵틱스

 이학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학순 SK텔레콤

 이학원 제니어스테크놀러지

 이학주 한국기계연구원

 이학철 아주대학교

* 이한석 한국과학기술원

* 이한영 전자부품연구원

 이한울 마이크로인스펙션(주)

 이한철 ㈜휴비츠

* 이해영 아주대학교

 이해운 하이웨이브㈜

* 이해웅 한국과학기술원

 이해준 부산대학교

 이해진 삼성디지털이미징㈜

 이행복 국방과학연구소

* 이혁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혁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혁재 경남대학교

 이혁재 한화시스템

 이혁재 경남대학교

 이혁준 LG필립스LCD

 이현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현기 LIG 넥스원

 이현석 충북대학교

 이현성 이오테크닉스

 이현식 인하대학교

 이현오 (주)코스미디아

 이현용 전남대학교

* 이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형만 전자부품연구원

 이형인 서울대학교

 이혜미 Chonnam Univ.

 이혜정 여주대학교

 이호 경북대학교

 이호석 공주대학교

*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호재 광주과학기술원

* 이호준 호서대학교

 이호진 숭실대학교

 이호철 

 이호철 한밭대학교

 이홍석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이홍식 한국조명ICT연구원

* 이화용 호서대학교

 이환선 삼성테크윈(주)

* 이황운 기초과학연구원

 이회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훈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휘돈 고등광기술연구소

 이휘종 엠지비엔도스코피

 이희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희철 루트로닉

 이희춘 ㈜씨엠에스

 인용섭 국방과학연구소

 임 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임강빈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임경아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임국빈 (주)오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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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권 한국원자력연구원

* 임기건 전남대학교

* 임기수 충북대학교

* 임동건 고려대학교

 임동성 Novera Optics Korea

 임부빈 대우전자(주)

 임부빈 (주)위키옵틱스

 임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상엽 고등광기술연구소

 임석곤 (주)새한에이텍

* 임선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임성규 단국대학교

 임세훈 SRI.CO

 임승일 (주)이오시스템

 임승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승환 광주과학기술원

 임신혁 국방과학연구소

 임영롱 고등과학원

* 임영민 전자부품연구원

 임영빈 

 임영은 한국광기술원

 임영진 충남대학교

 임영태 충북대학교

 임용석 영남대학교

* 임용식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임용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용훈 명지대학교

 임은식 충남테크노파크

 임은태 한국광기술원

 임일성 KMAC

 임재근 한솔LCD

 임재원 오로스테크놀로지

 임정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정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정우 퍼듀 대학교

 임정운 한국광기술원

 임정훈 (주)포토메디

 임종선 이화여자대학교

 임종훈 전자부품연구원

 임준 포항공과대학교

 임진성 삼성코닝

 임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창문 현대전자(주)

* 임창환 한국원자력연구원

* 임천석 한남대학교

 임충수 

 임해용 한국광기술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현수 충남대학교

 임혜진 한국전광(주)

 임희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장경수 (주)제씨콤

 장경원 건국대학교

 장광훈 주식회사필로포스

 장규하 한국원자력연구원

 장기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장기완 창원대학교

 장기철 

 장대식 ㈜세코닉스

 장동훈 인하대학교

 장명호 삼성전자(주)

 장미경 부산대학교

 장미순 대우전자(주)

 장민석 한국과학기술원

 장병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장성준 하이닉스

 장성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장수 한남대학교

 장수학 부원광학(주)

 장순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승혁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장우순 탐투스㈜

* 장원권 한서대학교

 장원근 한국광기술원

 장원석 한국전기연구원

 장원석 한국기계연구원

 장원석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장원조 (주)창성

 장유민 삼성전기㈜

 장윤선 충남대학교

 이창화 국방과학연구소

* 이창희 한국과학기술원

* 이창희 서울대학교

 이천호 한국과학기술원

 이철 ㈜인텍이앤씨

 이철구 

 이철우 삼성전자(주)

 이철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철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춘곤 (주)프로텍

 이충규 조선대학교

 이충기 (주)파이브테크

* 이치원 공주대학교

 이태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태동 금오공과대학교

 이태연 서울대학교

 이태영 (주)위키옵틱스

 이태형 삼성광통신

 이태희 삼성전자(주)

* 이택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학규 (주)켐옵틱스

 이학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학순 SK텔레콤

 이학원 제니어스테크놀러지

 이학주 한국기계연구원

 이학철 아주대학교

* 이한석 한국과학기술원

* 이한영 전자부품연구원

 이한울 마이크로인스펙션(주)

 이한철 ㈜휴비츠

* 이해영 아주대학교

 이해운 하이웨이브㈜

* 이해웅 한국과학기술원

 이해준 부산대학교

 이해진 삼성디지털이미징㈜

 이행복 국방과학연구소

* 이혁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혁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혁재 경남대학교

 이혁재 한화시스템

 이혁재 경남대학교

 이혁준 LG필립스LCD

 이현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현기 LIG 넥스원

 이현석 충북대학교

 이현성 이오테크닉스

 이현식 인하대학교

 이현오 (주)코스미디아

 이현용 전남대학교

* 이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형만 전자부품연구원

 이형인 서울대학교

 이혜미 Chonnam Univ.

 이혜정 여주대학교

 이호 경북대학교

 이호석 공주대학교

*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호재 광주과학기술원

* 이호준 호서대학교

 이호진 숭실대학교

 이호철 

 이호철 한밭대학교

 이홍석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이홍식 한국조명ICT연구원

* 이화용 호서대학교

 이환선 삼성테크윈(주)

* 이황운 기초과학연구원

 이회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훈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휘돈 고등광기술연구소

 이휘종 엠지비엔도스코피

 이희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희철 루트로닉

 이희춘 ㈜씨엠에스

 인용섭 국방과학연구소

 임 준 포항가속기연구소

 임강빈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임경아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임국빈 (주)오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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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식 한화시스템

 정대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도환 공주대학교

 정동석 인하대학교

 정동연 (주)대호테크

 정동환 (주)현송

 정동훈 (주)휘라포토닉스

* 정만호 청주대학교

 정명렬 삼성전자(주)

 정명영 부산대학교

 정명진 

 정명진 (주)탑엔지니어링

 정문석 고등광기술연구소

 정미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미윤 경상대학교

 정민석 동우옵트론㈜

 정민옥 삼성전자(주)

 정민완 ㈜한화

 정병국 성균관대학교

 정병민 숭실대학교

* 정병조 연세대학교

 정병준 경희대학교

 정병호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정보희 lig넥스원

 정봉수 레이젠(주)

 정부영 충청대학교

 정상철 에이테크솔루션(주)

 정석문 해군사관학교

 정석원 전자부품연구원

 정석현 프리시젼옵텍스

 정석호 삼성전기㈜

 정성길 신성 S.I.T

 정성묵 lig넥스원

 정성윤 LG전자

 정성호 광주과학기술원

 정성훈 포항가속기연구소

 정세민 동아대학교

* 정세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소영 (주)인텍플러스

 정수성 한화시스템

 정수진 삼성전기㈜

 정승교 기술표준원

* 정신일 부경대학교

 정연식 한국과학기술원

 정연욱 성균관대학교

 정연창 전자통신연구원부설연구소

 정연홍 경동대학교

* 정영욱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영주 광주과학기술원

 정영진 울산과학대학교

 정영진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정영철 광운대학교

 정예지 ㈜한화

 정용만 한국클라리티

 정용배 삼성전기㈜

 정용석 한화시스템

 정용훈 엘지디스플레이

 정우철 개인사업

 정운상 포항공과대학교

 정운진 공주대학교

 정웅규 울산과학기술원

 정원을 

 정원주 고려대학교

 정유경 기초과학연구원

 정유진 국방과학연구소

 정윤모 인하대학교

* 정윤찬 서울대학교

* 정윤철 한국과학기술원

* 정의창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의헌 광주과학기술원

 정인식 센텍

 정일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일석 울산과학기술원

 정일현 단국대학교

 정재완 ㈜에이치엔티

 정재욱 성균관대학교

 정재욱 충북대학교

 정재철 전남대학교

 장으뜸 (주)우리로

 장재경 (주)이오테크닉스

 장재림 산업기술시험원

 장재영 을지대학교

 장재용 삼성테크윈(주)

 장재원 부경대학교

 장재형 광주과학기술원

 장정아 한국화학연구원

 장정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장준성 서울대학교

 장준익 서강대학교

 장지원 (주)아이텍테크널러지

 장지원 LG전자

 장지현 울산과학기술원

 장진 (주)넥센서

 장현수 전자부품연구원

 장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장홍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희숙 한국과학기술원

 장희진 조선대학교

 전경원 프리랜서

 전계진 삼성종합기술원

 전금수 두산전자

 전기영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전만식 경북대학교

 전명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전민용 충남대학교

 전민현 인제대학교

 전병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환 서울대학교

 전보라 (주)우리로

 전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석희 인천대학교

 전선호 (주)나인

 전성란 한국광기술원

* 전영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영세 프로옵틱스

 전영윤 원광보건대학교

 전영인 서울시립대학교

 전영철 울산과학기술원

* 전용근 ㈜한화

 전은숙 EO technics

 전은채 울산대학교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전재훈 건국대학교

 전정우 KT 기술연구소

 전정은 (주)엑스엘 광통신

 전주희 삼성전기㈜

 전진우 인제대학교

 전진우 국제과학문화연구소

 전창수 광주과학기술원

 전창훈 

 전철규 호서대학교

* 전태인 한국해양대학교

 전태종 서강대학교

 전행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헌수 서울대학교

 전현채 인천대학교

 전형민 옵틱라인즈

 전형하 고등기술연구원

* 전호인 경원대학교

 정갑균 서울대학교

 정강용 (주)빛과전자

 정경갑 

 정경복 조선대학교

 정경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경재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육군사관학교

 정광진 삼성전자(주)

* 정교방 홍익대학교

 정구락 한국광기술원

* 정규일 

 정규현 인하대학교

 정규황 고등광기술연구소

 정기룡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기수 경상대학교

 정기영 나노포커스

* 정기태 KT 기술연구소

* 정기훈 한국과학기술원

 정나연 레이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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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식 한화시스템

 정대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도환 공주대학교

 정동석 인하대학교

 정동연 (주)대호테크

 정동환 (주)현송

 정동훈 (주)휘라포토닉스

* 정만호 청주대학교

 정명렬 삼성전자(주)

 정명영 부산대학교

 정명진 

 정명진 (주)탑엔지니어링

 정문석 고등광기술연구소

 정미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미윤 경상대학교

 정민석 동우옵트론㈜

 정민옥 삼성전자(주)

 정민완 ㈜한화

 정병국 성균관대학교

 정병민 숭실대학교

* 정병조 연세대학교

 정병준 경희대학교

 정병호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정보희 lig넥스원

 정봉수 레이젠(주)

 정부영 충청대학교

 정상철 에이테크솔루션(주)

 정석문 해군사관학교

 정석원 전자부품연구원

 정석현 프리시젼옵텍스

 정석호 삼성전기㈜

 정성길 신성 S.I.T

 정성묵 lig넥스원

 정성윤 LG전자

 정성호 광주과학기술원

 정성훈 포항가속기연구소

 정세민 동아대학교

* 정세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소영 (주)인텍플러스

 정수성 한화시스템

 정수진 삼성전기㈜

 정승교 기술표준원

* 정신일 부경대학교

 정연식 한국과학기술원

 정연욱 성균관대학교

 정연창 전자통신연구원부설연구소

 정연홍 경동대학교

* 정영욱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영주 광주과학기술원

 정영진 울산과학대학교

 정영진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정영철 광운대학교

 정예지 ㈜한화

 정용만 한국클라리티

 정용배 삼성전기㈜

 정용석 한화시스템

 정용훈 엘지디스플레이

 정우철 개인사업

 정운상 포항공과대학교

 정운진 공주대학교

 정웅규 울산과학기술원

 정원을 

 정원주 고려대학교

 정유경 기초과학연구원

 정유진 국방과학연구소

 정윤모 인하대학교

* 정윤찬 서울대학교

* 정윤철 한국과학기술원

* 정의창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의헌 광주과학기술원

 정인식 센텍

 정일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일석 울산과학기술원

 정일현 단국대학교

 정재완 ㈜에이치엔티

 정재욱 성균관대학교

 정재욱 충북대학교

 정재철 전남대학교

 장으뜸 (주)우리로

 장재경 (주)이오테크닉스

 장재림 산업기술시험원

 장재영 을지대학교

 장재용 삼성테크윈(주)

 장재원 부경대학교

 장재형 광주과학기술원

 장정아 한국화학연구원

 장정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장준성 서울대학교

 장준익 서강대학교

 장지원 (주)아이텍테크널러지

 장지원 LG전자

 장지현 울산과학기술원

 장진 (주)넥센서

 장현수 전자부품연구원

 장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장홍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희숙 한국과학기술원

 장희진 조선대학교

 전경원 프리랜서

 전계진 삼성종합기술원

 전금수 두산전자

 전기영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전만식 경북대학교

 전명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전민용 충남대학교

 전민현 인제대학교

 전병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환 서울대학교

 전보라 (주)우리로

 전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석희 인천대학교

 전선호 (주)나인

 전성란 한국광기술원

* 전영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영세 프로옵틱스

 전영윤 원광보건대학교

 전영인 서울시립대학교

 전영철 울산과학기술원

* 전용근 ㈜한화

 전은숙 EO technics

 전은채 울산대학교

 전재필 ㈜엘투케이플러스

 전재훈 건국대학교

 전정우 KT 기술연구소

 전정은 (주)엑스엘 광통신

 전주희 삼성전기㈜

 전진우 인제대학교

 전진우 국제과학문화연구소

 전창수 광주과학기술원

 전창훈 

 전철규 호서대학교

* 전태인 한국해양대학교

 전태종 서강대학교

 전행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헌수 서울대학교

 전현채 인천대학교

 전형민 옵틱라인즈

 전형하 고등기술연구원

* 전호인 경원대학교

 정갑균 서울대학교

 정강용 (주)빛과전자

 정경갑 

 정경복 조선대학교

 정경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경재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육군사관학교

 정광진 삼성전자(주)

* 정교방 홍익대학교

 정구락 한국광기술원

* 정규일 

 정규현 인하대학교

 정규황 고등광기술연구소

 정기룡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기수 경상대학교

 정기영 나노포커스

* 정기태 KT 기술연구소

* 정기훈 한국과학기술원

 정나연 레이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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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진 한경대학교

 조무희 (주)미래텍

 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조범근 에치에프알

 조병익 광주과학기술원

 조병철 동아방송대학

 조상연 전자부품연구원

 조상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석범 SKT

 조석제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형 (주)휴비츠

 조성대 KT

 조성묵 EASTEL SYSTEMS

 조성민 (주)엘지에스

 조성오 

 조성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성재 가천대학교

 조성칠 (주)노티스

 조성학 한국기계연구원

 조성호 한화테크윈

 조승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승현 삼성전기㈜

* 조신호 신라대학교

 조언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영권 아주대학교

 조영달 광주과학기술원

* 조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영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영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조영탁 광주대학교

 조용걸 가하

 조용기 국방과학연구소

* 조용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용주 삼성전기㈜

 조우종 삼성종합기술원

 조원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윤형 서울광학산업

 조은형 삼성종합기술원

 조인 Miru Tech Corp.

 조재경 경상대학교

 조재명 한화시스템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재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조재준 공군전투발전단

 조재헌 삼성전자(주)

 조재현 제니아

 조재형 (주)한광옵토

* 조재흥 한남대학교

 조정식 아이디퀀티크유한회사

 조정혁 

 조정환 삼성전자(주)

 조주완 삼성 디스플레이

 조주희 제이시스 메디컬

 조준용 (주)한화

 조진기 인오시스템(주)

* 조창호 배재대학교

 조창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철훈 펨트론

 조충상 전자부품연구원

 조치오 삼성 디스플레이

 조태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한규 삼성코닝

 조항은 연세대학교

 조현국 강원대학교

* 조현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현석 SKC-Haas

* 조현주 대덕대학교

 조형석 한국과학기술원

 조형수 한국과학기술원

 조형욱 삼성디스플레이

 조형준 제주대학교

 조효경 삼성전기㈜

 조희성 삼성전자(주)

 주건우 광주과학기술원

 주경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식 명지대학교

* 주관종 (주)한택

 주기남 조선대학교

 주기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재훈 단국대학교

 정정민 삼성전기㈜

 정정연 

* 정제명 한양대학교

 정종득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종래 (주)에스엘테크놀로지

 정주연 한국기계연구원

* 정준 (주)쏠리드

 정준호 Dankook Univ.

 정중현 부경대학교

 정중호 LG전자

* 정지채 고려대학교

 정지혁 

 정진관 부산대학교

 정진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진명 I-Vision

 정진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진하 대우전자(주)

 정진하 Hallym Univ.

 정진혁 국방과학연구소

* 정진호 프로옵틱스

 정진호 Chonnam Univ.

 정진호 호서대학교

 정진희 (주)이오시스템

* 정창섭 전남대학교

* 정창수 광주과학기술원

 정채일 

* 정치섭 청주대학교

 정태경 명지대학교

 정태린 한국과학기술원

* 정태문 광주과학기술원

 정태혁 삼성에스비아이

 정택 국방과학연구소

 정필상 단국대학교

 정필선 에이스솔루텍

 정필호 삼성전기㈜

 정해두 한밭대학교

 정해세 (주)이오테크닉스

* 정해양 경희대학교

 정현돈 에피플러스

 정현석 서울대학교

 정현주 국방과학연구소

 정현철 조선대학교

 정형곤 ㈜휘라포토닉스

 정형곤 Chonnam Univ.

 정호 넥스원퓨쳐

 정호섭 삼성전기㈜

 정호준 한국천문연구원

 정호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호진 파이버프로㈜

* 정홍식 홍익대학교

 정홍식 연세대학교

 정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환성 국방과학연구소

* 정환재 전남대학교

 정효중 한화시스템

 정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흥상 대우전자(주)

 정희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희성 삼성SDI

 정희재 한국과학기술원

* 제갈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구출 연세대학교

 제우성 경성대학교

* 제원호 서울대학교

 제정우 SK하이닉스

 조강민 광주과학기술원

 조건호 삼성전자(주)

 조경미 

 조경석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조관식 인제대학교

 조국산 ㈜클라이오 텍

* 조규만 서강대학교

 조규복 바이오닉시스템

 조기호 (주)한화

 조대수 (주)휘라포토닉스

 조대원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 조동현 고려대학교

* 조두진 아주대학교

 조두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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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진 한경대학교

 조무희 (주)미래텍

 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조범근 에치에프알

 조병익 광주과학기술원

 조병철 동아방송대학

 조상연 전자부품연구원

 조상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석범 SKT

 조석제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형 (주)휴비츠

 조성대 KT

 조성묵 EASTEL SYSTEMS

 조성민 (주)엘지에스

 조성오 

 조성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성재 가천대학교

 조성칠 (주)노티스

 조성학 한국기계연구원

 조성호 한화테크윈

 조승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승현 삼성전기㈜

* 조신호 신라대학교

 조언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영권 아주대학교

 조영달 광주과학기술원

* 조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영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영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조영탁 광주대학교

 조용걸 가하

 조용기 국방과학연구소

* 조용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용주 삼성전기㈜

 조우종 삼성종합기술원

 조원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윤형 서울광학산업

 조은형 삼성종합기술원

 조인 Miru Tech Corp.

 조재경 경상대학교

 조재명 한화시스템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재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조재준 공군전투발전단

 조재헌 삼성전자(주)

 조재현 제니아

 조재형 (주)한광옵토

* 조재흥 한남대학교

 조정식 아이디퀀티크유한회사

 조정혁 

 조정환 삼성전자(주)

 조주완 삼성 디스플레이

 조주희 제이시스 메디컬

 조준용 (주)한화

 조진기 인오시스템(주)

* 조창호 배재대학교

 조창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철훈 펨트론

 조충상 전자부품연구원

 조치오 삼성 디스플레이

 조태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한규 삼성코닝

 조항은 연세대학교

 조현국 강원대학교

* 조현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현석 SKC-Haas

* 조현주 대덕대학교

 조형석 한국과학기술원

 조형수 한국과학기술원

 조형욱 삼성디스플레이

 조형준 제주대학교

 조효경 삼성전기㈜

 조희성 삼성전자(주)

 주건우 광주과학기술원

 주경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식 명지대학교

* 주관종 (주)한택

 주기남 조선대학교

 주기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재훈 단국대학교

 정정민 삼성전기㈜

 정정연 

* 정제명 한양대학교

 정종득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종래 (주)에스엘테크놀로지

 정주연 한국기계연구원

* 정준 (주)쏠리드

 정준호 Dankook Univ.

 정중현 부경대학교

 정중호 LG전자

* 정지채 고려대학교

 정지혁 

 정진관 부산대학교

 정진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진명 I-Vision

 정진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진하 대우전자(주)

 정진하 Hallym Univ.

 정진혁 국방과학연구소

* 정진호 프로옵틱스

 정진호 Chonnam Univ.

 정진호 호서대학교

 정진희 (주)이오시스템

* 정창섭 전남대학교

* 정창수 광주과학기술원

 정채일 

* 정치섭 청주대학교

 정태경 명지대학교

 정태린 한국과학기술원

* 정태문 광주과학기술원

 정태혁 삼성에스비아이

 정택 국방과학연구소

 정필상 단국대학교

 정필선 에이스솔루텍

 정필호 삼성전기㈜

 정해두 한밭대학교

 정해세 (주)이오테크닉스

* 정해양 경희대학교

 정현돈 에피플러스

 정현석 서울대학교

 정현주 국방과학연구소

 정현철 조선대학교

 정형곤 ㈜휘라포토닉스

 정형곤 Chonnam Univ.

 정호 넥스원퓨쳐

 정호섭 삼성전기㈜

 정호준 한국천문연구원

 정호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호진 파이버프로㈜

* 정홍식 홍익대학교

 정홍식 연세대학교

 정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환성 국방과학연구소

* 정환재 전남대학교

 정효중 한화시스템

 정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흥상 대우전자(주)

 정희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희성 삼성SDI

 정희재 한국과학기술원

* 제갈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구출 연세대학교

 제우성 경성대학교

* 제원호 서울대학교

 제정우 SK하이닉스

 조강민 광주과학기술원

 조건호 삼성전자(주)

 조경미 

 조경석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조관식 인제대학교

 조국산 ㈜클라이오 텍

* 조규만 서강대학교

 조규복 바이오닉시스템

 조기호 (주)한화

 조대수 (주)휘라포토닉스

 조대원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 조동현 고려대학교

* 조두진 아주대학교

 조두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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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밍 인하대학교

* 주병권 고려대학교

 주병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성민 광주과학기술원

 주성현 한국조폐공사

 주성현 아이쓰리시스템(주)

 주영구 경북대학교

 주영훈 삼성전자(주)

 주예나 ㈜휴비츠

 주원돈 삼성전자(주)

 주원제 삼성전기㈜

 주재범 한양대학교

 주재영 한국광기술원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철민 연세대학교

 주태하 포항공과대학교

 주현덕 ㈜도은

 주형규 가천대학교

 주홍 ㈜레이저옵텍

 주홍 ㈜레이저옵텍

 주홍렬 연세대학교

* 주흥로 ㈜엑스엘 광통신

 지민석 한서대학교

 지상윤 광주과학기술원

 지성근 숭실대학교

 지세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영빈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지용국 (주)아토

 지원수 앤비젼

 지윤영 (주)인텍플러스

 지이권 오에프티 주식회사

 지정범 홍익대학교

 지준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철구 ㈜송산

 진대현 ㈜이오테크닉스

 진병두 단국대학교 

 진상규 영동전문대학교

 진상철 육군본부무기체계사업단

 진승범 성균관대학교

 진승화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진영준 고등기술연구원

 진윤식 한국전기연구원

 진재현 (주)옵티코어

 진종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진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호 경희대학교

 차경훈 삼성전자(주)

 차동호 (주)나노텍

 차두환 한국광기술원

* 차명식 부산대학교

* 차병헌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상준 (주)파이버프로

 차성도 강원대학교

 차성우 한국과학기술원

 차승남 삼성종합기술원

 차영덕 삼성전자(주)

* 차용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차혁진 고등광기술연구소

* 차형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찬 누옌 훟 전북대학교

 채경필 LG이노텍

 채규민 삼성전기㈜

 채병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채지원 

* 채진석 제네랄옵틱스주식회사

 채진석 ㈜한국전광

 채한림 엠에스알테크놀러지

 채희숙 아우토반디자인하우스

 챙푸 리우 한국과학기술원

 천무영 한국천문연구원

 천병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천화영 서울아산병원

 최가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갑봉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최경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경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계훈 대구보건대학교

 최규홍 고등광기술연구소

 최규환 삼성종합기술원

 최기백 한국과학기술원

 최기선 (주)휘라포토닉스

 최기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길재 삼성SDI

 최낙렬 금오공과대학교

 최대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락권 KT 마케팅연구소

* 최만수 서울대학교

 최만수 한국천문연구원

 최명조 삼성전자(주)

 최명환 서울대학교

 최무길 (주)세코닉스

 최무진 한국기계연구원

* 최무한 경북대학교

 최민영 ㈜리스광학

 최민호 에피밸리㈜

 최병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병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병정 전북테크노파크

 최병찬 ㈜아이텍 테크널러지

 최병철 영남대학교

 최병훈 

 최상경 Sekinos Korea

 최상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상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상문 금강디엔에스㈜

* 최상삼 레이저앤피직스

 최상태 경주대학교

 최석원 경희대학교

 최선민 한국수력원자력

 최선영 에이에스엠엘

 최성우 ㈜엔엠시스템즈

 최성웅 레이저스펙트라

 최성원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 최성을 인천대학교

 최성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세운 금오공과대학교

 최세철 국방과학연구소

 최수봉 인천대학교

 최수봉 인천대학교

 최수일 전남대학교

 최수한 삼성전자(주)

 최순철 ㈜세코닉스

 최승덕 경기공업대학교

 최승만 한국과학기술원

 최시연 LIG Nex1㈜

 최안식 

 최안식 삼성전자(주)

 최연호 고려대학교

 최영규 신라대학교

* 최영복 KT 통신망연구소

* 최영수 국방과학연구소

 최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 최영완 중앙대학교

 최영욱 한국전기연구원

 최영운 고려대학교

 최영호 LG전자

 최완해 ㈜한국알엠아이

 최용규 한국항공대학교

 최용진 

* 최우영 연세대학교

 최우준 중앙대학교

* 최원식 고려대학교

 최원준 고려대학교

 최원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원준 고려대학교

 최원희 삼성전자(주)

 최윤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윤석 삼성전기㈜

 최윤석 한밭대학교

 최윤선 삼성종합기술원

 최윤정 한국광기술원

* 최은서 조선대학교

 최은정 건양대학교

 최인석 (주)이오테크닉스

* 최일우 광주과학기술원

 최장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재민 전북대학교

 최재식 (주)루미클

 최재우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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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밍 인하대학교

* 주병권 고려대학교

 주병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성민 광주과학기술원

 주성현 한국조폐공사

 주성현 아이쓰리시스템(주)

 주영구 경북대학교

 주영훈 삼성전자(주)

 주예나 ㈜휴비츠

 주원돈 삼성전자(주)

 주원제 삼성전기㈜

 주재범 한양대학교

 주재영 한국광기술원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철민 연세대학교

 주태하 포항공과대학교

 주현덕 ㈜도은

 주형규 가천대학교

 주홍 ㈜레이저옵텍

 주홍 ㈜레이저옵텍

 주홍렬 연세대학교

* 주흥로 ㈜엑스엘 광통신

 지민석 한서대학교

 지상윤 광주과학기술원

 지성근 숭실대학교

 지세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영빈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지용국 (주)아토

 지원수 앤비젼

 지윤영 (주)인텍플러스

 지이권 오에프티 주식회사

 지정범 홍익대학교

 지준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철구 ㈜송산

 진대현 ㈜이오테크닉스

 진병두 단국대학교 

 진상규 영동전문대학교

 진상철 육군본부무기체계사업단

 진승범 성균관대학교

 진승화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진영준 고등기술연구원

 진윤식 한국전기연구원

 진재현 (주)옵티코어

 진종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진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호 경희대학교

 차경훈 삼성전자(주)

 차동호 (주)나노텍

 차두환 한국광기술원

* 차명식 부산대학교

* 차병헌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상준 (주)파이버프로

 차성도 강원대학교

 차성우 한국과학기술원

 차승남 삼성종합기술원

 차영덕 삼성전자(주)

* 차용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차혁진 고등광기술연구소

* 차형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찬 누옌 훟 전북대학교

 채경필 LG이노텍

 채규민 삼성전기㈜

 채병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채지원 

* 채진석 제네랄옵틱스주식회사

 채진석 ㈜한국전광

 채한림 엠에스알테크놀러지

 채희숙 아우토반디자인하우스

 챙푸 리우 한국과학기술원

 천무영 한국천문연구원

 천병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천화영 서울아산병원

 최가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갑봉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최경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경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계훈 대구보건대학교

 최규홍 고등광기술연구소

 최규환 삼성종합기술원

 최기백 한국과학기술원

 최기선 (주)휘라포토닉스

 최기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길재 삼성SDI

 최낙렬 금오공과대학교

 최대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락권 KT 마케팅연구소

* 최만수 서울대학교

 최만수 한국천문연구원

 최명조 삼성전자(주)

 최명환 서울대학교

 최무길 (주)세코닉스

 최무진 한국기계연구원

* 최무한 경북대학교

 최민영 ㈜리스광학

 최민호 에피밸리㈜

 최병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병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병정 전북테크노파크

 최병찬 ㈜아이텍 테크널러지

 최병철 영남대학교

 최병훈 

 최상경 Sekinos Korea

 최상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상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상문 금강디엔에스㈜

* 최상삼 레이저앤피직스

 최상태 경주대학교

 최석원 경희대학교

 최선민 한국수력원자력

 최선영 에이에스엠엘

 최성우 ㈜엔엠시스템즈

 최성웅 레이저스펙트라

 최성원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

* 최성을 인천대학교

 최성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세운 금오공과대학교

 최세철 국방과학연구소

 최수봉 인천대학교

 최수봉 인천대학교

 최수일 전남대학교

 최수한 삼성전자(주)

 최순철 ㈜세코닉스

 최승덕 경기공업대학교

 최승만 한국과학기술원

 최시연 LIG Nex1㈜

 최안식 

 최안식 삼성전자(주)

 최연호 고려대학교

 최영규 신라대학교

* 최영복 KT 통신망연구소

* 최영수 국방과학연구소

 최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 최영완 중앙대학교

 최영욱 한국전기연구원

 최영운 고려대학교

 최영호 LG전자

 최완해 ㈜한국알엠아이

 최용규 한국항공대학교

 최용진 

* 최우영 연세대학교

 최우준 중앙대학교

* 최원식 고려대학교

 최원준 고려대학교

 최원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원준 고려대학교

 최원희 삼성전자(주)

 최윤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윤석 삼성전기㈜

 최윤석 한밭대학교

 최윤선 삼성종합기술원

 최윤정 한국광기술원

* 최은서 조선대학교

 최은정 건양대학교

 최인석 (주)이오테크닉스

* 최일우 광주과학기술원

 최장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재민 전북대학교

 최재식 (주)루미클

 최재우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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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혁 명진크리스텍(주)

 최재호 단국대학교

 최정우 경희대학교

 최정운 SK 텔레콤

 최정현 영우디에스피

 최정호 LG전선(주)

 최제훈 부산대학교

* 최종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최종운 호남대학교

 최종철 삼성전자(주)

 최종호 고려대학교

 최주현 한국광기술원

 최준규 세한정보시스템

 최준석 NEON Photonics Co. Ltd.

 최준혁 한국기계연구원

 최중규 한화시스템

* 최중길 연세대학교

* 최지연 한국기계연구원

 최진만 대우전자(주)

 최진만 (주)위키옵틱스

 최진우 광주과학기술원

 최진혁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철현 인하대학교

 최춘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태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최태일 삼성전기㈜

 최태훈 LG디스플레이

* 최평석 창원대학교

 최필성 

 최학림 삼성전기㈜

* 최해룡 경북대학교

 최해영 한국전기연구원

 최해운 계명대학교

 최현범 Fiberpia

 최현식 부산대학교

 최현영 한국과학기술원

 최현용 전자부품연구원

 최현용 서울대학교

 최현준 안양대학교

 최현진 국방과학연구소

 최현호 광기술교육센터

* 최현희 숭실대학교

 최형 삼성전자(주)

 최형석 

 최호영 LG전자

 최환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희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희동 KTF 인프라넷 테크놀로지

 최희진 (주)젠포토닉스

* 최희진 세종대학교

 추병권 삼성 디스플레이

 추병욱 카바스(주)

 추승용 오로스테크놀로지

 추장희 

* 추한태 금오공과대학교

 추현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롤 야눌레비치 광주과학기술원

 타누모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탁경모 삼성전자(주)

 페라난담 파 인하대학교

 편정일 일산인더스트리

 평재협 

* 표정석 ㈜세기텔콤

 표진구 (주)피피아이

 표현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라모드 와테카 광주과학기술원

 하경호 

 하국진 레이저스펙트라

 하나영 아주대학교

 하수용 레이젠(주)

 하양 울산대학교

 하우성 삼성전자(주)

 하정훈 주식회사레티널

 하진용 세종대학교

 하태우 기초과학연구원

 한경호 단국대학교

 한경훈 삼성전자(주)

 한관영 부산대학교

 한관희 엘에스전선

 한규완 삼성SDI

* 한기관 Laser & Physics

 한기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기호 공주대학교

 한노수 기초과학연구원

 한동욱 부산대학교

 한동진 (주)이오시스템

 한동진 ㈜이오시스템

 한두희 청운대학교

 한미경 ㈜포엠

 한병윤 연세대학교

* 한상국 연세대학교

 한상배 (주)이브이레이저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상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상준 삼성종합기술원

 한상준 ㈜포텍

 한상진 

 한상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성홍 울산대학교

 한성흠 한국기계연구원

 한송희 목포해양대학교

 한수민 ㈜휴비츠

 한수욱 한국광기술원

 한승 ㈜포톤디자인 코리아

 한승헌 한국광기술원

 한승훈 서울대학교

 한승희 서강대학교

* 한영근 한양대학교

 한영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원택 광주과학기술원

 한유진 TSC멤시스(주)

 한인구 삼성전기㈜

 한인옥 

 한일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일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재민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재원 연세대학교

 한재호 고려대학교

 한정열 한국천문연구원

 한준구 경북대학교

 한준모 (재)광주테크노파크

 한진규 삼성전자(주)

 한철웅 UniversityofOttawa

* 한택상 한국광기술원

 한해욱 포항공과대학교

 한형순 ㈜지론테크놀로지

 한훈 (주)셀런에스엔

 한희철 삼성전자(주)

* 함병승 광주과학기술원

 함삼웅 해성산업

 함용희 (주)고려반도체시스템

 함정우 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함형민 에드메지

 허기록 LG Display

 허두창 한국전기연구원

 허명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민섭 한국전기연구원

 허상휴 신한포토닉스㈜

 허영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허윤석 계명대학교

 허재원 코닝정밀소재

 허재혁 한국전기연구원

 허재훈 홋카이도대학교

* 허종 포항공과대학교

 허준 국방과학연구소

 허준석 아주대학교

 허준석 성균관대학교

 허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허현 순천청암대학교

 허형준 서강대학교

* 현경숙 세종대학교

 현상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현성환 

 현승헌 신화인터텍㈜

 호광수 계명대학교

 호광춘 한성대학교

 호동수 연세대학교

 홍경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홍경한 MIT

* 홍경희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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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혁 명진크리스텍(주)

 최재호 단국대학교

 최정우 경희대학교

 최정운 SK 텔레콤

 최정현 영우디에스피

 최정호 LG전선(주)

 최제훈 부산대학교

* 최종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최종운 호남대학교

 최종철 삼성전자(주)

 최종호 고려대학교

 최주현 한국광기술원

 최준규 세한정보시스템

 최준석 NEON Photonics Co. Ltd.

 최준혁 한국기계연구원

 최중규 한화시스템

* 최중길 연세대학교

* 최지연 한국기계연구원

 최진만 대우전자(주)

 최진만 (주)위키옵틱스

 최진우 광주과학기술원

 최진혁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철현 인하대학교

 최춘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태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최태일 삼성전기㈜

 최태훈 LG디스플레이

* 최평석 창원대학교

 최필성 

 최학림 삼성전기㈜

* 최해룡 경북대학교

 최해영 한국전기연구원

 최해운 계명대학교

 최현범 Fiberpia

 최현식 부산대학교

 최현영 한국과학기술원

 최현용 전자부품연구원

 최현용 서울대학교

 최현준 안양대학교

 최현진 국방과학연구소

 최현호 광기술교육센터

* 최현희 숭실대학교

 최형 삼성전자(주)

 최형석 

 최호영 LG전자

 최환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희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희동 KTF 인프라넷 테크놀로지

 최희진 (주)젠포토닉스

* 최희진 세종대학교

 추병권 삼성 디스플레이

 추병욱 카바스(주)

 추승용 오로스테크놀로지

 추장희 

* 추한태 금오공과대학교

 추현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롤 야눌레비치 광주과학기술원

 타누모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탁경모 삼성전자(주)

 페라난담 파 인하대학교

 편정일 일산인더스트리

 평재협 

* 표정석 ㈜세기텔콤

 표진구 (주)피피아이

 표현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라모드 와테카 광주과학기술원

 하경호 

 하국진 레이저스펙트라

 하나영 아주대학교

 하수용 레이젠(주)

 하양 울산대학교

 하우성 삼성전자(주)

 하정훈 주식회사레티널

 하진용 세종대학교

 하태우 기초과학연구원

 한경호 단국대학교

 한경훈 삼성전자(주)

 한관영 부산대학교

 한관희 엘에스전선

 한규완 삼성SDI

* 한기관 Laser & Physics

 한기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기호 공주대학교

 한노수 기초과학연구원

 한동욱 부산대학교

 한동진 (주)이오시스템

 한동진 ㈜이오시스템

 한두희 청운대학교

 한미경 ㈜포엠

 한병윤 연세대학교

* 한상국 연세대학교

 한상배 (주)이브이레이저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상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상준 삼성종합기술원

 한상준 ㈜포텍

 한상진 

 한상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성홍 울산대학교

 한성흠 한국기계연구원

 한송희 목포해양대학교

 한수민 ㈜휴비츠

 한수욱 한국광기술원

 한승 ㈜포톤디자인 코리아

 한승헌 한국광기술원

 한승훈 서울대학교

 한승희 서강대학교

* 한영근 한양대학교

 한영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원택 광주과학기술원

 한유진 TSC멤시스(주)

 한인구 삼성전기㈜

 한인옥 

 한일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일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재민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재원 연세대학교

 한재호 고려대학교

 한정열 한국천문연구원

 한준구 경북대학교

 한준모 (재)광주테크노파크

 한진규 삼성전자(주)

 한철웅 UniversityofOttawa

* 한택상 한국광기술원

 한해욱 포항공과대학교

 한형순 ㈜지론테크놀로지

 한훈 (주)셀런에스엔

 한희철 삼성전자(주)

* 함병승 광주과학기술원

 함삼웅 해성산업

 함용희 (주)고려반도체시스템

 함정우 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함형민 에드메지

 허기록 LG Display

 허두창 한국전기연구원

 허명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민섭 한국전기연구원

 허상휴 신한포토닉스㈜

 허영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허윤석 계명대학교

 허재원 코닝정밀소재

 허재혁 한국전기연구원

 허재훈 홋카이도대학교

* 허종 포항공과대학교

 허준 국방과학연구소

 허준석 아주대학교

 허준석 성균관대학교

 허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허현 순천청암대학교

 허형준 서강대학교

* 현경숙 세종대학교

 현상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현성환 

 현승헌 신화인터텍㈜

 호광수 계명대학교

 호광춘 한성대학교

 호동수 연세대학교

 홍경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홍경한 MIT

* 홍경희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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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계인 Korea Optical Industrial Association

* 홍기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기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미연 전자부품연구원

 홍석경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홍석준 한양대학교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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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호 엘지디스플레이

 홍영자 삼성전자(주)

 홍용준 국방과학연구소

 홍용현 한국오클라로

 홍유찬 한국기계연구원

 홍인석 전남대학교

* 홍정기 포항공과대학교

 홍정택 한림대학교

 홍정하 LG전자

 홍종구 신평중학교

 홍종균 현대전자(주)

 홍종범 한국단자공업(주)

 홍종범 삼성디스플레이

 홍종성 삼척대학교

 홍종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준화 주식회사레티널

 홍준희 충남대학교

 홍진희 고려대학교

 홍현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황경준 (주)피에스디테크

* 황경현 한국기계연구원

 황규연 한국광학기기협회

 황남 한국광기술원

 황대순 한화시스템

 황명중 고등과학원

 황병설 (주)이오시스템

 황보용훈 한국전기연구원

* 황보창권 인하대학교

 황석현 

 황성인 기초과학연구원

* 황성태 한성대학교

 황성택 삼성전자(주)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황순재 부산대학교

 황용석 광운대학교

 황용섭 공주대학교

 황용현 개인사업

 황웅 LG소재부품연구소

 황원호 

 황윤하 한국과학기술원

 황은섭 

 황의석 대우전자(주)

 황의중 삼성전기㈜

 황인각 전남대학교

 황인엽 한국알프스

 황지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황진 (주)스틱옵틱스

 황진택 

 황철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황치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황택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황해령 (주)맥스엔지니어링

 황현배 바이오닉스㈜

 황현용 SoongsilUniv.

 황호식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황효창 영남대학교

 힘안슈 싱할 한국과학기술원

 A. Yu Ageyev 

 Anatoli A Abramov Corning Incorporated

 Antonio Fimia Gil  Universidad Miguel Hernandez de Elche

 Eugen Prel UCC

 Francois Amblard 기초과학연구원

 Guillaume Graciani 기초과학연구원

 Guillermo, Baldwin  Pontifica Universidad Catolica del Peru

 Igor Gluzdov FiberTrade

 KIM SEHWAN 단국대학교

 Luis Alonso 서울대학교

 Maarif Jafarov   Baku State University

 Mohammad D Al-am KingAbdulazizCityforScienceTech

 Mun Bongjin Simon 광주과학기술원

 Nandam Ashok 고등광기술연구소

 Ohkubo Akinori Canon Inc

 Richard R. Freeman Zeeko Ltd

 Ronald Barbosa IESB

 Vladimir, Zakharov University of Arizona

 Vu Van Sa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ENZHONG YANG NYS 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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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광기술연구소  방규철, 손연주, 이규석, 이종관, 최남건 

고려대학교  강문규, 강병수, 강송규, 강용국, 강필성, 고학석, 공태동, 권기혁, 권민, 

권용건, 권용우, 권재범, 권지성, 권효성, 김경헌, 김광웅, 김광진, 김규호, 

김나연, 김도윤, 김동규, 김동영, 김무혁,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상우, 김상윤, 김선호, 김성기, 김수빈, 김슬기, 김영재, 김윤호, 김주현, 

김주희, 김지수, 김충기, 김태형, 김하림, 김한나, 김현호, 김형진, 김희동, 

노승윤, 노유신, 노진영, 문병혁, 문정호, 문현정, 박관준, 박누리, 박병준, 

박병준, 박상현, 박성재, 박성훈, 박세희, 박요한, 박재나, 박재완, 박정환, 

박주현, 박진성, 백도현, 백동재, 백승호, 백재민, 백재현, 서현덕, 석명수, 

성민규, 소재필, 손경락, 손옥수, 손희주, 송다인, 송병주, 송현아, 신현구, 

신현구, 심 온, 안하윤, 양대겸, 양세은, 엄창섭, 오상원, 오유진, 오주영, 

우아란, 유아란, 윤정배, 윤창형, 윤태현, 이경운, 이근수, 이동건, 이만기, 

이명원, 이민곤, 이병룡, 이상엽, 이상훈, 이수연, 이순재, 이승덕, 이재원, 

이종현, 이창규, 이창민, 이천양, 이호준, 이호진, 이후철, 임구, 임다정, 

임용준, 임은지, 임재영, 임정구, 장광훈, 장성우, 장세환, 장지웅, 전영진, 

정광훈, 정서영, 정승원, 정재용, 정해린, 정현석, 정현우, 조용덕, 조용현, 

조재철, 조현희, 지용구, 진영호, 차석경, 차영문, 채동주, 채인옥, 천준엽, 

최경선, 최민기, 최순욱, 최원우, 최원재, 최재혁, 최창순, 한원흠, 함상원, 

허정석, 허지혁, 현민규, 홍순우, 강민진, 박태상, 이현우, 최정범, 황의선, 

CANOY RAYMART JAY, Zephaniah Philli, Zephaniah PhillipsV

공주대학교   강만일, 강민아, 권순용, 기상우, 김광열, 김보영, 김봉진, 김성기, 김승현, 

김영근, 김영주, 김용래, 김은실, 김정현, 김찬웅, 김하나, 김혜림, 노보람, 

노석주, 노종우, 류승열, 류태수, 문슬기, 박동주, 박선호, 박준성, 박준형, 

서지안, 신두식, 신선미, 연하늘, 오가영, 우영택, 유병건, 유진희, 이대열, 

이무현, 이민지, 이상준, 이서경, 이성수, 이수연, 이윤미, 이정빈, 이종훈, 

이진국, 이진아, 이태훈, 장관우, 전혜윤, 정동진, 정현석, 주지용, 차재덕, 

하현승, 한석기, 황성령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이상민, 이현수, 안누호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고은, 김수영, 김영광, 김영준, 마 익, 배재석, 서용범, 양동근, 최경원

광운대학교  고윤영, 구정식, 권오상, 기붕, 김건우, 김경래, 김규태, 김덕현, 김동영, 

김병성, 김상엽, 김선웅, 김성호, 김우주, 김은성, 김재성, 김필용, 김행정, 

남궁성원, 문재웅, 문홍섭, 박기혁, 박보근, 박석찬, 박재성, 배준성, 백선우, 

비벡, 송주한, 오인상, 윤필환, 이근식, 이상은, 이승현, 이용건, 이종섭, 

이호, 임선호, 임정환, 장광훈, 전일송, 정호연, 조규하, 주우영, 최규식, 

최승록, 편운승, 허남춘, 허용구, 현기호, 황교선, 황진환

광주과학기술원  강영식, 강준구, 강희종, 고영하, 공경준, 권성훈, 권원배, 권태용, 권호

남, 김기관, 김덕현, 김동규, 김동목, 김동욱, 김명섭, 김무겸, 김민석, 김

민성, 김민희, 김봉균, 김상배, 김석한, 김석현, 김성철, 김성현, 김성호, 

김수연, 김양환, 김영규, 김영규, 김영웅, 김영윤, 김영재, 김영재, 김영

호, 김유영, 김인식, 김인홍, 김재우, 김재원, 김주석, 김주완, 김준수, 김

지인, 김지훈, 김진선, 김진채, 김태영, 김현민, 김현일, 김형규, 김효준, 

김훈섭, 나병훈, 나영빈, 나지훈, 남인혁, 누엔티엔, 라원태, 라자, 류미이,

학생 회원

강릉대학교 윤병곤

강원대학교 강근호, 김준태, 서광범, 서장일, 안상호

건국대학교  권구원, 노민영, 서정기, 신성일, 이동은, 임수민, 장재석, 정태영, 조동현, 

조성재, 한기택, 황영묵, 오한별

경기대학교  박재한, 박정규, 박정혜

경남대학교   권민철, 권용관, 김형수, 박태진, 박현국, 오영국, 우정수, 이성원, 전우경, 

허은창, 황지홍

경북대학교  공희정, 권광희, 권재영, 권지숙, 김강해, 김건우, 김광수, 김남진, 김동균, 

김동현, 김동호, 김명재, 김범준, 김병곤, 김상우, 김상태, 김상호, 김성민, 

김성완, 김세용, 김승환, 김영철, 김위한, 김정훈, 김종무, 김치헌, 김현규, 

김효진, 노지형, 노희연, 라비찬드란 나레쉬 쿠마르, 라케시, 루치러 에란

가 헨리 위제싱허, 무하메드파이잔쉬라지, 문상혁, 문성원, 문운찬, 박경우, 

박노욱, 박명수, 박문성, 박상준, 박상준, 박세준, 박지섭, 배영규, 백인제, 

백장기, 서동일, 서명주, 서영진, 서준혁, 석성수, 석준호, 손기범, 송진우, 

신영철, 신용승, 신창목, 심규엽, 안성균, 안수민, 오성우, 유성현, 유지만, 

유호종, 윤정후, 윤지섭, 윤지욱, 이건희, 이경진, 이동호, 이상수, 이상우, 

이성주, 이소담, 이소영, 이수원, 이용훈, 이원경, 이은형, 이재원, 이찬희, 

이창주, 이태현, 임성진, 임연수, 임지훈, 임춘우, 장명희, 장석우, 장재혁, 

장진홍, 전덕민, 전만식, 전호성, 정기원, 정민우, 정성훈, 정용섭, 정재민, 

정재혁, 정준현, 정효상, 정희동, 조규보, 조남현, 조장현, 조진항, 조창섭, 

조효종, 최근섭, 최대욱, 최상훈, 최우영, 최우현, 최익창, 최준석, 한재형, 

한정엽, 함경도, 허대락, 허훈, 홍순광, 황수원, 황태승

경상대학교 류선열, 박영호, 박재혁, 이동훈, 이종백

경성대학교  권동윤, 김민지, 김성민, 김우진, 신재우, 안드레스, 윤태욱, 이동훈, 전종

배, 정가빈, 정현우, 최종명

경원대학교 최정헌

경희대학교  구기원, 김다솜, 김미영, 김민지, 김상우, 김상혁, 김영관, 김영록, 김영민, 

김영빈, 김일환, 김지용, 김지현, 김진환, 김현호, 나진영, 도형규, 문영백, 

문윤종, 민세홍, 박기홍, 박도현, 박성웅, 박성준, 박성진, 박세홍, 박수진, 

박우진, 박재완, 박찬봉, 박홍기, 백호길, 봉재훈, 성현식, 쉐리프, 쉐리프 

엘고하리, 신동민, 신성우, 심현석, 안승규, 안호재, 양유철, 엄세영, 오승필, 

유상혁, 유승휘, 윤상철, 윤지호, 이병욱, 이선우, 이용정, 이은미, 이은주, 

이응제, 이재연, 이재진, 이정찬, 이종하, 이진영, 이태원, 이태일, 이현우, 

이형주, 이희관, 임준규, 전영식, 정세정, 정태호, 조진우, 조형석, 차영관, 

최기홍, 최문식, 최민호, 최선영, 최성식, 최성원, 최안식, 최종민, 최종호, 

최지현, 최홍제, 하동훈, 한지민

계명대학교 도영국, 배수경, 서정익, 엄원대, 장준영, 정도영, 정정복, 정주영

5123부•부록 513 5장•회원 명단



고등광기술연구소  방규철, 손연주, 이규석, 이종관, 최남건 

고려대학교  강문규, 강병수, 강송규, 강용국, 강필성, 고학석, 공태동, 권기혁, 권민, 

권용건, 권용우, 권재범, 권지성, 권효성, 김경헌, 김광웅, 김광진, 김규호, 

김나연, 김도윤, 김동규, 김동영, 김무혁,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상우, 김상윤, 김선호, 김성기, 김수빈, 김슬기, 김영재, 김윤호, 김주현, 

김주희, 김지수, 김충기, 김태형, 김하림, 김한나, 김현호, 김형진, 김희동, 

노승윤, 노유신, 노진영, 문병혁, 문정호, 문현정, 박관준, 박누리, 박병준, 

박병준, 박상현, 박성재, 박성훈, 박세희, 박요한, 박재나, 박재완, 박정환, 

박주현, 박진성, 백도현, 백동재, 백승호, 백재민, 백재현, 서현덕, 석명수, 

성민규, 소재필, 손경락, 손옥수, 손희주, 송다인, 송병주, 송현아, 신현구, 

신현구, 심 온, 안하윤, 양대겸, 양세은, 엄창섭, 오상원, 오유진, 오주영, 

우아란, 유아란, 윤정배, 윤창형, 윤태현, 이경운, 이근수, 이동건, 이만기, 

이명원, 이민곤, 이병룡, 이상엽, 이상훈, 이수연, 이순재, 이승덕, 이재원, 

이종현, 이창규, 이창민, 이천양, 이호준, 이호진, 이후철, 임구, 임다정, 

임용준, 임은지, 임재영, 임정구, 장광훈, 장성우, 장세환, 장지웅, 전영진, 

정광훈, 정서영, 정승원, 정재용, 정해린, 정현석, 정현우, 조용덕, 조용현, 

조재철, 조현희, 지용구, 진영호, 차석경, 차영문, 채동주, 채인옥, 천준엽, 

최경선, 최민기, 최순욱, 최원우, 최원재, 최재혁, 최창순, 한원흠, 함상원, 

허정석, 허지혁, 현민규, 홍순우, 강민진, 박태상, 이현우, 최정범, 황의선, 

CANOY RAYMART JAY, Zephaniah Philli, Zephaniah PhillipsV

공주대학교   강만일, 강민아, 권순용, 기상우, 김광열, 김보영, 김봉진, 김성기, 김승현, 

김영근, 김영주, 김용래, 김은실, 김정현, 김찬웅, 김하나, 김혜림, 노보람, 

노석주, 노종우, 류승열, 류태수, 문슬기, 박동주, 박선호, 박준성, 박준형, 

서지안, 신두식, 신선미, 연하늘, 오가영, 우영택, 유병건, 유진희, 이대열, 

이무현, 이민지, 이상준, 이서경, 이성수, 이수연, 이윤미, 이정빈, 이종훈, 

이진국, 이진아, 이태훈, 장관우, 전혜윤, 정동진, 정현석, 주지용, 차재덕, 

하현승, 한석기, 황성령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이상민, 이현수, 안누호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고은, 김수영, 김영광, 김영준, 마 익, 배재석, 서용범, 양동근, 최경원

광운대학교  고윤영, 구정식, 권오상, 기붕, 김건우, 김경래, 김규태, 김덕현, 김동영, 

김병성, 김상엽, 김선웅, 김성호, 김우주, 김은성, 김재성, 김필용, 김행정, 

남궁성원, 문재웅, 문홍섭, 박기혁, 박보근, 박석찬, 박재성, 배준성, 백선우, 

비벡, 송주한, 오인상, 윤필환, 이근식, 이상은, 이승현, 이용건, 이종섭, 

이호, 임선호, 임정환, 장광훈, 전일송, 정호연, 조규하, 주우영, 최규식, 

최승록, 편운승, 허남춘, 허용구, 현기호, 황교선, 황진환

광주과학기술원  강영식, 강준구, 강희종, 고영하, 공경준, 권성훈, 권원배, 권태용, 권호

남, 김기관, 김덕현, 김동규, 김동목, 김동욱, 김명섭, 김무겸, 김민석, 김

민성, 김민희, 김봉균, 김상배, 김석한, 김석현, 김성철, 김성현, 김성호, 

김수연, 김양환, 김영규, 김영규, 김영웅, 김영윤, 김영재, 김영재, 김영

호, 김유영, 김인식, 김인홍, 김재우, 김재원, 김주석, 김주완, 김준수, 김

지인, 김지훈, 김진선, 김진채, 김태영, 김현민, 김현일, 김형규, 김효준, 

김훈섭, 나병훈, 나영빈, 나지훈, 남인혁, 누엔티엔, 라원태, 라자, 류미이,

학생 회원

강릉대학교 윤병곤

강원대학교 강근호, 김준태, 서광범, 서장일, 안상호

건국대학교  권구원, 노민영, 서정기, 신성일, 이동은, 임수민, 장재석, 정태영, 조동현, 

조성재, 한기택, 황영묵, 오한별

경기대학교  박재한, 박정규, 박정혜

경남대학교   권민철, 권용관, 김형수, 박태진, 박현국, 오영국, 우정수, 이성원, 전우경, 

허은창, 황지홍

경북대학교  공희정, 권광희, 권재영, 권지숙, 김강해, 김건우, 김광수, 김남진, 김동균, 

김동현, 김동호, 김명재, 김범준, 김병곤, 김상우, 김상태, 김상호, 김성민, 

김성완, 김세용, 김승환, 김영철, 김위한, 김정훈, 김종무, 김치헌, 김현규, 

김효진, 노지형, 노희연, 라비찬드란 나레쉬 쿠마르, 라케시, 루치러 에란

가 헨리 위제싱허, 무하메드파이잔쉬라지, 문상혁, 문성원, 문운찬, 박경우, 

박노욱, 박명수, 박문성, 박상준, 박상준, 박세준, 박지섭, 배영규, 백인제, 

백장기, 서동일, 서명주, 서영진, 서준혁, 석성수, 석준호, 손기범, 송진우, 

신영철, 신용승, 신창목, 심규엽, 안성균, 안수민, 오성우, 유성현, 유지만, 

유호종, 윤정후, 윤지섭, 윤지욱, 이건희, 이경진, 이동호, 이상수, 이상우, 

이성주, 이소담, 이소영, 이수원, 이용훈, 이원경, 이은형, 이재원, 이찬희, 

이창주, 이태현, 임성진, 임연수, 임지훈, 임춘우, 장명희, 장석우, 장재혁, 

장진홍, 전덕민, 전만식, 전호성, 정기원, 정민우, 정성훈, 정용섭, 정재민, 

정재혁, 정준현, 정효상, 정희동, 조규보, 조남현, 조장현, 조진항, 조창섭, 

조효종, 최근섭, 최대욱, 최상훈, 최우영, 최우현, 최익창, 최준석, 한재형, 

한정엽, 함경도, 허대락, 허훈, 홍순광, 황수원, 황태승

경상대학교 류선열, 박영호, 박재혁, 이동훈, 이종백

경성대학교  권동윤, 김민지, 김성민, 김우진, 신재우, 안드레스, 윤태욱, 이동훈, 전종

배, 정가빈, 정현우, 최종명

경원대학교 최정헌

경희대학교  구기원, 김다솜, 김미영, 김민지, 김상우, 김상혁, 김영관, 김영록, 김영민, 

김영빈, 김일환, 김지용, 김지현, 김진환, 김현호, 나진영, 도형규, 문영백, 

문윤종, 민세홍, 박기홍, 박도현, 박성웅, 박성준, 박성진, 박세홍, 박수진, 

박우진, 박재완, 박찬봉, 박홍기, 백호길, 봉재훈, 성현식, 쉐리프, 쉐리프 

엘고하리, 신동민, 신성우, 심현석, 안승규, 안호재, 양유철, 엄세영, 오승필, 

유상혁, 유승휘, 윤상철, 윤지호, 이병욱, 이선우, 이용정, 이은미, 이은주, 

이응제, 이재연, 이재진, 이정찬, 이종하, 이진영, 이태원, 이태일, 이현우, 

이형주, 이희관, 임준규, 전영식, 정세정, 정태호, 조진우, 조형석, 차영관, 

최기홍, 최문식, 최민호, 최선영, 최성식, 최성원, 최안식, 최종민, 최종호, 

최지현, 최홍제, 하동훈, 한지민

계명대학교 도영국, 배수경, 서정익, 엄원대, 장준영, 정도영, 정정복,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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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강민수, 권순영, 김범주, 김아름, 김은, 김진석, 남기평, 노승범, 문지환, 

박재만, 부녹하이, 서국진, 양선석, 양한모, 오지영, 오지영, 오한경, 우지훈, 

윤가야, 윤성민, 윤태원, 이기세, 이상철, 이선호, 이재성, 이정민, 이정석,

  이지수, 이찬영, 이학철, 이한나래, 임승아, 임희철, 장규호, 조성준, 조은길, 

조지용, 최재준, 한우준, 한진오, 황태용, 황한석

목원대학교 강돈희, 김교준, 김규식, 오세용, 이재명, 지명훈, 최병하, 홍윤석, 

배재대학교 백준기, 송대찬, 정웅희

보스톤대학교 송두리

부경대학교  강상훈, 구자성, 김도경, 김도훈, 김문경, 김민석, 김영석, 김이근, 김정하, 

김종오, 김지훈, 노태규, 박경수, 박성빈, 박현서, 배문섭, 신호용, 심민재, 

심영미, 오양, 오윤옥, 오진우, 이호은, 장경혁, 정재철, 조형섭, 채유경, 

한주원, 한진실, 허여진

부산대학교  강상호, 강연숙, 강진우, 고영조, 곽효민, 권문수, 권변호, 권용재, 김경조, 

김경훈, 김단비, 김덕우, 김도연, 김도원, 김문주, 김민성, 김민우, 김민주, 

김민호, 김범진, 김병주, 김상민, 김성철, 김수현, 김안기, 김재흥, 김준휘, 

김지웅, 김지훈, 김진영, 김진헌, 김진훈, 김창인, 김태만, 김평우, 김호중, 

  김홍택, 김희우, 남승민, 도수민, 드위베디, 민성호, 박병욱, 박성진, 박세진, 

박수봉, 박영진, 박정준, 박정훈, 박주은, 박준호, 박준희, 박지호, 박창욱, 

배진혁, 백종인, 백창훈, 서민기, 서정호, 서주홍, 성치훈, 송혜린, 신승우, 

신종하, 신헌기, 양하늬, 오승원, 우영수, 우재현, 유병훈, 유예진, 윤태림, 

이각석, 이경규, 이동찬, 이동훈, 이성룡, 이시우, 이왕근, 이용주, 이우진, 

이윤석, 이종락, 이중하, 이충환, 이한주, 이현준, 이형석, 이형필, 이희동, 

임환홍, 장주영, 장지향, 전승원, 전옥엽, 전희준, 정동철, 정미준, 정한솔, 

조국현, 조봉균, 조수홍, 조순우, 조영서, 조재두, 조진석, 진민지, 진초평, 

차성수, 채상민, 천범준, 최덕운, 최선욱, 최연규, 최재원, 최혜영, 최희주, 

추우성, 파반 쿠마르, 판디얀 키트시나 무피, 한가희, 허준, 홍정환, 황광

호, 황종민, Amid Rankjesh

부산외국어대학교 박호균, 안재성

삼육대학교 박대준

상해교통대학교 엄상현

서강대학교  강민희, 권강혁, 김경암, 김민정, 김원년, 김주영, 김지환, 김천기, 김태중, 

김희수, 문준, 민해식, 박순빈, 박준규, 배지은, 석상준, 성웅모, 송재희, 

신현기, 안화근, 윤승현, 이승민, 이유승, 이재진, 자우레, 전희선, 조유진, 

주미영, 차선철, Eang Seangho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경, 류예린, 박종갑, 오동교, 이나영, 이승조, 이용규, 이조은, 이혜민, 

이혜민, 최재민, 최현식, 한별

서울대학교  강민수, 강현구, 고원태, 구석모, 권영철, 권재중, 권혁건, 김경민, 김기호, 

김기환, 김기환(B), 김나영, 김도훈, 김동연, 김문석, 김민정, 김병호, 김세

윤, 김승현, 김신애, 김영진, 김용현, 김윤중, 김윤희, 김정민, 김정훈, 김

종현, 김주환, 김주환, 김지현, 김진섭, 김창현, 김태욱, 김한솔, 김호용, 

  류용탁, 류지희, 문성배, 문영민, 박노을, 박만용, 박성준, 박숭호, 박윤희, 

박은우, 박창우, 박태규, 박태리, 박호진, 방학전, 배리진, 배성주, 배윤성, 

배재영, 백희규, 변상욱, 샤피, 성낙현, 성명수, 손동훈, 손병우, 손병욱, 

손성배, 손성진, 손준곤, 송우섭, 송재현, 송치완, 송호성, 송호진, 스리자, 

신정욱, 신준근, 안병국, 안일호, 양연모, 양찬석, 연찬미, 염경훈, 오경석, 

오세미, 오윤호, 오충근, 우도균, 원영재, 원준호, 유성우, 유영승, 유지희, 

유형근, 윤금현, 윤상조, 윤성식, 윤태일, 윤후영, 이경록, 이경준, 이규섭, 

이동수, 이명희, 이상욱, 이상진, 이석훈, 이성원, 이성진, 이세복, 이세형, 

이송현, 이수웅, 이승열, 이영주, 이원태, 이인구, 이장혁, 이재범, 이재휘, 

  이정균, 이종원, 이지용, 이지훈, 이진형, 이한솔, 장도근, 장동규, 장승엽, 

장자순, 전경원, 전민호, 전시욱, 전희재, 정근호, 정수용, 정우영, 정은석,   

정혜련, 정훈일, 정희숙, 제프필립스, 조민상, 조보배, 조승범, 조아라,      

조우식, 조철, 조혜진, 주양현, 차옥환, 차혁진, 채정혜, 최광욱, 최동혁, 

최보욱, 최용규, 최원선, 최장훈, 최정원, 최주원, 최철민, 최훈국, 칼린 

호즈보타, 쿠람나임, 한백상, 한정헌, 한지희, 허선우, 허정무, 홍정민, 황두

선, 황병준, 황성의, 황순주, 황정환, Eloise Anguluan, Evgenii Kim, KIM 

EVGENII, MUHAMMAD AWAIS, muhammad irfan

광주대학교 임석훈

교토대학교 이윤식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지민, 조주연

국민대학교  김세진, 박찬혁, 박현승, 안병구, 이동희, 이장범, 이혁재, 조철희

금오공과대학교   구찬우, 김강민, 김진하, 류선호, 류창호, 박가희, 박영찬, 박차곤, 서소현, 

손미루, 신영원, 안범수, 이상구, 이상호, 조성일, 한아름

단국대학교  강신규, 구승호, 권보람, 권택용, 권택용, 김금호, 김병현, 김수미, 김은빈, 

김정환, 김진형, 김진흥, 노병인, 류인건, 류태식, 문정학, 박성민, 박성민, 

박준, 박찬영, 방준호, 송영기, 신경호, 신정아, 신진욱, 안병인, 안현경, 

양성열, 육경아, 윤민석, 이다예, 이병준, 이상훈, 이승재, 이제우, 이홍원, 

이회관, 임재현, 임태연, 전우진, 정진우, 정호준, 정희수, 조예현, 주명진, 

차현수, 채민정, 한미진, 함형창, 홍선주, 황혜리

대구가톨릭대학교 류성원, 유성원, 윤진희, 이연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휘현, 고민지, 곽순재, 구동우, 김건우, 김범석, 김수민, 김은지, 김지환, 

김진광, 김현동, 남경모, 류진혁, 명진홍, 송보경, 엄영민, 유현혜, 이관진, 

이영준, 이인구, 이종찬, 이지원, 이지원, 이창환, 이태진, 장선진, 장연희, 

정세주, 정온지, 정진우, 조성환, 최현서, 한승훈

대구대학교 류라현

대진대학교  박진희, 백예슬, 양진석, 윤흥순, 정연우, 조대근

동국대학교 윤상익

동아대학교  강정현, 김경미, 문병준, 양진석, 여준호, 임동언, 최성화, 최용현, 허승열

동의대학교  김정환, 박주성, 박필진, 이동길, 이상영, 이상훈, 이승환, 이인재,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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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강민수, 권순영, 김범주, 김아름, 김은, 김진석, 남기평, 노승범, 문지환, 

박재만, 부녹하이, 서국진, 양선석, 양한모, 오지영, 오지영, 오한경, 우지훈, 

윤가야, 윤성민, 윤태원, 이기세, 이상철, 이선호, 이재성, 이정민, 이정석,

  이지수, 이찬영, 이학철, 이한나래, 임승아, 임희철, 장규호, 조성준, 조은길, 

조지용, 최재준, 한우준, 한진오, 황태용, 황한석

목원대학교 강돈희, 김교준, 김규식, 오세용, 이재명, 지명훈, 최병하, 홍윤석, 

배재대학교 백준기, 송대찬, 정웅희

보스톤대학교 송두리

부경대학교  강상훈, 구자성, 김도경, 김도훈, 김문경, 김민석, 김영석, 김이근, 김정하, 

김종오, 김지훈, 노태규, 박경수, 박성빈, 박현서, 배문섭, 신호용, 심민재, 

심영미, 오양, 오윤옥, 오진우, 이호은, 장경혁, 정재철, 조형섭, 채유경, 

한주원, 한진실, 허여진

부산대학교  강상호, 강연숙, 강진우, 고영조, 곽효민, 권문수, 권변호, 권용재, 김경조, 

김경훈, 김단비, 김덕우, 김도연, 김도원, 김문주, 김민성, 김민우, 김민주, 

김민호, 김범진, 김병주, 김상민, 김성철, 김수현, 김안기, 김재흥, 김준휘, 

김지웅, 김지훈, 김진영, 김진헌, 김진훈, 김창인, 김태만, 김평우, 김호중, 

  김홍택, 김희우, 남승민, 도수민, 드위베디, 민성호, 박병욱, 박성진, 박세진, 

박수봉, 박영진, 박정준, 박정훈, 박주은, 박준호, 박준희, 박지호, 박창욱, 

배진혁, 백종인, 백창훈, 서민기, 서정호, 서주홍, 성치훈, 송혜린, 신승우, 

신종하, 신헌기, 양하늬, 오승원, 우영수, 우재현, 유병훈, 유예진, 윤태림, 

이각석, 이경규, 이동찬, 이동훈, 이성룡, 이시우, 이왕근, 이용주, 이우진, 

이윤석, 이종락, 이중하, 이충환, 이한주, 이현준, 이형석, 이형필, 이희동, 

임환홍, 장주영, 장지향, 전승원, 전옥엽, 전희준, 정동철, 정미준, 정한솔, 

조국현, 조봉균, 조수홍, 조순우, 조영서, 조재두, 조진석, 진민지, 진초평, 

차성수, 채상민, 천범준, 최덕운, 최선욱, 최연규, 최재원, 최혜영, 최희주, 

추우성, 파반 쿠마르, 판디얀 키트시나 무피, 한가희, 허준, 홍정환, 황광

호, 황종민, Amid Rankjesh

부산외국어대학교 박호균, 안재성

삼육대학교 박대준

상해교통대학교 엄상현

서강대학교  강민희, 권강혁, 김경암, 김민정, 김원년, 김주영, 김지환, 김천기, 김태중, 

김희수, 문준, 민해식, 박순빈, 박준규, 배지은, 석상준, 성웅모, 송재희, 

신현기, 안화근, 윤승현, 이승민, 이유승, 이재진, 자우레, 전희선, 조유진, 

주미영, 차선철, Eang Seangho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경, 류예린, 박종갑, 오동교, 이나영, 이승조, 이용규, 이조은, 이혜민, 

이혜민, 최재민, 최현식, 한별

서울대학교  강민수, 강현구, 고원태, 구석모, 권영철, 권재중, 권혁건, 김경민, 김기호, 

김기환, 김기환(B), 김나영, 김도훈, 김동연, 김문석, 김민정, 김병호, 김세

윤, 김승현, 김신애, 김영진, 김용현, 김윤중, 김윤희, 김정민, 김정훈, 김

종현, 김주환, 김주환, 김지현, 김진섭, 김창현, 김태욱, 김한솔, 김호용, 

  류용탁, 류지희, 문성배, 문영민, 박노을, 박만용, 박성준, 박숭호, 박윤희, 

박은우, 박창우, 박태규, 박태리, 박호진, 방학전, 배리진, 배성주, 배윤성, 

배재영, 백희규, 변상욱, 샤피, 성낙현, 성명수, 손동훈, 손병우, 손병욱, 

손성배, 손성진, 손준곤, 송우섭, 송재현, 송치완, 송호성, 송호진, 스리자, 

신정욱, 신준근, 안병국, 안일호, 양연모, 양찬석, 연찬미, 염경훈, 오경석, 

오세미, 오윤호, 오충근, 우도균, 원영재, 원준호, 유성우, 유영승, 유지희, 

유형근, 윤금현, 윤상조, 윤성식, 윤태일, 윤후영, 이경록, 이경준, 이규섭, 

이동수, 이명희, 이상욱, 이상진, 이석훈, 이성원, 이성진, 이세복, 이세형, 

이송현, 이수웅, 이승열, 이영주, 이원태, 이인구, 이장혁, 이재범, 이재휘, 

  이정균, 이종원, 이지용, 이지훈, 이진형, 이한솔, 장도근, 장동규, 장승엽, 

장자순, 전경원, 전민호, 전시욱, 전희재, 정근호, 정수용, 정우영, 정은석,   

정혜련, 정훈일, 정희숙, 제프필립스, 조민상, 조보배, 조승범, 조아라,      

조우식, 조철, 조혜진, 주양현, 차옥환, 차혁진, 채정혜, 최광욱, 최동혁, 

최보욱, 최용규, 최원선, 최장훈, 최정원, 최주원, 최철민, 최훈국, 칼린 

호즈보타, 쿠람나임, 한백상, 한정헌, 한지희, 허선우, 허정무, 홍정민, 황두

선, 황병준, 황성의, 황순주, 황정환, Eloise Anguluan, Evgenii Kim, KIM 

EVGENII, MUHAMMAD AWAIS, muhammad irfan

광주대학교 임석훈

교토대학교 이윤식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지민, 조주연

국민대학교  김세진, 박찬혁, 박현승, 안병구, 이동희, 이장범, 이혁재, 조철희

금오공과대학교   구찬우, 김강민, 김진하, 류선호, 류창호, 박가희, 박영찬, 박차곤, 서소현, 

손미루, 신영원, 안범수, 이상구, 이상호, 조성일, 한아름

단국대학교  강신규, 구승호, 권보람, 권택용, 권택용, 김금호, 김병현, 김수미, 김은빈, 

김정환, 김진형, 김진흥, 노병인, 류인건, 류태식, 문정학, 박성민, 박성민, 

박준, 박찬영, 방준호, 송영기, 신경호, 신정아, 신진욱, 안병인, 안현경, 

양성열, 육경아, 윤민석, 이다예, 이병준, 이상훈, 이승재, 이제우, 이홍원, 

이회관, 임재현, 임태연, 전우진, 정진우, 정호준, 정희수, 조예현, 주명진, 

차현수, 채민정, 한미진, 함형창, 홍선주, 황혜리

대구가톨릭대학교 류성원, 유성원, 윤진희, 이연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휘현, 고민지, 곽순재, 구동우, 김건우, 김범석, 김수민, 김은지, 김지환, 

김진광, 김현동, 남경모, 류진혁, 명진홍, 송보경, 엄영민, 유현혜, 이관진, 

이영준, 이인구, 이종찬, 이지원, 이지원, 이창환, 이태진, 장선진, 장연희, 

정세주, 정온지, 정진우, 조성환, 최현서, 한승훈

대구대학교 류라현

대진대학교  박진희, 백예슬, 양진석, 윤흥순, 정연우, 조대근

동국대학교 윤상익

동아대학교  강정현, 김경미, 문병준, 양진석, 여준호, 임동언, 최성화, 최용현, 허승열

동의대학교  김정환, 박주성, 박필진, 이동길, 이상영, 이상훈, 이승환, 이인재,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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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식, 염경훈, 오성근, 우인상, 우휘인, 유미향, 유종선, 윤경원, 이병직, 

이성환, 이은정, 이제현, 이택규, 이현승, 이현주, 임주희, 장은서, 정일형, 

조대근, 조민식, 조영준, 차성호, 최윤진, 최의섭, 최중석, 하성주, 한경호, 

홍세라, Paudel Ratna Bahadur, Pulak, Roy Biswajit, Sara Arif, umar 

muhammad

연세대학교  강경남, 강동원, 강두의, 강민규, 강민욱, 강세훈, 강정안, 강진호, 강효순, 

고달권, 고윤혁, 곽승우, 김가영, 김경현, 김기환, 김기흥, 김대규, 김대연, 

김도형, 김민규, 김병주, 김보람, 김상원, 김새온, 김석진, 김석현, 김수철, 

김용휘, 김윤정, 김자경, 김정수, 김종기, 김종우, 김창근, 김태영, 김태영, 

김태오, 김태우, 김학영, 남윤성, 노경헌, 노민지, 도기훈, 류연항, 류훈철, 

마르지에 포르누리, 문귀영, 문세영, 문혜란, 박강열, 박강엽, 박선주, 박

성수, 박성준, 박신증, 박원현, 박정근, 박주언, 박준범, 박지영, 박지훈, 

박창현, 박창훈, 박화준, 배규리, 배동건, 배영우, 배윤진, 배혜민, 백낙규, 

서인준, 석인철, 손상륜, 손태윤, 손태황, 송상권, 송승리, 송영식, 송주권, 

신동욱, 신명진, 신인철, 신현권, 심현보, 안기범, 안소희, 안홍규, 양달, 

양희진, 엄기윤, 오성현, 오영진, 오창훈, 원지유, 유경훈, 유병민, 유수호, 

유지영, 유진원, 유현선, 유혜승, 윤주원, 이경원, 이경철, 이관용, 이광현, 

이규민, 이민규, 이상묵, 이상민, 이성래, 이세진, 이세희, 이수찬, 이승민, 

이연경, 이영은, 이용수, 이은곤, 이응만, 이응장, 이재성, 이재용, 이정민, 

이제인, 이준호, 이준호, 이진석, 이진의, 이창민, 이창열, 이창윤, 이창헌, 

이태경, 이현우, 이현웅, 이현호, 이형주, 이홍기, 임성민, 임성용, 임진혁, 

임진형, 장범준, 장재영, 장준환, 장진희, 전성빈, 전성현, 전은권, 정기영, 

정대성, 정승환, 정애리, 정용희, 정우현, 정윤섭, 정은희, 정재우, 정하

영, 정호원, 조선호, 조승완, 조용상, 조용진, 조욱래, 조장현, 주보람, 주

성빈, 지정구, 천승욱, 최문구, 최민주, 최정윤, 최지녕, 최혁수, 최현, 최

홍구, 표진우, 한기욱, 한단단, 한민수, 한병관, 한섭, 한수민, 허선웅, 허

현, 호세인자데 카사니 사하르, 홍덕기, 홍승현, 홍현국, 황석민, 황지현, 

Ghasemi Marjan, Han Viet Phuong, hesam arabi

영국왕립대학  이여경

영남대학교  공태원, 김건정, 김규현, 김동우, 김진권, 김현정, 김희진, 나대길, 류대건, 

박선용, 박일현, 방향이, 배윤주, 배은진, 서지영, 성지원, 손보성, 손창호, 

송재민, 엄정숙, 엄태성, 오승준, 우경철, 윤상훈, 이명진, 이용우, 이윤호, 

이재성, 이재욱, 이정훈, 이지원, 임교성, 전화준, 정재우, 정치현, 정혜민, 

조기술, 주신호, 최규진

영동대학교  장성욱

울산과학기술원  강민구, 구연정, 김규영, 김대익, 김민균, 김용한, 김현근, 김효주, 문종성, 

민은정, 박기범, 박성진, 서인철, 안철우, 양준모, 엄자윤, 유재연, 이덕형, 

이정우, 이정현, 이준원, 이진희, 이형우, 전웅배, 정선우, 정세진, 정형주, 

조명훈, 최동례, 최진성, 홍영범, 황보현, 황인용, Atul Somkuwar

울산대학교  강동욱, 강영비, 강창호, 고정훈, 김동진, 김상철, 김순욱, 김우영, 김이새, 

김장섭, 김태성, 김현기, 김홍기, 느구엔트리코아, 두안반투안, 류승완, 박

경민, 박봉찬, 박승주, 박현우, 성승기, 신종태, 신하림, 안영욱, 안웅득, 

나승주, 나정균, 노한솔, 류지훈, 문상은, 문석일, 문세정, 박길배, 박남기, 

박동원, 박민규, 박상범, 박성준, 박재형, 박재홍, 박정보, 박정현, 박종문, 

박종한, 박종현, 박주성, 박준범, 박진구, 박진우, 박채연, 박철수, 박현성, 

박현수, 박현희, 박형열, 박형원, 방기승, 배승리, 성장운, 손정우, 손지원, 

손현우, 신성욱, 신소영, 신영훈, 심성보, 심재광, 안대건, 양승호, 양정진, 

양준호, 양혁진, 엄재언, 여민수, 오창훈, 우인철, 원기탁, 유경완, 유동헌, 

유두환, 유찬형, 유하늘, 윤석찬, 윤일용, 윤일용, 윤정근, 윤지원, 윤진경, 

윤한식, 이건열, 이광희, 이덕기, 이덕호, 이동근, 이동영, 이민표, 이병효, 

이석형, 이석형, 이선민, 이송현, 이승재, 이승종, 이시우, 이완희, 이요한, 

이우영, 이원재, 이은비, 이재봉, 이정환, 이주현, 이지예, 이지현, 이창훈, 

이창희, 이호원, 인성준, 임수인, 장기엽, 장성민, 장성진, 장은제, 장재명, 

장준혁, 장준혁, 장창원, 장한별, 전남희, 전승준, 전영희, 전진호, 전형수, 

정성용, 정승환, 정영모, 정유경, 정인태, 정재현, 정철현, 조수민, 조영진, 

조재범, 조창현, 조춘래, 진니, 차혜선, 채민석, 천홍진, 최나락, 최다운, 

최성전, 최윤석, 최재윤, 최철수, 최태원, 하경수, 하승규, 한민곤, 한상훈, 

한재훈, 허명선, 홍승수, 홍종영, 홍종우, 홍지호, 황명규, 황미연

서울산업대학교 김미숙, 조정현

서울시립대학교  고병국, 고승환, 곽재곤, 권서영, 김광성, 김용수, 김윤택, 김지환, 김태윤, 

김형문, 박권동, 박진우, 서초은, 송원근, 신범수, 신재현, 양희동, 위나연, 

이경택, 이광효, 이성용, 이우진, 이진호, 전진우, 정우진, 정유석, 정준하, 

정중건, 정호재, 최정성, 피중호, 홍익준, 황시온

선문대학교 유용진, 이건우, 이영복, 이치무라노리유키

성균관대학교  고정욱, 권준환, 김근환, 김두송, 김수동, 김현, 김현성, 김흥준, 문정철, 

민선민, 박봉옥, 박종률, 배태준, 서관희, 서무정, 손승대, 송석호, 신기동, 

안진수, 양지선, 유상은, 유재인, 육태경, 이경진, 이도연, 이보미, 이승진, 

이준서, 이준형, 이준호, 이희수, 임다예슬, 정규철, 정승욱, 정용협, 정우

순, 정일권, 정재필, 주민규, 주석환, 채근형, 최민성, 한윤석, 한지수, 허

정민, , 세종대, 이화준

세종대학교   고정태, 권현경, 김기훈, 김동규, 김미서, 김완수, 김현수, 노태승, 박민영, 

백영미, 서재희, 선상필, 송충석, 원동호, 이응준, 이자인, 이진웅, 이한울, 

이현택, 임재영, 장선호, 정상혁, 정진수, 조광훈, 조성실, 조원, 진유용, 

최회윤, 허정식, 황윤성

순천대학교 박현정, 조재문

숭실대학교  김성식, 김수현, 박성수, 박재우, 배덕희, 윤영민, 이민영, 이재명, 이창진, 

정지훈, 조은래, 홍승모

싱가폴 난양공대 이협

아주대학교  강보문, 곽지윤, 권현수, 김규원, 김두성, 김세진, 김숙영, 김정환, 김정훈, 

김태형, 김하랑, 김하진, 김환식, 노기창, 류시헌, 류장위, 문성욱, 민태열, 

박민수, 박성민, 박일곤, 박재덕, 박종현, 박준한, 손주이, 안희태, 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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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식, 염경훈, 오성근, 우인상, 우휘인, 유미향, 유종선, 윤경원, 이병직, 

이성환, 이은정, 이제현, 이택규, 이현승, 이현주, 임주희, 장은서, 정일형, 

조대근, 조민식, 조영준, 차성호, 최윤진, 최의섭, 최중석, 하성주, 한경호, 

홍세라, Paudel Ratna Bahadur, Pulak, Roy Biswajit, Sara Arif, umar 

muhammad

연세대학교  강경남, 강동원, 강두의, 강민규, 강민욱, 강세훈, 강정안, 강진호, 강효순, 

고달권, 고윤혁, 곽승우, 김가영, 김경현, 김기환, 김기흥, 김대규, 김대연, 

김도형, 김민규, 김병주, 김보람, 김상원, 김새온, 김석진, 김석현, 김수철, 

김용휘, 김윤정, 김자경, 김정수, 김종기, 김종우, 김창근, 김태영, 김태영, 

김태오, 김태우, 김학영, 남윤성, 노경헌, 노민지, 도기훈, 류연항, 류훈철, 

마르지에 포르누리, 문귀영, 문세영, 문혜란, 박강열, 박강엽, 박선주, 박

성수, 박성준, 박신증, 박원현, 박정근, 박주언, 박준범, 박지영, 박지훈, 

박창현, 박창훈, 박화준, 배규리, 배동건, 배영우, 배윤진, 배혜민, 백낙규, 

서인준, 석인철, 손상륜, 손태윤, 손태황, 송상권, 송승리, 송영식, 송주권, 

신동욱, 신명진, 신인철, 신현권, 심현보, 안기범, 안소희, 안홍규, 양달, 

양희진, 엄기윤, 오성현, 오영진, 오창훈, 원지유, 유경훈, 유병민, 유수호, 

유지영, 유진원, 유현선, 유혜승, 윤주원, 이경원, 이경철, 이관용, 이광현, 

이규민, 이민규, 이상묵, 이상민, 이성래, 이세진, 이세희, 이수찬, 이승민, 

이연경, 이영은, 이용수, 이은곤, 이응만, 이응장, 이재성, 이재용, 이정민, 

이제인, 이준호, 이준호, 이진석, 이진의, 이창민, 이창열, 이창윤, 이창헌, 

이태경, 이현우, 이현웅, 이현호, 이형주, 이홍기, 임성민, 임성용, 임진혁, 

임진형, 장범준, 장재영, 장준환, 장진희, 전성빈, 전성현, 전은권, 정기영, 

정대성, 정승환, 정애리, 정용희, 정우현, 정윤섭, 정은희, 정재우, 정하

영, 정호원, 조선호, 조승완, 조용상, 조용진, 조욱래, 조장현, 주보람, 주

성빈, 지정구, 천승욱, 최문구, 최민주, 최정윤, 최지녕, 최혁수, 최현, 최

홍구, 표진우, 한기욱, 한단단, 한민수, 한병관, 한섭, 한수민, 허선웅, 허

현, 호세인자데 카사니 사하르, 홍덕기, 홍승현, 홍현국, 황석민, 황지현, 

Ghasemi Marjan, Han Viet Phuong, hesam arabi

영국왕립대학  이여경

영남대학교  공태원, 김건정, 김규현, 김동우, 김진권, 김현정, 김희진, 나대길, 류대건, 

박선용, 박일현, 방향이, 배윤주, 배은진, 서지영, 성지원, 손보성, 손창호, 

송재민, 엄정숙, 엄태성, 오승준, 우경철, 윤상훈, 이명진, 이용우, 이윤호, 

이재성, 이재욱, 이정훈, 이지원, 임교성, 전화준, 정재우, 정치현, 정혜민, 

조기술, 주신호, 최규진

영동대학교  장성욱

울산과학기술원  강민구, 구연정, 김규영, 김대익, 김민균, 김용한, 김현근, 김효주, 문종성, 

민은정, 박기범, 박성진, 서인철, 안철우, 양준모, 엄자윤, 유재연, 이덕형, 

이정우, 이정현, 이준원, 이진희, 이형우, 전웅배, 정선우, 정세진, 정형주, 

조명훈, 최동례, 최진성, 홍영범, 황보현, 황인용, Atul Somkuwar

울산대학교  강동욱, 강영비, 강창호, 고정훈, 김동진, 김상철, 김순욱, 김우영, 김이새, 

김장섭, 김태성, 김현기, 김홍기, 느구엔트리코아, 두안반투안, 류승완, 박

경민, 박봉찬, 박승주, 박현우, 성승기, 신종태, 신하림, 안영욱, 안웅득, 

나승주, 나정균, 노한솔, 류지훈, 문상은, 문석일, 문세정, 박길배, 박남기, 

박동원, 박민규, 박상범, 박성준, 박재형, 박재홍, 박정보, 박정현, 박종문, 

박종한, 박종현, 박주성, 박준범, 박진구, 박진우, 박채연, 박철수, 박현성, 

박현수, 박현희, 박형열, 박형원, 방기승, 배승리, 성장운, 손정우, 손지원, 

손현우, 신성욱, 신소영, 신영훈, 심성보, 심재광, 안대건, 양승호, 양정진, 

양준호, 양혁진, 엄재언, 여민수, 오창훈, 우인철, 원기탁, 유경완, 유동헌, 

유두환, 유찬형, 유하늘, 윤석찬, 윤일용, 윤일용, 윤정근, 윤지원, 윤진경, 

윤한식, 이건열, 이광희, 이덕기, 이덕호, 이동근, 이동영, 이민표, 이병효, 

이석형, 이석형, 이선민, 이송현, 이승재, 이승종, 이시우, 이완희, 이요한, 

이우영, 이원재, 이은비, 이재봉, 이정환, 이주현, 이지예, 이지현, 이창훈, 

이창희, 이호원, 인성준, 임수인, 장기엽, 장성민, 장성진, 장은제, 장재명, 

장준혁, 장준혁, 장창원, 장한별, 전남희, 전승준, 전영희, 전진호, 전형수, 

정성용, 정승환, 정영모, 정유경, 정인태, 정재현, 정철현, 조수민, 조영진, 

조재범, 조창현, 조춘래, 진니, 차혜선, 채민석, 천홍진, 최나락, 최다운, 

최성전, 최윤석, 최재윤, 최철수, 최태원, 하경수, 하승규, 한민곤, 한상훈, 

한재훈, 허명선, 홍승수, 홍종영, 홍종우, 홍지호, 황명규, 황미연

서울산업대학교 김미숙, 조정현

서울시립대학교  고병국, 고승환, 곽재곤, 권서영, 김광성, 김용수, 김윤택, 김지환, 김태윤, 

김형문, 박권동, 박진우, 서초은, 송원근, 신범수, 신재현, 양희동, 위나연, 

이경택, 이광효, 이성용, 이우진, 이진호, 전진우, 정우진, 정유석, 정준하, 

정중건, 정호재, 최정성, 피중호, 홍익준, 황시온

선문대학교 유용진, 이건우, 이영복, 이치무라노리유키

성균관대학교  고정욱, 권준환, 김근환, 김두송, 김수동, 김현, 김현성, 김흥준, 문정철, 

민선민, 박봉옥, 박종률, 배태준, 서관희, 서무정, 손승대, 송석호, 신기동, 

안진수, 양지선, 유상은, 유재인, 육태경, 이경진, 이도연, 이보미, 이승진, 

이준서, 이준형, 이준호, 이희수, 임다예슬, 정규철, 정승욱, 정용협, 정우

순, 정일권, 정재필, 주민규, 주석환, 채근형, 최민성, 한윤석, 한지수, 허

정민, , 세종대, 이화준

세종대학교   고정태, 권현경, 김기훈, 김동규, 김미서, 김완수, 김현수, 노태승, 박민영, 

백영미, 서재희, 선상필, 송충석, 원동호, 이응준, 이자인, 이진웅, 이한울, 

이현택, 임재영, 장선호, 정상혁, 정진수, 조광훈, 조성실, 조원, 진유용, 

최회윤, 허정식, 황윤성

순천대학교 박현정, 조재문

숭실대학교  김성식, 김수현, 박성수, 박재우, 배덕희, 윤영민, 이민영, 이재명, 이창진, 

정지훈, 조은래, 홍승모

싱가폴 난양공대 이협

아주대학교  강보문, 곽지윤, 권현수, 김규원, 김두성, 김세진, 김숙영, 김정환, 김정훈, 

김태형, 김하랑, 김하진, 김환식, 노기창, 류시헌, 류장위, 문성욱, 민태열, 

박민수, 박성민, 박일곤, 박재덕, 박종현, 박준한, 손주이, 안희태, 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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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강희원, 권다움, 권의혁, 김동수, 김명진, 김병권, 김성수, 김승연, 김승은, 

김우영, 김은선, 김장우, 김재혁, 김주하, 김지수, 김진섭, 김찬영, 김현철, 

김현호, 김형준, 김훈, 마혜준, 문동준, 문수민, 박성태, 박영인, 박효미, 

백준혁, 서경서, 성준영, 송일신, 신성선, 신주엽, 안철용, 양승진, 양정문, 

오혜성, 유진창, 이봉주, 이승석, 이재곤, 이현행, 임기동, 임옥락, 임창준, 

임창현, 임현철, 자드온 지산 알리 사프다, 장명재, 장정현, 장형준, 전준

우, 정영준, 정지철, 정회석, 정효빈, 조새련, 조영훈, 조은별, 조희택, 채

동원, 최동석, 최운혁, 하산 아이사르 울, DO KY SON

중앙대학교  강태구, 공순철, 김성훈, 김영수, 김영훈, 김용윤, 김용현, 김종국, 김준, 

김준영, 김진호, 김진홍, 김창건, 김창영, 박광열, 손호현, 신상윤, 신은소, 

심유민, 양소라, 오언택, 옥성해, 윤재형, 이병현, 이영진, 이재상, 이정훈, 

이태경, 이태우, 임연섭, 전효영, 최재호, 칭 워티, 홍남표, 홍석현, 홍승

현, 홍준기, 황민구

창원대학교 김수진, 장남영, 정영환, 조은진, 조현갑, 함형재

청주대학교   김광규, 김대훈, 김덕래, 김상백, 김승범, 김인태, 김진형, 김희동, 남지우, 

류원현, 손동원, 송기범, 신희영, 엄해동, 오세권, 유선미, 유재성, 이근선, 

이봉재, 이소영, 이지현, 이태연, 전종성, 정호윤, 진성민, 한상구

충남대학교   고명옥, 공문식, 구재진, 권용석, 길성철, 김근선, 김선우, 김선원, 김선진, 

김성하, 김승현, 김영서, 김종두, 김지수, 김진성, 김창섭, 문미림, 박병권, 

박소연, 박연수, 박연아, 박준식, 박지언, 배상윤, 배양열, 서승원, 송석원, 

송지연, 안소연, 안영진, 안현주, 양현문, 오세건, 이근행, 이기현, 이동진, 

이병창, 이성연, 이우석, 이원익, 이준용, 이충민, 이향록, 이현지, 인민교, 

장동일, 정태영, 조경신, 조성윤, 최병권, 최한솔, 허웅, 홍대운, 황제준

충북대학교   광, 김동선, 김명유, 김병준, 김성구, 김연실, 김은석, 김정회, 남기원, 도

덕동, 박미란, 박연령, 배창혁, 사신소, 신은철, 신종호, 에리카, 오혜영, 

오혜영, 유옥림, 윤진선, 이동호, 이선균, 이승우, 이위나, 이유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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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김형빈, 노기한, 류유신, 민창기, 박건웅, 박경진, 박광균, 박동빈, 

박별리, 박선근, 박성조, 박세배, 박수현, 박원영, 박원일, 반노익, 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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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강장원, 강현종, 김나리, 김대중, 김리라, 김선아, 김성균, 김성준, 김성현, 

김성협, 김완춘, 김은선, 김일원, 김진태, 김춘광, 김형찬, 노상순, 박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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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전병천, 정 덕, 정채환, 조나리, 조두호, 차은현, 최기준, 홍하은

전북대학교   곽옥광, 권규형, 김대길, 김미영, 김상걸, 김성민, 김종윤, 김지연, 김진수, 

김혁진, 김현석, 김현우, 당풍토안, 뭉크바타르, 박다빈, 박지민,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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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창, 이성연, 이우석, 이원익, 이준용, 이충민, 이향록, 이현지, 인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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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협, 김완춘, 김은선, 김일원, 김진태, 김춘광, 김형찬, 노상순, 박서준, 

박정민, 배동식, 부녹하이, 손주연, 송승철, 양승철, 유승진, 유은미, 유진

석, 윤재순, 윤제정, 이경신, 이민환, 이숙희, 이승민, 이인성, 임종모, 장

종호, 전병천, 정 덕, 정채환, 조나리, 조두호, 차은현, 최기준, 홍하은

전북대학교   곽옥광, 권규형, 김대길, 김미영, 김상걸, 김성민, 김종윤, 김지연, 김진수, 

김혁진, 김현석, 김현우, 당풍토안, 뭉크바타르, 박다빈, 박지민, 박지호, 

삼파스우메쉬, 서민성, 서윤호, 손공숙, 양창순, 오용환, 유희정, 윤승철, 

윤용희, 이광래, 이영춘, 이정식, 이정표, 이정훈, 임영진, 임현민, 정진영, 

정현, 진문섭, 진미형, 처그버 허스어치, 체르마, 최호진, 한성욱, 현진영, 

황용선, 황지용

전자부품연구원 박종하, 박준희, 양우석, 황정환

제주대학교 고두성, 김아름, 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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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기, 정동윤, 정동인, 정문식, 정병제, 정성우, 정수호, 정승필, 정연준, 

정영호, 정용철, 정유진, 정재황, 정준교, 정중기, 정형기, 정호진, 조동휘, 

조미정, 조민관, 조민수, 조성은, 조승희, 조용래, 조지현, 조혁준, 주우덕, 

주지영, 진준태, 차성우, 차승근, 천길성, 최경한, 최기만, 최대광, 최민수, 

최민아, 최민재, 최용석, 최윤석, 최인호, 최준희, 최진, 최진두, 최진수, 

최현주, 최형규, 하창균, 한대석, 한문종, 한상준, 한승준, 한승철, 한일영, 

한정무, 한혁진, 허민성, 허윤형, 현민지, 홍덕화, 홍수정, 황경민, 황문자, 

황순홍, 황정기, 황준혁, 황찬솔, 황태준, 황현, Anggita Hapsari, Arthur 

Baucour, HUGONNET HERVE JEROM, Huiwen Ning, Indra Karnadi, 

Putu Eka Pramudi, Tayyap Imran, Tomas, Yildiz Muhammed Kaan

한국광기술원 김다애, 김영복, 심하몽, 이의삼, 정은주, 조보현, 탁윤오

한국교원대학교  권기암, 권미랑, 김수경, 김승진, 문예린, 박현덕, 유훈, 이충희, 채민, , 한

국기계연구원, 김도현, 김성일, 김용현, 손봉국, 손예진, 임미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동호, 전민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동화, 고재석, 공미선, 김규호, 김상현, 김서영, 김준태, 김지은, 김지혜, 

남득영, 라현운, 박성우, 박태양, 박현중, 박혜진, 서재영, 서진희, 안아령, 

안영덕, 오대성, 오상현, 오정훈, 이상민, 이예은, 이정수, 이정현, 이한율, 

이현화, 전우성, 전원균, 정유진, 조영실, 조예지, 조현우, 허지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재민, 박종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송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경신, 김수철, 노정은, 류광현, 배한성, 서민식, 안미화, 유석진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광중, 김기봉, 김미혜, 김수원, 류우제, 문정호, 선우정혜, 송임강, 양명

열, 윤태식, 이경현, 이미란, 이승준, 이시진, 임영경, 최인영, 한영환

한국전기연구원 김상훈, 김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진, 김무건, 김소현, 문실구, 손병희, 신종윤, 허영순, 허준영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김병남, 유학, 장원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익환, 김도연, 김영광, 남호석, 박미라, 박주현, 박태숙, 변종현, 심기현, 

염진용, 이현지, 임주은, 임주희, 장윤수, 정길재, 홍승기

한국항공대학교 강명법, 권순우, 김영기, 김용기, 김희성, 윤영빈, 이성렬, 이환석

한국해양대학교 김근주, 김민수, 김연주, 김운섭, 안세경, 양승국, 이희진, 하홍춘, 황상구

한국화학연구소 송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재학

한남대학교  강종구, 곽지현, 김길선, 김나래, 김철수, 김희남, 문희준, 박상원, 송세용, 

송재준, 송치훈, 송태윤, 유정애, 이규항, 이근재, 이영훈, 이정기, 장선영, 

전상호, 전지호, 정웅, 정주형, 조은경, 채하늘, 최연찬, 추경덕, 하관수, 

황석주

이다은, 이동진, 이동현, 이맹진, 이상헌, 이순성, 이승현, 이원준, 이은규, 

이준호, 이준환, 이청현, 임동길, 장원혁, 전승완, 전용호, 전인준, 정석우, 

정승준, 정은아, 정태섭, 조성희, 지성훈, 채진우, 최선미, 최진영, 최창훈, 

카비타, 하창우, 한연호, 홍강희, , 표준과학 연구원 조은하

한경대학교 김영준, 윤희, 조병우, 코타로 이노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동훈, 고성윤, 고성희, 김건영, 김선필, 김수현, 김연화, 김원준, 김진식, 

김한익, 김현우, 김형주, 김효석, 나동수, 노우진, 류국빈, 류보원, 박문호, 

박병권, 박성준, 박정수, 박종국, 박창훈, 박현희, 배나래, 배미경, 성영규, 

손영섭, 시암 우딘, 양희연, 왕지아첸, 우민기, 유설희, 이건호, 이도호, 이

동화, 이민수, 이민우, 이성재, 이종석, 이진일, 이철우, 이형, 장유나, 장

형순, 전병진, 정욱진, 최연호, 최영진, 최유준, 최호준, 티보르펄티에, 한

원석, Abdessattar Bouzid, Rafael Jumar Chu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안흘비, 이연우, 최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강경식, 강대원, 강동균, 강봉주, 강성용, 강승규, 강용훈, 강운교, 강주형, 

강진호, 경민욱, 계명균, 고기현, 고동혁, 공은지, 곽현수, 권경목, 권도현, 

권재명, 권택민, 금동민, 김갑중, 김견욱, 김국현, 김규상, 김규현, 김기범, 

김기홍, 김나영, 김대곤,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영, 김동하, 김동

형, 김동환, 김률, 김리향, 김명우, 김명준, 김민준, 김민혁, 김민환, 김병

수, 김봉호, 김성순, 김세헌, 김신호, 김연훈, 김예슬, 김용우, 김우람, 김

원선, 김원태, 김윤석, 김융, 김재범, 김재유, 김재준, 김종민, 김종신, 김

종욱, 김준식, 김준영, 김준오, 김중현, 김지연, 김진형, 김진환, 김천민, 

김철중, 김태우, 김태준, 김태형, 김현돈, 김현우, 김효섭, 김효욱, 김효지, 

김휘민, 나용진, 나현철, 남기학, 남기환, 남상현, 남태원, 남한구, 남형수, 

도인환, 문경준, 문정형, 문정호, 문지은, 민석환, 민성윤, 민현동, 박강수, 

박명일, 박병헌, 박상길, 박상우, 박상혁, 박수배, 박순모, 박예민, 박완일, 

박원기, 박인원, 박재우, 박정우, 박종우, 박주윤, 박주호, 박준하, 박준형, 

박준호, 박지용, 박찬석, 박태관, 박현성, 박현진, 박현철, 박현철, 박효준, 

박희찬, 배상호, 배지은, 백광민, 백수정, 백정은, 백종화, 서민석, 서병일, 

서아람, 서영현, 서은교, 서호원, 석대원, 성시준, 성주연, 소민관, 손경호, 

손재현, 송국호, 송은주, 송정근, 송창근, 송현채, 신동재, 신바울, 신진수, 

심동훈, 심동훈, 심우철, 심재호, 심홍철, 안명기, 안명수, 안병현, 안소연, 

안승현, 안정호, 안창민, 양동욱, 양성표, 양수연, 양승범, 양재원, 양희원, 

엄태경, 여동민, 예상헌, 오상순, 오세백, 오승렬, 오승인, 오영재, 오영훈, 

오정석, 오정석, 오태원, 오태화, 오한빛, 왕훈, 유은실, 유인철, 유종범, 

윤상재, 윤인호, 윤진우, 윤혁, 윤혁진, 이경민, 이경환, 이계황, 이광천, 

이규락, 이금희, 이기상, 이나연, 이동구, 이동원, 이동일, 이명수, 이무영, 

이상묵, 이상하, 이상훈, 이서은, 이서주, 이성철, 이수석, 이승곤, 이승훈, 

이신호, 이신화, 이완술, 이은광, 이자은, 이재관, 이재학, 이정임, 이정혜, 

이종민, 이종환, 이주호, 이지수, 이진구, 이진우, 이찬석, 이찬형, 이한결, 

이형철, 이호재, 이휘형, 이희열, 임민호, 임순민, 임찬경, 임훈희, 임희진, 

장경원, 장로마, 장민호, 장재영, 장준호, 장지엔, 장태안, 장태용, 장현주, 

장형석, 전기웅, 전병구, 전선홍, 전수완, 전용진, 전익주, 전재범, 전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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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기, 정동윤, 정동인, 정문식, 정병제, 정성우, 정수호, 정승필, 정연준, 

정영호, 정용철, 정유진, 정재황, 정준교, 정중기, 정형기, 정호진, 조동휘, 

조미정, 조민관, 조민수, 조성은, 조승희, 조용래, 조지현, 조혁준, 주우덕, 

주지영, 진준태, 차성우, 차승근, 천길성, 최경한, 최기만, 최대광, 최민수, 

최민아, 최민재, 최용석, 최윤석, 최인호, 최준희, 최진, 최진두, 최진수, 

최현주, 최형규, 하창균, 한대석, 한문종, 한상준, 한승준, 한승철, 한일영, 

한정무, 한혁진, 허민성, 허윤형, 현민지, 홍덕화, 홍수정, 황경민, 황문자, 

황순홍, 황정기, 황준혁, 황찬솔, 황태준, 황현, Anggita Hapsari, Arthur 

Baucour, HUGONNET HERVE JEROM, Huiwen Ning, Indra Karnadi, 

Putu Eka Pramudi, Tayyap Imran, Tomas, Yildiz Muhammed Kaan

한국광기술원 김다애, 김영복, 심하몽, 이의삼, 정은주, 조보현, 탁윤오

한국교원대학교  권기암, 권미랑, 김수경, 김승진, 문예린, 박현덕, 유훈, 이충희, 채민, , 한

국기계연구원, 김도현, 김성일, 김용현, 손봉국, 손예진, 임미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동호, 전민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동화, 고재석, 공미선, 김규호, 김상현, 김서영, 김준태, 김지은, 김지혜, 

남득영, 라현운, 박성우, 박태양, 박현중, 박혜진, 서재영, 서진희, 안아령, 

안영덕, 오대성, 오상현, 오정훈, 이상민, 이예은, 이정수, 이정현, 이한율, 

이현화, 전우성, 전원균, 정유진, 조영실, 조예지, 조현우, 허지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재민, 박종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송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경신, 김수철, 노정은, 류광현, 배한성, 서민식, 안미화, 유석진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광중, 김기봉, 김미혜, 김수원, 류우제, 문정호, 선우정혜, 송임강, 양명

열, 윤태식, 이경현, 이미란, 이승준, 이시진, 임영경, 최인영, 한영환

한국전기연구원 김상훈, 김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진, 김무건, 김소현, 문실구, 손병희, 신종윤, 허영순, 허준영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김병남, 유학, 장원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익환, 김도연, 김영광, 남호석, 박미라, 박주현, 박태숙, 변종현, 심기현, 

염진용, 이현지, 임주은, 임주희, 장윤수, 정길재, 홍승기

한국항공대학교 강명법, 권순우, 김영기, 김용기, 김희성, 윤영빈, 이성렬, 이환석

한국해양대학교 김근주, 김민수, 김연주, 김운섭, 안세경, 양승국, 이희진, 하홍춘, 황상구

한국화학연구소 송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재학

한남대학교  강종구, 곽지현, 김길선, 김나래, 김철수, 김희남, 문희준, 박상원, 송세용, 

송재준, 송치훈, 송태윤, 유정애, 이규항, 이근재, 이영훈, 이정기, 장선영, 

전상호, 전지호, 정웅, 정주형, 조은경, 채하늘, 최연찬, 추경덕, 하관수, 

황석주

이다은, 이동진, 이동현, 이맹진, 이상헌, 이순성, 이승현, 이원준, 이은규, 

이준호, 이준환, 이청현, 임동길, 장원혁, 전승완, 전용호, 전인준, 정석우, 

정승준, 정은아, 정태섭, 조성희, 지성훈, 채진우, 최선미, 최진영, 최창훈, 

카비타, 하창우, 한연호, 홍강희, , 표준과학 연구원 조은하

한경대학교 김영준, 윤희, 조병우, 코타로 이노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동훈, 고성윤, 고성희, 김건영, 김선필, 김수현, 김연화, 김원준, 김진식, 

김한익, 김현우, 김형주, 김효석, 나동수, 노우진, 류국빈, 류보원, 박문호, 

박병권, 박성준, 박정수, 박종국, 박창훈, 박현희, 배나래, 배미경, 성영규, 

손영섭, 시암 우딘, 양희연, 왕지아첸, 우민기, 유설희, 이건호, 이도호, 이

동화, 이민수, 이민우, 이성재, 이종석, 이진일, 이철우, 이형, 장유나, 장

형순, 전병진, 정욱진, 최연호, 최영진, 최유준, 최호준, 티보르펄티에, 한

원석, Abdessattar Bouzid, Rafael Jumar Chu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안흘비, 이연우, 최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강경식, 강대원, 강동균, 강봉주, 강성용, 강승규, 강용훈, 강운교, 강주형, 

강진호, 경민욱, 계명균, 고기현, 고동혁, 공은지, 곽현수, 권경목, 권도현, 

권재명, 권택민, 금동민, 김갑중, 김견욱, 김국현, 김규상, 김규현, 김기범, 

김기홍, 김나영, 김대곤,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영, 김동하, 김동

형, 김동환, 김률, 김리향, 김명우, 김명준, 김민준, 김민혁, 김민환, 김병

수, 김봉호, 김성순, 김세헌, 김신호, 김연훈, 김예슬, 김용우, 김우람, 김

원선, 김원태, 김윤석, 김융, 김재범, 김재유, 김재준, 김종민, 김종신, 김

종욱, 김준식, 김준영, 김준오, 김중현, 김지연, 김진형, 김진환, 김천민, 

김철중, 김태우, 김태준, 김태형, 김현돈, 김현우, 김효섭, 김효욱, 김효지, 

김휘민, 나용진, 나현철, 남기학, 남기환, 남상현, 남태원, 남한구, 남형수, 

도인환, 문경준, 문정형, 문정호, 문지은, 민석환, 민성윤, 민현동, 박강수, 

박명일, 박병헌, 박상길, 박상우, 박상혁, 박수배, 박순모, 박예민, 박완일, 

박원기, 박인원, 박재우, 박정우, 박종우, 박주윤, 박주호, 박준하, 박준형, 

박준호, 박지용, 박찬석, 박태관, 박현성, 박현진, 박현철, 박현철, 박효준, 

박희찬, 배상호, 배지은, 백광민, 백수정, 백정은, 백종화, 서민석, 서병일, 

서아람, 서영현, 서은교, 서호원, 석대원, 성시준, 성주연, 소민관, 손경호, 

손재현, 송국호, 송은주, 송정근, 송창근, 송현채, 신동재, 신바울, 신진수, 

심동훈, 심동훈, 심우철, 심재호, 심홍철, 안명기, 안명수, 안병현, 안소연, 

안승현, 안정호, 안창민, 양동욱, 양성표, 양수연, 양승범, 양재원, 양희원, 

엄태경, 여동민, 예상헌, 오상순, 오세백, 오승렬, 오승인, 오영재, 오영훈, 

오정석, 오정석, 오태원, 오태화, 오한빛, 왕훈, 유은실, 유인철, 유종범, 

윤상재, 윤인호, 윤진우, 윤혁, 윤혁진, 이경민, 이경환, 이계황, 이광천, 

이규락, 이금희, 이기상, 이나연, 이동구, 이동원, 이동일, 이명수, 이무영, 

이상묵, 이상하, 이상훈, 이서은, 이서주, 이성철, 이수석, 이승곤, 이승훈, 

이신호, 이신화, 이완술, 이은광, 이자은, 이재관, 이재학, 이정임, 이정혜, 

이종민, 이종환, 이주호, 이지수, 이진구, 이진우, 이찬석, 이찬형, 이한결, 

이형철, 이호재, 이휘형, 이희열, 임민호, 임순민, 임찬경, 임훈희, 임희진, 

장경원, 장로마, 장민호, 장재영, 장준호, 장지엔, 장태안, 장태용, 장현주, 

장형석, 전기웅, 전병구, 전선홍, 전수완, 전용진, 전익주, 전재범, 전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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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박대웅, 정지훈, 조세례요한, 황승진

한림대학교  남희진, 민경일, 박건우, 박승미, 박지수, 박지희, 박진우, 서영준, 신은성, 

신찬희, 유미연, 이병우, 이상녕, 이성준, 이정호, 이주섭, 이헌재, 정화영, 

최민혁, 최현우

한밭대학교 맹환호, 빈정수, 이동영, 임지원, azkarulhasan

한서대학교 김동열, 김영훈, 박종선, 박준오, 신성숙, 이종국, 장만용, 조주용, 한봉학

한양대학교   강운, 강주형, 고주희, 김가람, 김건표, 김민수, 김성재, 김성현, 김세환, 

김우섭, 김인선, 김재관, 김재웅, 김재필, 김재현, 김정성, 김지은, 김진희, 

김창수, 김현익, 김희곤, 나형주, 도용화, 룩루수안, 류영화, 류인서, 류진수, 

  모수연, 문인규, 민경란, 민순기, 민영선, 박선엽, 박세휘, 박정운, 박종혁, 

박주형, 배희진, 손정민, 송우영, 송윤흥, 송준혁, 신민수, 신영곤, 신종근, 

신진범, 신호섭, 심성용, 심영보, 심유태, 안지민, 오재필, 오현승, 유나리, 

유병철, 윤민석, 윤승진, 윤정민, 윤지연, 이기영, 이기혁, 이남 우르레

흐만, 이대민, 이문권, 이성민, 이승규, 이승남, 이승민, 이시우, 이유진, 

이윤선, 이재우, 이준섭, 이준형, 이중성, 이지원, 이태희, 이헌형, 임원태, 

임현덕, 장근진, 장동현, 장세윤, 장우익, 장창수, 장형욱, 전인중, 정수미, 

정승헌, 정아름, 정윤영, 정종욱, 정준영, 정혜연, 조시연, 주양현, 지동명, 

  최가을, 최기영, 최남현, 최민근, 최영선, 최정수, 추유진, 한은혜, 형경

초, 홍종균, 홍지헌, 황성민, 황준기, 황지섭, Tran Ngoc Tuyen, TRINH 

CONG TAI

한양대학교 ERICA 김진필, 박은지, 송승빈, 오예진, 최원영

호남대학교 김준모, 김효겸, 문정원, 박규하, 윤대성, 이규효, 이준옥, 황중호

호서대학교  김준모, 김진형, 박민우, 박정수, 박종호, 배윤경, 신윤수, 오혜란, 유계준, 

유형돈, 윤금재, 이성은, 이정우, 인수희, 정준영, 정철, 조승호, 한대우, 

허주옥, 홍순원

홍익대학교  강창민, 구유림, 김근현, 김동일, 김성진, 김승제, 김운식, 김원정, 김원철, 

김종대, 김태호, 문제영, 박선영, 박선익, 박재석, 박차훈, 박화선, 서재원, 

안승범, 안준상, 엄해용, 염영민, 오영해, 윤지수, 이승근, 이재후, 이진석, 

이현석, 임경훈, 임동욱, 장재식, 장희태, 정기조, 정의찬, 천근영, 최성, 

최용선, 홍수완, 황준환

Brown University 이종환

Cardiff University 이욱재

ETRI 김홍승, 서동준

Linkopings Universitet Eduardo Antunez de Mayolo

MIT 강전웅

Palacky University 박기민

The University of Arizona 강혁모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 Ban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권영봉

University of Toronto Andrew Gary Floo

기타  강봉균, 강은실, 권서원, 김경환, 김기영, 김대신, 김민석, 김봉수, 김상윤, 

김성진, 김연범, 김윤중, 김정건, 김정희, 김철진, 김하숙, 김현아, 나기현, 

노정동, 류성권, 마성민, 모수종, 박구현, 박성희, 박세민, 박수연, 박수정, 

박종진, 박준학, 배승철, 변현중, 설문용, 신동섭, 신희득, 오세준, 오정홍, 

유동진, 유인걸, 윤정훈, 윤형원, 이동엽, 이병현, 이상곤, 이재욱, 이정호, 

이준성, 이준영, 이필주, 이현진, 임채민, 장수미, 전성만, 정광철, 정승태, 

정인우, 정재훈, 정종래, 주현석, 차윤섭, 최진하, 최한섭, 한승호, 허옥희, 

허태연, 홍정무, 홍지숙,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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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박대웅, 정지훈, 조세례요한, 황승진

한림대학교  남희진, 민경일, 박건우, 박승미, 박지수, 박지희, 박진우, 서영준, 신은성, 

신찬희, 유미연, 이병우, 이상녕, 이성준, 이정호, 이주섭, 이헌재, 정화영, 

최민혁, 최현우

한밭대학교 맹환호, 빈정수, 이동영, 임지원, azkarulhasan

한서대학교 김동열, 김영훈, 박종선, 박준오, 신성숙, 이종국, 장만용, 조주용, 한봉학

한양대학교   강운, 강주형, 고주희, 김가람, 김건표, 김민수, 김성재, 김성현, 김세환, 

김우섭, 김인선, 김재관, 김재웅, 김재필, 김재현, 김정성, 김지은, 김진희, 

김창수, 김현익, 김희곤, 나형주, 도용화, 룩루수안, 류영화, 류인서, 류진수, 

  모수연, 문인규, 민경란, 민순기, 민영선, 박선엽, 박세휘, 박정운, 박종혁, 

박주형, 배희진, 손정민, 송우영, 송윤흥, 송준혁, 신민수, 신영곤, 신종근, 

신진범, 신호섭, 심성용, 심영보, 심유태, 안지민, 오재필, 오현승, 유나리, 

유병철, 윤민석, 윤승진, 윤정민, 윤지연, 이기영, 이기혁, 이남 우르레

흐만, 이대민, 이문권, 이성민, 이승규, 이승남, 이승민, 이시우, 이유진, 

이윤선, 이재우, 이준섭, 이준형, 이중성, 이지원, 이태희, 이헌형, 임원태, 

임현덕, 장근진, 장동현, 장세윤, 장우익, 장창수, 장형욱, 전인중, 정수미, 

정승헌, 정아름, 정윤영, 정종욱, 정준영, 정혜연, 조시연, 주양현, 지동명, 

  최가을, 최기영, 최남현, 최민근, 최영선, 최정수, 추유진, 한은혜, 형경

초, 홍종균, 홍지헌, 황성민, 황준기, 황지섭, Tran Ngoc Tuyen, TRINH 

CONG TAI

한양대학교 ERICA 김진필, 박은지, 송승빈, 오예진, 최원영

호남대학교 김준모, 김효겸, 문정원, 박규하, 윤대성, 이규효, 이준옥, 황중호

호서대학교  김준모, 김진형, 박민우, 박정수, 박종호, 배윤경, 신윤수, 오혜란, 유계준, 

유형돈, 윤금재, 이성은, 이정우, 인수희, 정준영, 정철, 조승호, 한대우, 

허주옥, 홍순원

홍익대학교  강창민, 구유림, 김근현, 김동일, 김성진, 김승제, 김운식, 김원정, 김원철, 

김종대, 김태호, 문제영, 박선영, 박선익, 박재석, 박차훈, 박화선, 서재원, 

안승범, 안준상, 엄해용, 염영민, 오영해, 윤지수, 이승근, 이재후, 이진석, 

이현석, 임경훈, 임동욱, 장재식, 장희태, 정기조, 정의찬, 천근영, 최성, 

최용선, 홍수완, 황준환

Brown University 이종환

Cardiff University 이욱재

ETRI 김홍승, 서동준

Linkopings Universitet Eduardo Antunez de Mayolo

MIT 강전웅

Palacky University 박기민

The University of Arizona 강혁모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 Ban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권영봉

University of Toronto Andrew Gary Floo

기타  강봉균, 강은실, 권서원, 김경환, 김기영, 김대신, 김민석, 김봉수, 김상윤, 

김성진, 김연범, 김윤중, 김정건, 김정희, 김철진, 김하숙, 김현아, 나기현, 

노정동, 류성권, 마성민, 모수종, 박구현, 박성희, 박세민, 박수연, 박수정, 

박종진, 박준학, 배승철, 변현중, 설문용, 신동섭, 신희득, 오세준, 오정홍, 

유동진, 유인걸, 윤정훈, 윤형원, 이동엽, 이병현, 이상곤, 이재욱, 이정호, 

이준성, 이준영, 이필주, 이현진, 임채민, 장수미, 전성만, 정광철, 정승태, 

정인우, 정재훈, 정종래, 주현석, 차윤섭, 최진하, 최한섭, 한승호, 허옥희, 

허태연, 홍정무, 홍지숙,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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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소/취급품목

㈜클라이오 텍 (421-74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103-601

㈜티아이티씨 (137-140) 서울 서초구 우면동 13-2 화진빌딩 5층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파이오닉스 (305-732) 대전 유성구 화암동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2123호

반도체 생산, 금속박막 증착, 광모듈 패키징 유통

㈜한광 (445-93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92 / 레이저가공기

㈜한국전광 (421-15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26번지

Lens, Prism, Window 등

㈜휴비츠 (435-86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안광학 의료기기, 검안기, 렌즈미터, 호롭터, 옥습기

C.K 산업 (157-04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26

사진인화기, 사진형상기

LTS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13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분야 레이저 응용기기

경신전선 (336-861)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

자동차, 특수, 절연전선, 산업용 케이블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423-7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

승용차, 상용차, 자동차부품

나노베이스 (153-7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0-1401

나노물질 분석, 광학장비, 튜너블 레이저, 분광기

밀레니엄

옵티칼시스템㈜

(413-87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252-5

광학부품

삼성테크윈 (626-7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 삼성테크윈 R&D센터 5층 B존

로봇, 제어, 센싱, 인공지능, 무선통신, 시큐리티 기술, 방위

서울광학산업㈜ (369-840)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68-1

각종프리즘 제작, 각종구면렌즈류 제작, 각종비구면렌즈류(임의형상비구면, 실린더면

토릭면, 타원면, 포물면), 각종필터류 제작각종 공학계(복사기렌즈, CCD렌즈

망원경렌즈등 제작)

서울반도체㈜ (606-033)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37번지 / LED, 자동차 계기판, 일반 조명

세방전자㈜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40-8 한빛빌딩 2층

전기통신공사, 전자기기, 경비용역

알티전자㈜ (449-88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90-1

다이캐스팅, 슬라이드 힌지, LED 조명, 통신장비 부품

에드몬드옵틱스

코리아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6

광학기기 도소매

에스캠㈜ (442-2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센터 1층

이동형 서버, MP3

기관명 주소/취급품목

㈜리치스톤 (561-8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56-9 / 광통신 부품

㈜브이텍 (440-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96-1

고속카메라, 가시화, 유동계측, 비접촉식광계측기기, 특수광원

Machine Vision, 영상획득장비

㈜사라콤 (606-033)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41-37

선박항해, 통신장비 및 디지털 방송 장비

㈜삼한일렉트로닉스 (445-81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0-1

LCD윈도우, 이어피스,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시원광기술 (431-763)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9

광학기기 및 부품제조, 디지털 현미경

㈜신영텔레콤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47 / 통신기기

㈜아남인스트루먼트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7번지

광학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무역

㈜아이디에스 (449-834)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 593-2

PDP, FED, LCD 통합시스템, 액정 연구, 디스플레이 개발

㈜알에프플러스 (423-754)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01 광명시범공단 473

RF 모듈,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제어

㈜엘투케이플러스 (305-500) 대전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 530

레이저, 광학기기, 광통신 부품, 의료용 광섬유 레이저

㈜엘티 (462-7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테크노파크 비즈동 1412호

LED다운라이트

㈜오리엔트텔레콤 (431-08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8-7

광WDM/Coupler, Light Source, 광파이버 스트레인 측정 장치, HDSL, PCM 단국장치

SDSL

㈜오토닉스 양산공자 (626-734)경상남도 양산시 웅비공단길 116 ㈜오토닉스 양산공장 연구지원팀

산업자동화 관련 센서, 제어기기

㈜유남옵틱스 (467-811)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147번길 125-19 / 광학 부품

㈜이오시스템 (404-25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2-7

주 · 야간관측 장비류, 화기 · 화포 조준경 및 포경류

㈜이오테크닉스 (431-0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64-4

Laser Marking 장비 및 Laser 응용기기, Optics & Optical Components

He-Ne Laser and Accessories, Optical Table & Hardware, Exximer Laser용 Gas

㈜지누스 (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1 한원빌딩 5층

광통신기기, 보안시스템, 터치 판넬, HPA

㈜케이티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통신서비스업

특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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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소/취급품목

㈜클라이오 텍 (421-74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103-601

㈜티아이티씨 (137-140) 서울 서초구 우면동 13-2 화진빌딩 5층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파이오닉스 (305-732) 대전 유성구 화암동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2123호

반도체 생산, 금속박막 증착, 광모듈 패키징 유통

㈜한광 (445-93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92 / 레이저가공기

㈜한국전광 (421-15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26번지

Lens, Prism, Window 등

㈜휴비츠 (435-86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안광학 의료기기, 검안기, 렌즈미터, 호롭터, 옥습기

C.K 산업 (157-04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26

사진인화기, 사진형상기

LTS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13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분야 레이저 응용기기

경신전선 (336-861)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

자동차, 특수, 절연전선, 산업용 케이블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423-7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

승용차, 상용차, 자동차부품

나노베이스 (153-7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0-1401

나노물질 분석, 광학장비, 튜너블 레이저, 분광기

밀레니엄

옵티칼시스템㈜

(413-87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252-5

광학부품

삼성테크윈 (626-7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 삼성테크윈 R&D센터 5층 B존

로봇, 제어, 센싱, 인공지능, 무선통신, 시큐리티 기술, 방위

서울광학산업㈜ (369-840)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68-1

각종프리즘 제작, 각종구면렌즈류 제작, 각종비구면렌즈류(임의형상비구면, 실린더면

토릭면, 타원면, 포물면), 각종필터류 제작각종 공학계(복사기렌즈, CCD렌즈

망원경렌즈등 제작)

서울반도체㈜ (606-033)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37번지 / LED, 자동차 계기판, 일반 조명

세방전자㈜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40-8 한빛빌딩 2층

전기통신공사, 전자기기, 경비용역

알티전자㈜ (449-88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90-1

다이캐스팅, 슬라이드 힌지, LED 조명, 통신장비 부품

에드몬드옵틱스

코리아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6

광학기기 도소매

에스캠㈜ (442-2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센터 1층

이동형 서버, MP3

기관명 주소/취급품목

㈜리치스톤 (561-8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56-9 / 광통신 부품

㈜브이텍 (440-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96-1

고속카메라, 가시화, 유동계측, 비접촉식광계측기기, 특수광원

Machine Vision, 영상획득장비

㈜사라콤 (606-033)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41-37

선박항해, 통신장비 및 디지털 방송 장비

㈜삼한일렉트로닉스 (445-81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0-1

LCD윈도우, 이어피스,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시원광기술 (431-763)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9

광학기기 및 부품제조, 디지털 현미경

㈜신영텔레콤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47 / 통신기기

㈜아남인스트루먼트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7번지

광학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무역

㈜아이디에스 (449-834)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 593-2

PDP, FED, LCD 통합시스템, 액정 연구, 디스플레이 개발

㈜알에프플러스 (423-754)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01 광명시범공단 473

RF 모듈,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제어

㈜엘투케이플러스 (305-500) 대전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 530

레이저, 광학기기, 광통신 부품, 의료용 광섬유 레이저

㈜엘티 (462-7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테크노파크 비즈동 1412호

LED다운라이트

㈜오리엔트텔레콤 (431-08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8-7

광WDM/Coupler, Light Source, 광파이버 스트레인 측정 장치, HDSL, PCM 단국장치

SDSL

㈜오토닉스 양산공자 (626-734)경상남도 양산시 웅비공단길 116 ㈜오토닉스 양산공장 연구지원팀

산업자동화 관련 센서, 제어기기

㈜유남옵틱스 (467-811)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147번길 125-19 / 광학 부품

㈜이오시스템 (404-25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2-7

주 · 야간관측 장비류, 화기 · 화포 조준경 및 포경류

㈜이오테크닉스 (431-0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64-4

Laser Marking 장비 및 Laser 응용기기, Optics & Optical Components

He-Ne Laser and Accessories, Optical Table & Hardware, Exximer Laser용 Gas

㈜지누스 (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1 한원빌딩 5층

광통신기기, 보안시스템, 터치 판넬, HPA

㈜케이티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통신서비스업

특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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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원

기관명 주소

가야대학교 도서관 (621-748) 경남 김해시 삼계동 60

경동대학교 도서관 (219-705)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91-1

경북대학교 도서관 (702-701)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산대학교 중앙도서관 (712-715)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75

고등광기술연구소 (500-712) 광주 북구 오룡동 1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대신서적 (140-0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관광터미널B1 10-3

대전대학교도서관 (300-716)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동명정보대학교 도서관 (608-740) 부산 남구 용당동 535

동아대학교 도서관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서경대학교 도서관 (136-704) 서울 성북 정릉 4동 16-1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숭실대학교 도서관 (156-743)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

신라대학교 도서관 (617-736)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아주대학교 도서관 (442-74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영남대학교 도서관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41-1

영동대학교 도서관 (370-80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12-1

울산대학교 도서관 (680-749) 경남 울산시 무거동 산 29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인천전문대학 도서관 (402-750) 인천 남구 도화동 235

전주대학교중앙도서관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이트로닉스 통신기술연구원 (153-802)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0 통신기술연구소

㈜판문(A)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판문(B)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판문(C)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특허청 심사 4국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1203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기계연구원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171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435-862)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기관명 주소/취급품목

에이치에프알 (463-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 하나EZ타워 5층

WiFi AP 중계전송장비, 전달망 패킷 장비

우리로광통신㈜ (506-501) 광주 광산구 월전동 1034

광통신개발, 광 소자, 실리카 디바이스, 팬아웃 블록

우양교역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리더스BD 1301

모든 종류의 레이저 및 광학부품, 광통신관련제품, 레이저 응용 시스템 등

위즈옵틱스 (437-801) 경기 의왕시 고천동 240-5 태보빌딩 501 / 광학측정장비

인텍플러스 (305-510) 대전 유성구 탑립동 838

비접촉 삼차원 측정기, 납형상 측정기, 검사기기

전자부품연구원 (463-816)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 전자부품연구원 자료실

부품소재, 에너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정보통신 미디어

제일광학시스템 (401-722) 인천 동구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 20-104

파장가변 레이저, 홀로그램 실험장치, 옵티컬 컴포넌트

캐리마㈜ (153-01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26

디지털 캐리어, 사진 현상기, 기자재, 홈시어터용 기자재

케이제이프리텍 (445-300)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594-1

초정밀 부품, LGP, BLU 제조, 광학, 광픽업 성형, 금형

코리아스펙트랄

프로덕츠㈜

(152-76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 40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코웰 이홀딩스 (421-74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카메라 부품 제조, 카메라 모듈, 광픽업용 프리즘, 광학 렌즈

쿠키혼 (445-861)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40-5

하이스피드 YAG 레이마커, 산업용 레이저

태양광정보통신㈜ (411-81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광점퍼코드, 광케이블, 열수축관, UTP케이블, 광소자 제조

하나기술㈜ (137-1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1-5 3층

레이저 가공기 개발 및 제조, 레이저 용접기 및 절단기

한국광산업진흥회 (500-779) 광주 북구 월출동 971-35

광기술 연구 및 보급, 광산업 육성, 광산업체 정보 제공

한국광학기기협회 (156-819) 서울 동작구 사당3동 218 청보빌딩 4층

레이저응용기기, 반도체 가공기기, 광섬유 및 광케이블(광통신기기)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광계측기기

레이저진단/치료기기, 렌즈, 프리즘, 반가성, 광학유리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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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원

기관명 주소

가야대학교 도서관 (621-748) 경남 김해시 삼계동 60

경동대학교 도서관 (219-705)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91-1

경북대학교 도서관 (702-701)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산대학교 중앙도서관 (712-715)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75

고등광기술연구소 (500-712) 광주 북구 오룡동 1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대신서적 (140-0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관광터미널B1 10-3

대전대학교도서관 (300-716)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동명정보대학교 도서관 (608-740) 부산 남구 용당동 535

동아대학교 도서관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서경대학교 도서관 (136-704) 서울 성북 정릉 4동 16-1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숭실대학교 도서관 (156-743)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

신라대학교 도서관 (617-736)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아주대학교 도서관 (442-74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영남대학교 도서관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41-1

영동대학교 도서관 (370-80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12-1

울산대학교 도서관 (680-749) 경남 울산시 무거동 산 29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인천전문대학 도서관 (402-750) 인천 남구 도화동 235

전주대학교중앙도서관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이트로닉스 통신기술연구원 (153-802)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0 통신기술연구소

㈜판문(A)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판문(B)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판문(C)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특허청 심사 4국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1203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기계연구원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171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435-862)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기관명 주소/취급품목

에이치에프알 (463-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 하나EZ타워 5층

WiFi AP 중계전송장비, 전달망 패킷 장비

우리로광통신㈜ (506-501) 광주 광산구 월전동 1034

광통신개발, 광 소자, 실리카 디바이스, 팬아웃 블록

우양교역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리더스BD 1301

모든 종류의 레이저 및 광학부품, 광통신관련제품, 레이저 응용 시스템 등

위즈옵틱스 (437-801) 경기 의왕시 고천동 240-5 태보빌딩 501 / 광학측정장비

인텍플러스 (305-510) 대전 유성구 탑립동 838

비접촉 삼차원 측정기, 납형상 측정기, 검사기기

전자부품연구원 (463-816)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 전자부품연구원 자료실

부품소재, 에너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정보통신 미디어

제일광학시스템 (401-722) 인천 동구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 20-104

파장가변 레이저, 홀로그램 실험장치, 옵티컬 컴포넌트

캐리마㈜ (153-01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26

디지털 캐리어, 사진 현상기, 기자재, 홈시어터용 기자재

케이제이프리텍 (445-300)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594-1

초정밀 부품, LGP, BLU 제조, 광학, 광픽업 성형, 금형

코리아스펙트랄

프로덕츠㈜

(152-76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 40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코웰 이홀딩스 (421-74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카메라 부품 제조, 카메라 모듈, 광픽업용 프리즘, 광학 렌즈

쿠키혼 (445-861)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40-5

하이스피드 YAG 레이마커, 산업용 레이저

태양광정보통신㈜ (411-81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광점퍼코드, 광케이블, 열수축관, UTP케이블, 광소자 제조

하나기술㈜ (137-1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1-5 3층

레이저 가공기 개발 및 제조, 레이저 용접기 및 절단기

한국광산업진흥회 (500-779) 광주 북구 월출동 971-35

광기술 연구 및 보급, 광산업 육성, 광산업체 정보 제공

한국광학기기협회 (156-819) 서울 동작구 사당3동 218 청보빌딩 4층

레이저응용기기, 반도체 가공기기, 광섬유 및 광케이블(광통신기기)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광계측기기

레이저진단/치료기기, 렌즈, 프리즘, 반가성, 광학유리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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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회장

부회장

이사회

감사평의원회

사무국

편집위원회

국문지

영문지

홍보지

위원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동·하계 조직위원회

포상위원회

광기술혁신상 포상심의위원회

성도광과학상 포상심의위원회

해림광자공학상 포상심의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광학용어심의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수석총무이사

총무이사

수석재무이사

재무이사

수석학술이사

학술이사

수석사업이사

사업이사

수석산학협력이사

산학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대외협력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국문편집이사

영문편집이사

홍보지편집이사

분과회

광과학

광기술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양자전자

포토닉스

바이오포토닉스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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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대학교 (305-350)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6

한남대학교 도서관 (306-791)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121-791)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대구 · 경북 지회 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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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혁, 김경찬

김상연,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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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수, 성기영

손경락, 안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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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F와 비선형 상관기를 이용한 광패턴 인식에 관한 연구”, 정창규, 임종태, 김경태, 박한규(연세대) ······················

················································································································································································· p.130 ~ p.134

“온도변화에 따른 Si의 비선형 광학적 성질”, 이상훈, 이범구(서강대) ······················································· p.135 ~ p.141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은-피리딘계에서의 표면증강 라만산란”, 백문구, 고의관, 고도경,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142 ~ p.148

“Tb3+를 첨가한 Borosilicate 유리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과 Cross-Relaxation”, 김중환(동의대), 문병기, 

오학태, 김학수, 윤수인(부산대), 서효진(부산공업대), 설정식(경남대) ····················································· p.149 ~ p.154

“원적외선 레이저 펌핌용 가변파장 CO2 레이저”, 진윤식, 정기형(서울대), 이헌주(제주대) ················ p.155 ~ p.161

“연속발진 도파형 이산화탄소 레이저의 이득계수 및 포화출력 측정”, 이승걸, 김현태, 박대윤(인하대) ·······················

················································································································································································· p.162 ~ p.168

“고전압 펄스형 전원을 사용한 질소레이저의 자체 선전리 효과”, 이치원(공주전문대), 안근옥(대전기계창), 추한태, 

양준묵(충남대) ···················································································································································· p.169 ~ p.177

“Nd 첨가 광섬유 레이저 제작 및 발진특성”, 이상배, 조재철, 김선호, 김상국, 최상삼(KIST), 김병윤(KAIST), 

김영덕(서강대) ····················································································································································· p.178 ~ p.184

“Balanced CPM(Colliding Pulse Mode-Locked) 링 색소 레이저 제작”, 정영붕, 김동호, 이인원(KRISS) ··············

················································································································································································ p.185 ~ p.190

“Injection-Locking 된 반도체 레이저 광파의 위상 안정성”, 권진혁, 김도훈(영남대), Gregory Schuster, Ja H. 

Lee(NASA) ···························································································································································· p.191 ~ p.197

“짧은 펄스로 구동되는 반도체 발광소자의 파장측정에 관한 연구”, 김경식, 김재창(부산대), 조호성, 홍창희(해양

대) ········································································································································································· p.198 ~ p.203

“He-Ne 레이저 탐사광의 간섭효과를 이용한 Nd:YAG 레이저봉의 온도측정”, 김광석, 공홍진(KAIST), 김덕현, 

김철중(KAERI) ··················································································································································· p.204 ~ p.209

“CO2 레이저 광의 조사조건에 따른 치아의 치수강내 온도상승에 관한 연구”, 고동섭, 박용환, 신상훈, 엄효순, 

김 웅, 이찬영(연세대) ········································································································································· p.210 ~ p.216

“비대칭형 광학계의 유한광선추적”, 홍경희(육사) ······················································································· p.217 ~ p.222 

“광정보처리 기술을 위한 광자물리학”, 김경헌, 곽종훈, 이학규, 황월연, 이일항, 이용탁(ETRI) ········ p.223 ~ p.239

제2권 1호 1991년 3월 30일 발간

“회절무늬를 이용한 미세물체의 특성 측정”, 강기호, 전형욱, 손오영, 오명환(KIST) ··································· p.1 ~ p.6

“층밀리기 간섭계를 이용한 렌즈 굴절률의 비파괴적 측정”, 이윤호, 조현모, 이인원(KRISS) ···················· p.7 ~ p.12

“광섬유와 회절격자를 이용한 1.319 ㎛ 파장 광펄스의 압축”, 이재승, 박희갑, 심창섭(ETRI) ··················· p.13 ~ p.19

“LP11 결모양 빛살거르게를 사용한 LP11 결모양 빛살 광섬유 공진고리 간섭계”, 이현재, 이두희, 서상준(KRISS), 

양진성(KIST) ···························································································································································· p.20 ~ p.25

“되먹임 혼성 광 간섭계에서의 편광 광쌍안정”, 김성규, 유영훈, 임동건(고려대) ··································· p.26 ~ p.30

“The Third-Order Nonlinear Optical Susceptibilities of Long-Chained Organic Molecules”, Chang-Ho 

Cho(Pai-Chai Univ.), Do-Kyeong Ko, Jai-Hyung Lee, Joon-Sung Chang(Seoul National Univ.) · p.31 ~ p.35

“빛의 간섭성 이론”, 김기식(인하대), 이종민(KAERI) ······················································································ p.36 ~ p.49

“광음향 분광학의 광학적 측정”, 최중길(연세대) ······························································································ p.50 ~ p.56

7-1.  ‘한국광학회지’논문 목차

제1권 1호 1990년 3월 30일 발간

“Na 원자의 2광자 공명 3광자 이온화”, 이종훈, 노시표, 김중복, 김기식, 이종민(KAERI) ····························· p.1 ~ p.6

“수은 원자에서의 공명 다광자 이온화 과정의 레이저 강도 의존성”, 한재민, 정도영, 차형기, 김철중, 이종민

(KAERI) ········································································································································································· p.7 ~ p.11

“홀로스펙클 간섭법을 이용한 3차원 변형측정 연구”, 박승옥, 권영하, 유성규(KRISS) ····························· p.12 ~ p.15

“Polarization Properties of Signals in Bi12SiO20 Electrooptic Devices”, K. Kim(KIST) ·························· p.16 ~ p.21

“결합형 모드록킹 극초단 색소레이저의 공진기 길이변화 특성”, 서정철, 정영붕, 김동호(KRISS) ········· p.22 ~ p.27

“방전가열형 구리증기레이저의 개발”, 임창환, 차병헌, 성낙진, 이종민(KAERI) ······································· p.28 ~ p.32

“방전여기 KrF 레이저의 완충가스 영향에 대한 이론 해석”, 최부연, 이주희(경희대) ······························ p.33 ~ p.39

“실리콘 비선형 Fabry-Perot 간섭계를 이용한 광펄스 변조와 축약”, 김달현(KRISS),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 p.40 ~ p.45

“옥소레이저 플라즈마에서 발생된 연 X-선을 이용한 밀착현미경기술”, 최병일, 김동환, 공홍진, 이상수(KAIST) ·····

····················································································································································································· p.46 ~ p.51

“TCSPC에 의한 DODCI의 형광 소멸시간 및 비등방성 측정연구”, 이민영, 김동호(KRISS) ····················· p.52 ~ p.57

“광음향 변조기를 이용한 유체의 방향결정”, 김규욱, 최종운, 원종욱(KRISS) ············································ p.58 ~ p.64

“마더형 플라즈마 집속장치의 제작과 특성”, 김동환, 이상수(KAIST), 조성국(KIST), 김규욱(KRISS), 이민희(인하대) 

···················································································································································································· p.65 ~ p.72

“Spectroscopic Ellipsometry를 이용한 표면 및 박막의 분석”, 김상열(아주대) ······································ p.73 ~ p.86

“극초단 펄스레이저의 분광학 응용”, 김동호(KRISS) ······················································································· p.87 ~ p.97

“레이저를 이용한 재료가공”, 황경현, 이성국(기계연) ··················································································· p.98 ~ p.106

“의료용 Laser”, 김덕원(연세대) ························································································································ p.107 ~ p.114

제1권 2호 1990년 9월 30일 발간

“Michelson 간섭계형 광섬유 간섭센서 어레이”, 양진성, 김명욱, 이상배, 조재철, 최상삼(KIST) ········ p.125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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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F와 비선형 상관기를 이용한 광패턴 인식에 관한 연구”, 정창규, 임종태, 김경태, 박한규(연세대) ······················

················································································································································································· p.130 ~ p.134

“온도변화에 따른 Si의 비선형 광학적 성질”, 이상훈, 이범구(서강대) ······················································· p.135 ~ p.141

“장거리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은-피리딘계에서의 표면증강 라만산란”, 백문구, 고의관, 고도경,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142 ~ p.148

“Tb3+를 첨가한 Borosilicate 유리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과 Cross-Relaxation”, 김중환(동의대), 문병기, 

오학태, 김학수, 윤수인(부산대), 서효진(부산공업대), 설정식(경남대) ····················································· p.149 ~ p.154

“원적외선 레이저 펌핌용 가변파장 CO2 레이저”, 진윤식, 정기형(서울대), 이헌주(제주대) ················ p.155 ~ p.161

“연속발진 도파형 이산화탄소 레이저의 이득계수 및 포화출력 측정”, 이승걸, 김현태, 박대윤(인하대) ·······················

················································································································································································· p.162 ~ p.168

“고전압 펄스형 전원을 사용한 질소레이저의 자체 선전리 효과”, 이치원(공주전문대), 안근옥(대전기계창), 추한태, 

양준묵(충남대) ···················································································································································· p.169 ~ p.177

“Nd 첨가 광섬유 레이저 제작 및 발진특성”, 이상배, 조재철, 김선호, 김상국, 최상삼(KIST), 김병윤(KAIST), 

김영덕(서강대) ····················································································································································· p.178 ~ p.184

“Balanced CPM(Colliding Pulse Mode-Locked) 링 색소 레이저 제작”, 정영붕, 김동호, 이인원(KRISS) ··············

················································································································································································ p.185 ~ p.190

“Injection-Locking 된 반도체 레이저 광파의 위상 안정성”, 권진혁, 김도훈(영남대), Gregory Schuster, Ja H. 

Lee(NASA) ···························································································································································· p.191 ~ p.197

“짧은 펄스로 구동되는 반도체 발광소자의 파장측정에 관한 연구”, 김경식, 김재창(부산대), 조호성, 홍창희(해양

대) ········································································································································································· p.198 ~ p.203

“He-Ne 레이저 탐사광의 간섭효과를 이용한 Nd:YAG 레이저봉의 온도측정”, 김광석, 공홍진(KAIST), 김덕현, 

김철중(KAERI) ··················································································································································· p.204 ~ p.209

“CO2 레이저 광의 조사조건에 따른 치아의 치수강내 온도상승에 관한 연구”, 고동섭, 박용환, 신상훈, 엄효순, 

김 웅, 이찬영(연세대) ········································································································································· p.210 ~ p.216

“비대칭형 광학계의 유한광선추적”, 홍경희(육사) ······················································································· p.217 ~ p.222 

“광정보처리 기술을 위한 광자물리학”, 김경헌, 곽종훈, 이학규, 황월연, 이일항, 이용탁(ETRI) ········ p.223 ~ p.239

제2권 1호 1991년 3월 30일 발간

“회절무늬를 이용한 미세물체의 특성 측정”, 강기호, 전형욱, 손오영, 오명환(KIST) ··································· p.1 ~ p.6

“층밀리기 간섭계를 이용한 렌즈 굴절률의 비파괴적 측정”, 이윤호, 조현모, 이인원(KRISS) ···················· p.7 ~ p.12

“광섬유와 회절격자를 이용한 1.319 ㎛ 파장 광펄스의 압축”, 이재승, 박희갑, 심창섭(ETRI) ··················· p.13 ~ p.19

“LP11 결모양 빛살거르게를 사용한 LP11 결모양 빛살 광섬유 공진고리 간섭계”, 이현재, 이두희, 서상준(KRISS), 

양진성(KIST) ···························································································································································· p.20 ~ p.25

“되먹임 혼성 광 간섭계에서의 편광 광쌍안정”, 김성규, 유영훈, 임동건(고려대) ··································· p.26 ~ p.30

“The Third-Order Nonlinear Optical Susceptibilities of Long-Chained Organic Molecules”, Chang-Ho 

Cho(Pai-Chai Univ.), Do-Kyeong Ko, Jai-Hyung Lee, Joon-Sung Chang(Seoul National Univ.) · p.31 ~ p.35

“빛의 간섭성 이론”, 김기식(인하대), 이종민(KAERI) ······················································································ p.36 ~ p.49

“광음향 분광학의 광학적 측정”, 최중길(연세대) ······························································································ p.50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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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1호 1990년 3월 30일 발간

“Na 원자의 2광자 공명 3광자 이온화”, 이종훈, 노시표, 김중복, 김기식, 이종민(KAERI) ····························· p.1 ~ p.6

“수은 원자에서의 공명 다광자 이온화 과정의 레이저 강도 의존성”, 한재민, 정도영, 차형기, 김철중, 이종민

(KAERI) ········································································································································································· p.7 ~ p.11

“홀로스펙클 간섭법을 이용한 3차원 변형측정 연구”, 박승옥, 권영하, 유성규(KRISS) ····························· p.12 ~ p.15

“Polarization Properties of Signals in Bi12SiO20 Electrooptic Devices”, K. Kim(KIST) ·························· p.16 ~ p.21

“결합형 모드록킹 극초단 색소레이저의 공진기 길이변화 특성”, 서정철, 정영붕, 김동호(KRISS) ········· p.22 ~ p.27

“방전가열형 구리증기레이저의 개발”, 임창환, 차병헌, 성낙진, 이종민(KAERI) ······································· p.28 ~ p.32

“방전여기 KrF 레이저의 완충가스 영향에 대한 이론 해석”, 최부연, 이주희(경희대) ······························ p.33 ~ p.39

“실리콘 비선형 Fabry-Perot 간섭계를 이용한 광펄스 변조와 축약”, 김달현(KRISS),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 p.40 ~ p.45

“옥소레이저 플라즈마에서 발생된 연 X-선을 이용한 밀착현미경기술”, 최병일, 김동환, 공홍진, 이상수(KAIST) ·····

····················································································································································································· p.46 ~ p.51

“TCSPC에 의한 DODCI의 형광 소멸시간 및 비등방성 측정연구”, 이민영, 김동호(KRISS) ····················· p.52 ~ p.57

“광음향 변조기를 이용한 유체의 방향결정”, 김규욱, 최종운, 원종욱(KRISS) ············································ p.58 ~ p.64

“마더형 플라즈마 집속장치의 제작과 특성”, 김동환, 이상수(KAIST), 조성국(KIST), 김규욱(KRISS), 이민희(인하대) 

···················································································································································································· p.65 ~ p.72

“Spectroscopic Ellipsometry를 이용한 표면 및 박막의 분석”, 김상열(아주대) ······································ p.73 ~ p.86

“극초단 펄스레이저의 분광학 응용”, 김동호(KRISS) ······················································································· p.87 ~ p.97

“레이저를 이용한 재료가공”, 황경현, 이성국(기계연) ··················································································· p.98 ~ p.106

“의료용 Laser”, 김덕원(연세대) ························································································································ p.107 ~ p.114

제1권 2호 1990년 9월 30일 발간

“Michelson 간섭계형 광섬유 간섭센서 어레이”, 양진성, 김명욱, 이상배, 조재철, 최상삼(KIST) ········ p.125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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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흡수 분광학 측정장치 구성 및 DDI의 순간흡수율 변화 측정”, 서정철, 이민영, 김동호(KRISS), 정홍식, 박승

한, 김 웅(연세대) ················································································································································ p.209 ~ p.213

“공명형광과 레이저광과의 4차 간섭”, 김태수, 홍순철, 나상균, 김갑진(울산대) ····································· p.214 ~ p.218

“광음향학적 방법에 의한 얇은 금속판의 열물성 측정”, 김석원(KRISS) ················································· p.219 ~ p.226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HF Chemical Laser System with a Selected Fluoride Molecule”, Myung-A, You, 

Ung-In Cho(Yonsei Univ.), Sung-Ho Kim(Seonam Univ.) ····································································· p.227 ~ p.232

“표면광 마이크로레이저 및 능동형 광학 연산소자의 특성”, 이용희(KAIST) ·········································· p.233 ~ p.241

“광연결과 계산을 위한 반도체 소자”, 김성준(서울대) ················································································ p.242 ~ p.251

제3권 1호 1992년 3월 30일 발간

“포락선 방법을 이용한 흡수가 작은 박막의 광학 상수 및 두께 결정”, 황보창권, 진권휘, 박대윤, 이민희(인하대) ·····

························································································································································································ p.1 ~ p.10

“집적 거울 Etalon의 선폭과 피크 투과율”, 정종술,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1 ~ p.15

“회절격자와 층밀리기 간섭기술을 이용한 렌즈 굴절률 측정”,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 p.16 ~ p.19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파면위상의 복구”, 남기봉(한림대) ··········································································· p.20 ~ p.26

“단일모드 헬륨네온레이저를 사용한 초공진기(Super-Cavity)의 주파수 변조 분광연구”, 서호성, 윤태현, 조재흥, 

정명세(KRISS), 류갑열, 김영덕(서강대), 최옥식(영남대) ··············································································· p.27 ~ p.36

“Nd:YLF 레이저 펄스의 재생식 증폭”, 김달우(산과연), M.Saeed, L. F. DiMauro(BNL) ························· p.37 ~ p.42

“마이크로파 자유전자 레이저의 제작 및 동작특성 연구”, 이관철, 정기형(서울대) ·································· p.43 ~ p.49

“전해질 용액내의 실리콘 단결정 표면에서 레이저로 유기되는 구리 침착”, 유지영, 안창남, 이상수(KA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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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변조기용 미세광학소자의 설계”, 홍경희(육사) ·············································································· p.217 ~ p.221

“Ar+ 레이저로 펌핑되는 Nd:Glass 레이저의 발진특성”, 이종무, 강응철, 남창희(KAIST) ·················· p.222 ~ p.226

“분할디스크형 글라스레이저 증폭기의 온도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태(청주대) ··························· p.227 ~ p.233

“13.56 MHz 로 여기되는 도파관 CO2 레이저의 동작특성 및 Xe 첨가효과”, 김영식, 권혁상, 신교철, 백찬기, 김윤

명, 박재환(단국대) ············································································································································· p.234 ~ p.238

“비선형 광신호의 간섭현상 연구”, 이은성, 한재원, 박승남, 이충희(KRISS) ·········································· p.239 ~ p.243

“열광학 효과를 이용한 Si3N4-SiO2 도파로 가변 브래그필터”, 이형종, 정환재(전남대) ····················· p.244 ~ p.251

“액상결정성장에 의한 InGaAsP/InP MQW-LD 제작에 관한 연구”, 조호성, 홍창희, 오종환(한국해기연수

원), 예병덕(한국해양대), 이중기(ETRI) ·········································································································· p.252 ~ p.257

“Si을 기판으로한 P2O5-SiO2 광도파로의 제작 및 손실측정”, 이형종, 임기건, 정창섭, 정환재, 김진승(전남대) ·····

·············································································································································································· p.258 ~ p.265

“CARS를 이용한 화염내부 온도분포 측정연구”, 한재원, 박승남, 이은성, 이충희(KRISS), 강경태, 정석호(서울대) ···

················································································································································································ p.266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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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촉침 방법을 이용한 피코초 순간 흡광 속도분광기 제작”, 장두전, 류기석(서울대), 정영붕(KRISS) ··················

················································································································································································ p.347 ~ p.353

“Temperature Limitation for Safe Operation in a Slab Laser Glass Set by Thermal Fracture”, Byung-Tai 

Kim(Chongju Univ.) ··········································································································································· p.354 ~ p.361

제4권 4호 1993년 12월 30일 발간

“직교화와 SVD를 도입한 광학설계의 최적화기법에 대한 연구”, 김기태, 이종웅(청주대) ·················· p.363 ~ p.372

“모든 3차 수차와 5차 구면수차를 제거하여 얻은 극자외선 리소그라피용 5-반사광학계”, 이동희, 공홍진, 이상수

(KAIST) ································································································································································ p.373 ~ p.380

“광학설계제원으로부터의 OTF 수치계산 S/W 개발”, 이종웅(청주대), 홍경희(육사) ·························· p.381 ~ p.389

“엄밀한 광선추적법에 의한 푸리에 변환 Holographic Kinoform 의 분석”, 조두진, 고근하, 원영희(아주대) ···············

··············································································································································································· p.390 ~ p.396

“위상변이간섭법에서 기준위상 결정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한건수, 김승우(KAIST) ········· p.397 ~ p.402

“광 Disc에서 Bump(pit)의 형태가 재생신호에 미치는 영향”, 정창섭(전남대), H. H. Hopkins(Reading Univ.) ·········

················································································································································································ p.403 ~ p.410

“Cr 박막의 이온빔 보조 증착”, 유광림, 황보창권(인하대) ··········································································· p.411 ~ p.419

“유전체 박막 거울 내장형 광섬유 결합기”, 신종덕(ETRI) ········································································· p.420 ~ p.427

“비 Gaussian 빛에 의한 자체집광을 이용한 χ(3) 측정”, 이범구(서강대) ·············································· p.428 ~ p.433

“단일 통과 라만레이저의 집속 조건에 따른 출력 특성”, 고춘수,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34 ~ p.441

“에너지 전환 방식에 의한 섬광관 펌핑 Ti3+:Sapphire 레이저의 발진특성”, 김희경, 이민희(인하대) ························

··············································································································································································· p.442 ~ p.446

“XeCl 엑시머 레이저에서의 Pulse Stretching 효과”, 주홍, 김동환, 이수만, 전영민, 최상삼(KIST), 박대윤(인하대) ··

················································································································································································ p.447 ~ p.451

“광자쌍을 이용한 광검출기의 양자효율 절대측정”, 안경진, 김희상, 홍정기(포항공대), 하양, 박정권, 신종태, 김태

수(울산대) ··························································································································································· p.452 ~ p.456

“CARS에서 배경신호의 제거에 의한 분광선회복”, 이은성, 한재원(KRISS) ··········································· p.457 ~ p.463

“Self-Organized Dynamics of Photoinduced Phase Grating Formation in Optical Fibers”, Sunghyuck 

An(Ajou Univ.) ·················································································································································· p.464 ~ p.473

“Co-Fe-B 자왜변환기를 이용한 간섭계형 광섬유 자계센서의 동작특성”, 이경식, 윤병호, 이유섭, 문용수, 서수정

(성균관대) ···························································································································································· p.474 ~ p.479

“광섬유 레이저 센서”, 김향균, 김승관, 김호영, 김병윤(KAIST) ································································ p.480 ~ p.486

“편광유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제작 및 특성 측정”, 전민용, 정호진, 고연완, 김병윤(KAIST) ·········· p.487 ~ p.492

“횡자장하에서 633 nm He-Ne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엄태봉, 박진원, 정명세(KRISS), 양준묵(충남대) ··············

··············································································································································································· p.493 ~ p.495

“레이저 반점 계측법의 원리와 응용: I. 레이저 반점 간섭계측법”, 김진승(전북대) ······························· p.496 ~ p.501

제5권 1호 1994년 3월 30일 발간

“모든 3차 수차를 영으로 하고 Central Obscuration이 최소화된 극자외선 리소그라피용 5-반사광학계”, 이동희, 

이상수(KAIST) ······························································································································································ p.1 ~ p.8

“Optogalvanic 효과를 이용한 펄스형 파장가변 레이저의 파장측정”, 정의창, 정도영, 이종훈, 노시표, 이용주, 차형

기, 이종민(KAERI) ··············································································································································· p.181 ~ p.187

“루비듐-87 원자 D2 전이선에 대한 광펌핑 포화분광”, 이호성(KRISS), 박상언, 조혁(충남대), 박종대(배재대) ·······

················································································································································································· p.188 ~ p.194

“에너지 전환에 의한 동축 섬광관 펌핑 Rhodamine 6G 색소 레이저의 출력 증가”, 장원권, 이민희, 박대윤(인하대) 

················································································································································································· p.195 ~ p.199

“LiIO2 및 BBO 결정을 이용한 Ti:Sapphire 레이저의 제2조화파 발생”, 오차환, 추한태, 윤태현, 안준석, 박윤찬

(KRISS), 김상기, 김필수(한양대) ···················································································································· p.200 ~ p.205

“고리형 Enhancement Cavity를 이용한 저출력 반도체 레이저의 제2조화파 발생”, 오차환, 김상기, 안준석, 박윤

찬(KRISS), 김필수(한양대) ······································································································································· p.206 ~ p.211

“광대역 CARS를 이용한 불꽃 내부의 CO 농도 측정”, 한재원, 박승남, 이은성, 이충희(KRISS), 정석호, 강경태 

(서울대), 최창렬, 허용덕(단국대) ······················································································································ p.212 ~ p.219

“Phosphate 유리에 첨가된 Rhodium 이온의 에너지 준위”, 권택용, 오학태, 윤수인(부산대), 문병기, 김선일(부산

공업대) ································································································································································· p.220 ~ p.225

“광대역 CARS 분광기의 제작과 온도 측정의 정확도 분석”, 박승남, 한재원, 이은성, 이충희(KRISS) ·······················

················································································································································································ p.226 ~ p.232

“광학적 슈뢰딩거의 고양이: 광학에서의 양자 중첩 상태”, 김명식(서강대) ··········································· p.233 ~ p.241

제4권 3호 1993년 9월 30일 발간

“Aplanat 조건과 Achromat 조건의 Gauss 괄호 표현과 Telephoto형 망원경 대물렌즈의 설계”, 임천석, 조영민, 

김종태, 이상수(KAIST) ································································································································· p.243 ~ p.251

“모든 3차 수차를 제거하여 얻은 극자외선 Lithography용 4-반사경 Holosymmetric System(배율=1)”, 조영민, 

이상수(KAIST) ···················································································································································· p.252 ~ p.259

“TiO2 박막의 두께에 따른 실시간 스트레스 측정에 관한 연구”, 한성홍, 김석원(울산대), H. Angus Macleod(Univ. 

of Arizona) ··························································································································································· p.260 ~ p.265

“LPCVD P2O5-SiO2 집적광학박막의 제작 및 특성연구(1)-TEOS와 TMPite의 LPCVD”, 정환재, 이형종, 임기건, 

전은숙, 정이선, 김진승(전북대), 양순철(목포대) ························································································· p.266 ~ p.275

“홀로그래픽 반사형 필터의 중심파장과 대역폭의 조절방법”, 정만호, 한영수(KRISS), 유연석(청주대) ·····················

··············································································································································································· p.276 ~ p.280

“고출력 색소 레이저의 다단 증폭 시스템의 최적설계에 관한 수치해석”, 고도경, 김성호, 이병철, 김중복, 이종민

(KAERI), 임권, 조재흥, 장수(한남대) ·············································································································· p.281 ~ p.288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핑되는 Nd:YLF 레이저의 발진 특성”, 강응철, 이종무, 남창희(KAIST) ··········· p.289 ~ p.293

“표면광 마이크로 레이저를 이용한 능동형 광 논리 소자의 동작 특성”, 유지영, 신재헌, 이용희(KAIST), 송종인 ·······

··············································································································································································· p.294 ~ p.300

“연속 파장 가변시 현상론적인 비선형 이득 포화 효과가 다전극 DBR 레이저의 변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석, 

박노헌, 박홍이(연세대), 최원준, 한일기, 이정일, 강광남(KIST) ······························································· p.301 ~ p.308

“반원형 단면을 갖는 광도파로의 고유모우드의 벡터해”, 양순철(목포대), 이형종, 김한수(전남대) ··· p.309 ~ p.316

“특성행렬을 이용한 비선형 집적거울 Etalon의 해석”, 김덕봉,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317 ~ p.322

“빔세기에 따른 Fe:LiNbO3 결정의 회절효율”, 정태혁, 강기형, 정석문,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323 ~ p.329

“비선형 Loop Mirror 방식을 이용한 ‘8’자 고리형 Erbium 광섬유 레이저의 수동형 모드 록킹”, 박희갑(전북대), 

박경현, 이상수, 주무정, 심창섭(ETRI), 김병윤(KAIST) ··············································································· p.330 ~ p.337

“Rhodamine 6G 분자의 회전 확산-알코올 용매에서의 유전 마찰 효과”, 고동섭(목원대) ·············· p.338 ~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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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촉침 방법을 이용한 피코초 순간 흡광 속도분광기 제작”, 장두전, 류기석(서울대), 정영붕(KRISS) ··················

················································································································································································ p.347 ~ p.353

“Temperature Limitation for Safe Operation in a Slab Laser Glass Set by Thermal Fracture”, Byung-Tai 

Kim(Chongju Univ.) ··········································································································································· p.354 ~ p.361

제4권 4호 1993년 12월 30일 발간

“직교화와 SVD를 도입한 광학설계의 최적화기법에 대한 연구”, 김기태, 이종웅(청주대) ·················· p.363 ~ p.372

“모든 3차 수차와 5차 구면수차를 제거하여 얻은 극자외선 리소그라피용 5-반사광학계”, 이동희, 공홍진, 이상수

(KAIST) ································································································································································ p.373 ~ p.380

“광학설계제원으로부터의 OTF 수치계산 S/W 개발”, 이종웅(청주대), 홍경희(육사) ·························· p.381 ~ p.389

“엄밀한 광선추적법에 의한 푸리에 변환 Holographic Kinoform 의 분석”, 조두진, 고근하, 원영희(아주대) ···············

··············································································································································································· p.390 ~ p.396

“위상변이간섭법에서 기준위상 결정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한건수, 김승우(KAIST) ········· p.397 ~ p.402

“광 Disc에서 Bump(pit)의 형태가 재생신호에 미치는 영향”, 정창섭(전남대), H. H. Hopkins(Reading Univ.) ·········

················································································································································································ p.403 ~ p.410

“Cr 박막의 이온빔 보조 증착”, 유광림, 황보창권(인하대) ··········································································· p.411 ~ p.419

“유전체 박막 거울 내장형 광섬유 결합기”, 신종덕(ETRI) ········································································· p.420 ~ p.427

“비 Gaussian 빛에 의한 자체집광을 이용한 χ(3) 측정”, 이범구(서강대) ·············································· p.428 ~ p.433

“단일 통과 라만레이저의 집속 조건에 따른 출력 특성”, 고춘수,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34 ~ p.441

“에너지 전환 방식에 의한 섬광관 펌핑 Ti3+:Sapphire 레이저의 발진특성”, 김희경, 이민희(인하대) ························

··············································································································································································· p.442 ~ p.446

“XeCl 엑시머 레이저에서의 Pulse Stretching 효과”, 주홍, 김동환, 이수만, 전영민, 최상삼(KIST), 박대윤(인하대) ··

················································································································································································ p.447 ~ p.451

“광자쌍을 이용한 광검출기의 양자효율 절대측정”, 안경진, 김희상, 홍정기(포항공대), 하양, 박정권, 신종태, 김태

수(울산대) ··························································································································································· p.452 ~ p.456

“CARS에서 배경신호의 제거에 의한 분광선회복”, 이은성, 한재원(KRISS) ··········································· p.457 ~ p.463

“Self-Organized Dynamics of Photoinduced Phase Grating Formation in Optical Fibers”, Sunghyuck 

An(Ajou Univ.) ·················································································································································· p.464 ~ p.473

“Co-Fe-B 자왜변환기를 이용한 간섭계형 광섬유 자계센서의 동작특성”, 이경식, 윤병호, 이유섭, 문용수, 서수정

(성균관대) ···························································································································································· p.474 ~ p.479

“광섬유 레이저 센서”, 김향균, 김승관, 김호영, 김병윤(KAIST) ································································ p.480 ~ p.486

“편광유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제작 및 특성 측정”, 전민용, 정호진, 고연완, 김병윤(KAIST) ·········· p.487 ~ p.492

“횡자장하에서 633 nm He-Ne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엄태봉, 박진원, 정명세(KRISS), 양준묵(충남대) ··············

··············································································································································································· p.493 ~ p.495

“레이저 반점 계측법의 원리와 응용: I. 레이저 반점 간섭계측법”, 김진승(전북대) ······························· p.496 ~ p.501

제5권 1호 1994년 3월 30일 발간

“모든 3차 수차를 영으로 하고 Central Obscuration이 최소화된 극자외선 리소그라피용 5-반사광학계”, 이동희, 

이상수(KAIST) ······························································································································································ p.1 ~ p.8

“Optogalvanic 효과를 이용한 펄스형 파장가변 레이저의 파장측정”, 정의창, 정도영, 이종훈, 노시표, 이용주, 차형

기, 이종민(KAERI) ··············································································································································· p.181 ~ p.187

“루비듐-87 원자 D2 전이선에 대한 광펌핑 포화분광”, 이호성(KRISS), 박상언, 조혁(충남대), 박종대(배재대) ·······

················································································································································································· p.188 ~ p.194

“에너지 전환에 의한 동축 섬광관 펌핑 Rhodamine 6G 색소 레이저의 출력 증가”, 장원권, 이민희, 박대윤(인하대) 

················································································································································································· p.195 ~ p.199

“LiIO2 및 BBO 결정을 이용한 Ti:Sapphire 레이저의 제2조화파 발생”, 오차환, 추한태, 윤태현, 안준석, 박윤찬

(KRISS), 김상기, 김필수(한양대) ···················································································································· p.200 ~ p.205

“고리형 Enhancement Cavity를 이용한 저출력 반도체 레이저의 제2조화파 발생”, 오차환, 김상기, 안준석, 박윤

찬(KRISS), 김필수(한양대) ······································································································································· p.206 ~ p.211

“광대역 CARS를 이용한 불꽃 내부의 CO 농도 측정”, 한재원, 박승남, 이은성, 이충희(KRISS), 정석호, 강경태 

(서울대), 최창렬, 허용덕(단국대) ······················································································································ p.212 ~ p.219

“Phosphate 유리에 첨가된 Rhodium 이온의 에너지 준위”, 권택용, 오학태, 윤수인(부산대), 문병기, 김선일(부산

공업대) ································································································································································· p.220 ~ p.225

“광대역 CARS 분광기의 제작과 온도 측정의 정확도 분석”, 박승남, 한재원, 이은성, 이충희(KRISS) ·······················

················································································································································································ p.226 ~ p.232

“광학적 슈뢰딩거의 고양이: 광학에서의 양자 중첩 상태”, 김명식(서강대) ··········································· p.233 ~ p.241

제4권 3호 1993년 9월 30일 발간

“Aplanat 조건과 Achromat 조건의 Gauss 괄호 표현과 Telephoto형 망원경 대물렌즈의 설계”, 임천석, 조영민, 

김종태, 이상수(KAIST) ································································································································· p.243 ~ p.251

“모든 3차 수차를 제거하여 얻은 극자외선 Lithography용 4-반사경 Holosymmetric System(배율=1)”, 조영민, 

이상수(KAIST) ···················································································································································· p.252 ~ p.259

“TiO2 박막의 두께에 따른 실시간 스트레스 측정에 관한 연구”, 한성홍, 김석원(울산대), H. Angus Macleod(Univ. 

of Arizona) ··························································································································································· p.260 ~ p.265

“LPCVD P2O5-SiO2 집적광학박막의 제작 및 특성연구(1)-TEOS와 TMPite의 LPCVD”, 정환재, 이형종, 임기건, 

전은숙, 정이선, 김진승(전북대), 양순철(목포대) ························································································· p.266 ~ p.275

“홀로그래픽 반사형 필터의 중심파장과 대역폭의 조절방법”, 정만호, 한영수(KRISS), 유연석(청주대) ·····················

··············································································································································································· p.276 ~ p.280

“고출력 색소 레이저의 다단 증폭 시스템의 최적설계에 관한 수치해석”, 고도경, 김성호, 이병철, 김중복, 이종민

(KAERI), 임권, 조재흥, 장수(한남대) ·············································································································· p.281 ~ p.288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핑되는 Nd:YLF 레이저의 발진 특성”, 강응철, 이종무, 남창희(KAIST) ··········· p.289 ~ p.293

“표면광 마이크로 레이저를 이용한 능동형 광 논리 소자의 동작 특성”, 유지영, 신재헌, 이용희(KAIST), 송종인 ·······

··············································································································································································· p.294 ~ p.300

“연속 파장 가변시 현상론적인 비선형 이득 포화 효과가 다전극 DBR 레이저의 변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석, 

박노헌, 박홍이(연세대), 최원준, 한일기, 이정일, 강광남(KIST) ······························································· p.301 ~ p.308

“반원형 단면을 갖는 광도파로의 고유모우드의 벡터해”, 양순철(목포대), 이형종, 김한수(전남대) ··· p.309 ~ p.316

“특성행렬을 이용한 비선형 집적거울 Etalon의 해석”, 김덕봉,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317 ~ p.322

“빔세기에 따른 Fe:LiNbO3 결정의 회절효율”, 정태혁, 강기형, 정석문,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323 ~ p.329

“비선형 Loop Mirror 방식을 이용한 ‘8’자 고리형 Erbium 광섬유 레이저의 수동형 모드 록킹”, 박희갑(전북대), 

박경현, 이상수, 주무정, 심창섭(ETRI), 김병윤(KAIST) ··············································································· p.330 ~ p.337

“Rhodamine 6G 분자의 회전 확산-알코올 용매에서의 유전 마찰 효과”, 고동섭(목원대) ·············· p.338 ~ p.346

5363부•부록 537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레이저 반점 계측법의 원리와 응용 II: 레이저 반점 사진계측법”, 김진승(전북대) ································ p.182 ~ p.188

제5권 2호 1994년 6월 30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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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가수분해 증착에 의한 Ti-Doped BSG 도파박막의 제작”, 전영윤, 이용태, 전은숙, 정석종, 이형종(전남대) ·····

··············································································································································································· p.499 ~ p.504

제6권 1호 1995년 3월 30일 발간

“열상장비용 줌무초점망원경 설계”, 홍경희, 김창우(육사) ·················································································· p.1 ~ p.7

“실시간 렌즈 성능평가장치 설계 및 제작”,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홍경희(육사), 이환규(부원광학) ············

······················································································································································································· p.8 ~ p.15

“파장가변 Ti:Sapphire 레이저의 협대역 특성”, 이용우, 이주희(경희대), Sergey Nikolaevich Sergeev(GPI) ·········

···················································································································································································· p.16 ~ p.20

“회전 다면경을 이용한 도파관 CO2 레이저의 Q-스위칭”, 최종운, 김용평(KRISS), 강응철, 김재기(국과연) ···············

····················································································································································································· p.21 ~ p.25

“Kerr Cell을 이용한 옥소 레이저의 펄스폭 단축과 압축된 펄스의 증폭”, 조성호, 조민식, 최병일, 남창희(KAIST), M. 

R. Motchalov(RFNC) ········································································································································· p.26 ~ p.32

“Ce3+:YAlO3 단결정의 5d 상태 흡수 및비발광 천이”, 김지병, 임기수(충북대), 이건준, 김동호(KRISS), 한재민

(KAERI) ····································································································································································· p.33 ~ p.38

“알칼리 금속 이온에서의 고차고조파발생에 대한 수치해석”, 김규욱, 김용평(KRISS) ···························· p.39 ~ p.44

“PVP/C2H5OH와 PEG/H2O 혼합 용액에 위치한 Rhodamine 6G 분자의 회전 재배열 운동”, 고동섭(목원대), 전계

진, 엄효순, 남기중, 김현수, 김 웅(연세대) ········································································································ p.45 ~ p.49

“브릴루앙 산란 실험을 이용한 이온빔 보조 증착법의 Cr 박막의 탄성특성”, 이석목, 황보창권, 최동철(인하대), 

John R. Dutcher(Univ. of Guelph) ··················································································································· p.50 ~ p.55

“펄스형 고반복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측정”, 최영수, 박용찬, 강응철(국과연) ············································ p.56 ~ p.61

“디지털 호모다인 검출방식을 이용한 간섭형 광섬유센서의 신호처리”, 예윤해(경희대) ························· p.62 ~ p.69

“Erbium 첨가 광섬유 증폭기형 광원을 이용한 광섬유 Gyroscope”, 박희갑(전북대), 김병윤(KAIST) ·· p.70 ~ p.75

“반도체의 분광학”, 유성규, 추장희, 김동호(KRISS), 박승한(연세대), 이종현(경북대) ····························· p.76 ~ p.90

제6권 2호 1995년 6월 30일 발간

“3종의 3차수차가 보정된 3구면 경계”, 오승경, 이종웅(청주대), 권우근(국과연), 홍경희(육사) ·········· p.93 ~ p.100

“Defous에 따른 Bessel Beam의 회절 특성”, 박성종, 최기준, 박민경, 김재범, 심상현, 정창섭(전남대) ·····················

················································································································································································· p.101 ~ p.107

“고효율 스폿 배열 발생을 위한 줄무늬형 2차원 회절격자”, 이득주, 윤병호, 김남(충북대), 서호형(ETRI) ··················

················································································································································································· p.108 ~ p.114

“양방향으로 발진하는 일체형 Nd:YAG 고리레이저에서의 출력변조현상”, 홍정미, 손승현, 송홍주, 길상근, 이재철

(고등연) ··································································································································································· p.115 ~ p.121

“질소레이저의 제작과 질소기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출력특성 연구”, 양준묵, 김원호, 김기덕(충남대), 이치원(공주

전문대), 추한태(금오공대) ································································································································ p.122 ~ p.129

“Cavity-Dumping형 Nd:Glass laser의 제작 및 특성 조사”, 차용호, 강응철, 남창희(KAIST) ············ p.130 ~ p.134

“연속 파장 가변시 현상론적인 비선형 이득포화효과가 다전극 DBR 레이저의 잡음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석, 

최원준, 한일기, 김회종, 우덕하, 김선호, 이정일, 강광남(KIST), 박홍이(연세대) ····································· p.135 ~ p.141

“Nonlinear Amplifying Loop Mirror를 사용하여 모우드 록킹된 Erbium 첨가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솔리톤 

펄스”, 박희갑, 임경아(전북대) ·························································································································· p.142 ~ p.147

제5권 3호 1994년 9월 30일 발간

“광결상계의 초분해능”, 조영민, 김종태(부산공업대), 이상수(KAIST) ····················································· p.349 ~ p.355

“Zoom 접안경에 대한 광설계”, 임천석, 이상수(KAIST), 박충선, 김재순(한국광학기술개발) ············· p.356 ~ p.363

“CCD를 이용한 미세렌즈의 MTF 측정”,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박태호, 윤성균, 서형원(삼성코닝) ·············

················································································································································································ p.364 ~ p.371

“홀로그램의 비점수차 특성을 이용한 무지개 홀로그램 연구”, 홍석경, 백성훈, 김철중(KAERI) ········ p.372 ~ p.378

“ESPI 입사광의 기하구조에 따른 Sensitivity Vector 분석”, 홍석경, 백성훈, 조재완, 김철중(KAERI) ··························

················································································································································································ p.379 ~ p.385

“횡방향 전자빔여기 XeCl 엑시머 레이저의 출력특성”,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김용평(KRISS) ····· p.386 ~ p.393

“외부 광귀환이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혼독특성”, 양동석, 한영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p.394 ~ p.403

“액정표시소자에서 화면의 명암대비와 밝기를 극대화하는 기본조건: I. 단색광의 경우”, 노봉규, 김규석, 김진승 

(전북대) ································································································································································ p.404 ~ p.410

“액정셀의 전기광학적 편광투과특성을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최절설계: I. 단색광의 경우”, 노봉규, 김규석, 김진

승(전북대) ····························································································································································· p.411 ~ p.417

“2.5 Gbps 광통신용 저 Chirping MQW-PBH-DFB-LD의 제작”, 장동훈, 이중기, 조호성, 김정수, 박경현, 김홍만, 

박형무(ETRI) ························································································································································ p.418 ~ p.422

“2.5 Gbps 광통신용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DFB-LD) 모듈 제작 및 광송신 실험”, 박경현, 강승구, 

송민규, 이중기, 조호성, 장동훈, 박찬용, 김정수, 김홍만, 박형무, 한정희, 심창섭(ETRI) ···················· p.423 ~ p.430

“자동시준형 분광굴절률 측정장치”,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 p.431 ~ p.436

제5권 4호 1994년 12월 30일 발간

“표면양각회절격자에 대한 엄밀한 3차원벡터 결합파 해석의 고유값문제”, 조두진(아주대) ·············· p.439 ~ p.444

“Fourier 분석법에 의한 레이저 출력 광속의 위상파면 분석에 관한 연구”, 최승호, 박대윤, 이승걸(인하대) ···············

················································································································································································ p.445 ~ p.452

“Calculation of Gaussian-Wavefront Variations Induced by a Photorefrac-Tive Grating with non-90 Phase 

Shift”, Yeon Ho Lee(Sung Kyun Kwan Univ.) ····························································································· p.453 ~ p.456

“XeCl 레이저 증폭기의 활성기체 압력에 따른 포화 에너지 밀도와 소신호 이득계수 측정”, 김규욱, 김용평(KRISS) 

················································································································································································ p.457 ~ p.460

“레이놀드 수에 따른 색소 젯트(jet)의 특성 및 색소레이저의 출력변화”, 김성호, 고도경, 이종민(KAERI), 임 권, 

조재흥, 장수(한남대) ·················································································································································· p.461 ~ p.465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자체모드록킹에 의한 극초단 펄스의 발생”, 박종대, 이일형, 조창호(배재대),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66 ~ p.472

“비선형분광 간섭을 이용한 여러가지 기체의 비공명 3차 감수율 측정”, 한재원, 이은성(KRISS) · p.473 ~ p.480

“전기장에 의한 유기용액의 비등방 비선형굴절율”, 원영희, 김용기, 이종하(아주대), 이현곤(KRISS) ···························

················································································································································································ p.481 ~ p.486

“Theory of Polarization Grating Formation Induced by the Photosensiti-Vity in Birefringent Optical Fibers”, 

Sunghyuck An(Ajou Univ.) ··························································································································· p.487 ~ p.492

“금속박막을 증착한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패킷 어드레스 검출기 제작 및 특성연구”, 전민용, 신종덕(ETRI) ·····

··············································································································································································· p.493 ~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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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가수분해 증착에 의한 Ti-Doped BSG 도파박막의 제작”, 전영윤, 이용태, 전은숙, 정석종, 이형종(전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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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1호 1995년 3월 30일 발간

“열상장비용 줌무초점망원경 설계”, 홍경희, 김창우(육사) ·················································································· p.1 ~ p.7

“실시간 렌즈 성능평가장치 설계 및 제작”,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홍경희(육사), 이환규(부원광학) ············

······················································································································································································· p.8 ~ p.15

“파장가변 Ti:Sapphire 레이저의 협대역 특성”, 이용우, 이주희(경희대), Sergey Nikolaevich Sergeev(GPI) ·········

···················································································································································································· p.16 ~ p.20

“회전 다면경을 이용한 도파관 CO2 레이저의 Q-스위칭”, 최종운, 김용평(KRISS), 강응철, 김재기(국과연) ···············

····················································································································································································· p.21 ~ p.25

“Kerr Cell을 이용한 옥소 레이저의 펄스폭 단축과 압축된 펄스의 증폭”, 조성호, 조민식, 최병일, 남창희(KAIST), M. 

R. Motchalov(RFNC) ········································································································································· p.26 ~ p.32

“Ce3+:YAlO3 단결정의 5d 상태 흡수 및비발광 천이”, 김지병, 임기수(충북대), 이건준, 김동호(KRISS), 한재민

(KAERI) ····································································································································································· p.33 ~ p.38

“알칼리 금속 이온에서의 고차고조파발생에 대한 수치해석”, 김규욱, 김용평(KRISS) ···························· p.39 ~ p.44

“PVP/C2H5OH와 PEG/H2O 혼합 용액에 위치한 Rhodamine 6G 분자의 회전 재배열 운동”, 고동섭(목원대), 전계

진, 엄효순, 남기중, 김현수, 김 웅(연세대) ········································································································ p.45 ~ p.49

“브릴루앙 산란 실험을 이용한 이온빔 보조 증착법의 Cr 박막의 탄성특성”, 이석목, 황보창권, 최동철(인하대), 

John R. Dutcher(Univ. of Guelph) ··················································································································· p.50 ~ p.55

“펄스형 고반복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측정”, 최영수, 박용찬, 강응철(국과연) ············································ p.56 ~ p.61

“디지털 호모다인 검출방식을 이용한 간섭형 광섬유센서의 신호처리”, 예윤해(경희대) ························· p.62 ~ p.69

“Erbium 첨가 광섬유 증폭기형 광원을 이용한 광섬유 Gyroscope”, 박희갑(전북대), 김병윤(KAIST) ·· p.70 ~ p.75

“반도체의 분광학”, 유성규, 추장희, 김동호(KRISS), 박승한(연세대), 이종현(경북대) ····························· p.76 ~ p.90

제6권 2호 1995년 6월 30일 발간

“3종의 3차수차가 보정된 3구면 경계”, 오승경, 이종웅(청주대), 권우근(국과연), 홍경희(육사) ·········· p.93 ~ p.100

“Defous에 따른 Bessel Beam의 회절 특성”, 박성종, 최기준, 박민경, 김재범, 심상현, 정창섭(전남대) ·····················

················································································································································································· p.101 ~ p.107

“고효율 스폿 배열 발생을 위한 줄무늬형 2차원 회절격자”, 이득주, 윤병호, 김남(충북대), 서호형(ETRI) ··················

················································································································································································· p.108 ~ p.114

“양방향으로 발진하는 일체형 Nd:YAG 고리레이저에서의 출력변조현상”, 홍정미, 손승현, 송홍주, 길상근, 이재철

(고등연) ··································································································································································· p.115 ~ p.121

“질소레이저의 제작과 질소기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출력특성 연구”, 양준묵, 김원호, 김기덕(충남대), 이치원(공주

전문대), 추한태(금오공대) ································································································································ p.122 ~ p.129

“Cavity-Dumping형 Nd:Glass laser의 제작 및 특성 조사”, 차용호, 강응철, 남창희(KAIST) ············ p.130 ~ p.134

“연속 파장 가변시 현상론적인 비선형 이득포화효과가 다전극 DBR 레이저의 잡음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석, 

최원준, 한일기, 김회종, 우덕하, 김선호, 이정일, 강광남(KIST), 박홍이(연세대) ····································· p.135 ~ p.141

“Nonlinear Amplifying Loop Mirror를 사용하여 모우드 록킹된 Erbium 첨가 광섬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솔리톤 

펄스”, 박희갑, 임경아(전북대) ·························································································································· p.142 ~ p.147

제5권 3호 1994년 9월 30일 발간

“광결상계의 초분해능”, 조영민, 김종태(부산공업대), 이상수(KAIST) ····················································· p.349 ~ p.355

“Zoom 접안경에 대한 광설계”, 임천석, 이상수(KAIST), 박충선, 김재순(한국광학기술개발) ············· p.356 ~ p.363

“CCD를 이용한 미세렌즈의 MTF 측정”,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박태호, 윤성균, 서형원(삼성코닝) ·············

················································································································································································ p.364 ~ p.371

“홀로그램의 비점수차 특성을 이용한 무지개 홀로그램 연구”, 홍석경, 백성훈, 김철중(KAERI) ········ p.372 ~ p.378

“ESPI 입사광의 기하구조에 따른 Sensitivity Vector 분석”, 홍석경, 백성훈, 조재완, 김철중(KAERI) ··························

················································································································································································ p.379 ~ p.385

“횡방향 전자빔여기 XeCl 엑시머 레이저의 출력특성”,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김용평(KRISS) ····· p.386 ~ p.393

“외부 광귀환이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혼독특성”, 양동석, 한영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p.394 ~ p.403

“액정표시소자에서 화면의 명암대비와 밝기를 극대화하는 기본조건: I. 단색광의 경우”, 노봉규, 김규석, 김진승 

(전북대) ································································································································································ p.404 ~ p.410

“액정셀의 전기광학적 편광투과특성을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최절설계: I. 단색광의 경우”, 노봉규, 김규석, 김진

승(전북대) ····························································································································································· p.411 ~ p.417

“2.5 Gbps 광통신용 저 Chirping MQW-PBH-DFB-LD의 제작”, 장동훈, 이중기, 조호성, 김정수, 박경현, 김홍만, 

박형무(ETRI) ························································································································································ p.418 ~ p.422

“2.5 Gbps 광통신용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DFB-LD) 모듈 제작 및 광송신 실험”, 박경현, 강승구, 

송민규, 이중기, 조호성, 장동훈, 박찬용, 김정수, 김홍만, 박형무, 한정희, 심창섭(ETRI) ···················· p.423 ~ p.430

“자동시준형 분광굴절률 측정장치”,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 p.431 ~ p.436

제5권 4호 1994년 12월 30일 발간

“표면양각회절격자에 대한 엄밀한 3차원벡터 결합파 해석의 고유값문제”, 조두진(아주대) ·············· p.439 ~ p.444

“Fourier 분석법에 의한 레이저 출력 광속의 위상파면 분석에 관한 연구”, 최승호, 박대윤, 이승걸(인하대) ···············

················································································································································································ p.445 ~ p.452

“Calculation of Gaussian-Wavefront Variations Induced by a Photorefrac-Tive Grating with non-90 Phase 

Shift”, Yeon Ho Lee(Sung Kyun Kwan Univ.) ····························································································· p.453 ~ p.456

“XeCl 레이저 증폭기의 활성기체 압력에 따른 포화 에너지 밀도와 소신호 이득계수 측정”, 김규욱, 김용평(KRISS) 

················································································································································································ p.457 ~ p.460

“레이놀드 수에 따른 색소 젯트(jet)의 특성 및 색소레이저의 출력변화”, 김성호, 고도경, 이종민(KAERI), 임 권, 

조재흥, 장수(한남대) ·················································································································································· p.461 ~ p.465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자체모드록킹에 의한 극초단 펄스의 발생”, 박종대, 이일형, 조창호(배재대),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66 ~ p.472

“비선형분광 간섭을 이용한 여러가지 기체의 비공명 3차 감수율 측정”, 한재원, 이은성(KRISS) · p.473 ~ p.480

“전기장에 의한 유기용액의 비등방 비선형굴절율”, 원영희, 김용기, 이종하(아주대), 이현곤(KRISS) ···························

················································································································································································ p.481 ~ p.486

“Theory of Polarization Grating Formation Induced by the Photosensiti-Vity in Birefringent Optical Fibers”, 

Sunghyuck An(Ajou Univ.) ··························································································································· p.487 ~ p.492

“금속박막을 증착한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패킷 어드레스 검출기 제작 및 특성연구”, 전민용, 신종덕(ETRI) ·····

··············································································································································································· p.493 ~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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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G 광도파박막을 이용한 1.3/1.55 ㎛ WDM Coupler의 설계 및 제작”, 전영윤(ETRI), 김한수, 이용태, 이형종 

(전남대) ································································································································································· p.310 ~ p.316

“87Rb D2 전이선에 대한 원편광 분광 연구 및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문한섭, 김승일, 김현아, 김중복(교원대), 

이호성(KRISS) ····················································································································································· p.317 ~ p.323

“수개의 종모드를 갖는 광원에 의한 고리형 광섬유 공진기에서의 유도브릴루앙산란”, 이현재, 윤병호, 이동호, 

전영윤, 김향균(ETRI) ········································································································································ p.324 ~ p.330

“반도체가 첨가된 유리의 암색화에 따른 포화흡수 변화와 영구 회절격자의 회절효율 연구”, 백성현, 신상훈, 김상

천, 최문구, 박승한, 김 웅(연세대) ··················································································································· p.331 ~ p.336

“미세 물방울에서의 공명 유도라만산란의 특성”, 문희종, 김광훈, 임용식, 고춘수,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 p.337 ~ p.344

“유한한 폭을 갖는 배경에서 기본 어두운 공간 솔리톤의 진행특성”, 김광훈, 문희종,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서울

대) ·········································································································································································· p.345 ~ p.351

“저온에서 Hoya FR5 및 FR4 유리의 Faraday 회전”, 이현곤, 원영희(아주대), 이경수(기초과학지원연) ·····················

··············································································································································································· p.352 ~ p.358

“파장측정 장치의 제작 및 반도체레이저의 광 스펙트럼분석에 관한 연구”, 오수환, 이석정, 박윤호, 홍창희(해양대) 

··············································································································································································· p.359 ~ p.364

“간섭형 광섬유센서의 신호처리 기법”, 예윤해(경희대) ·············································································· p.365 ~ p.372

“원형으로 굽은 광도파로의 Low Bending Loss를 위한 Trench 구조설계: 원통좌표계 FD-BPM”, 한영진, 김창민 

(서울시립대) ························································································································································ p.373 ~ p.378

“리본광케이블 유니트의 구부림 특성 연구”, 이병철, 이영탁, 김미경(한국통신) ··································· p.379 ~ p.384

제7권 1호 1996년 3월 30일 발간

“2차원 CCD를 이용한 복사기 렌즈의 실시간 MTF 측정”,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김태희, 최옥식(영남대), 

이환규(부원광학) ························································································································································· p.1 ~ p.8

“렌티큘러 렌즈를 이용한 입체영상 시스템의 광학적 특성분석”, 이봉렬, 이연호(성균관대), 김상국(KIST) ·················

······················································································································································································· p.9 ~ p.16

“반사에 의한 편광상태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광학박막계의 설계”, 한성홍, 김석원(울산대) ··············· p.17 ~ p.23

“790 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입자의 포획”, 유석진, 이진서, 안지수, 권남익(외국어대) ···· p.24 ~ p.27

“다극형 스파크 간격을 사용한 질소레이저의 제작과 그 동작 특성”, 양준묵, 김윤주(충남대), 추한태(금오공대), 

이치원(공주전문대) ··············································································································································· p.28 ~ p.36

“Heterodyne 간섭계를 이용한 공기굴절율의 절대측정”, 엄태봉, 엄천일, 정명세(KRISS), 양준묵(충남대) ·················

···················································································································································································· p.37 ~ p.43

“Sol-Gel 법으로 제작된 PLT 강유전체 박막의 광학적 성질과 전기광학효과”, 최성열, 이승걸, 윤영섭(인하대) ········

···················································································································································································· p.44 ~ p.50

“평면 광도파로 렌즈의 제작 및 특성 개선”, 정석문(해군사관학교),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김길중(동서공대) ·········

····················································································································································································· p.51 ~ p.59

“광섬유에 유도되는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현상이 광전송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및 제거”, 김향균, 

이창희, 한정희(ETRI) ············································································································································· p.60 ~ p.65

“Floating Guard Ring 구조를 갖는 InP/InGaAs Avalanche Photodiode의 이중확산 방법에 의한 제작”, 박찬용, 

강승구, 현경숙, 김정수, 김홍만(ETRI) ················································································································· p.66 ~ p.71

“본딩 구조에 따른 광섬유 자왜변환기의 응답특성”, 박무윤, 김태균, 이경식(성균관대) ························· p.72 ~ p.76

“진행파 광변조기의 Taper영역 전극 설계: SOR 기법”, 정석원, 김창민(서울시립대) ······························· p.77 ~ p.86

“저손실의 단일모드 Al0.042Ga0.958As/GaAs/Al0.042Ga0.958As Strip-Loaded 광 도파로”, 변영태, 박경현, 김선호, 

최상삼(KIST), 임동건(고려대) ························································································································ p.148 ~ p.155

“λ=1.3, 1.55 ㎛에서 저분산을 갖는 이중-클래드 광섬유의 설계”, 정석원, 김창민(서울시립대) ········ p.156 ~ p.164

“Double Resonance Spectra involning Torsional Excited Levels and CO Stretch Band Transitions of 

CD3OH”, Sung-Eul Choi(Univ. of Inchon) ································································································· p.165 ~ p.171

제6권 3호 1995년 9월 30일 발간

“칼날주사방법에 의한 일차원 CCD의 MTF 측정”,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이상태, 이종웅(청주대) ··············

·················································································································································································· p.173 ~ p.177

“사진렌즈 설계에서 SVD에 의한 감쇠최소자승법의 수렴성과 안정성”, 김태희(영남대), 김경찬(계명대) ··················

················································································································································································· p.178 ~ p.187

“연 X-선 투사 리소그라피를 위한 등배율 포물면 2-반사경 Holosymmetric System”, 조영민(한국항공우주연), 

이상수(KAIST) ···················································································································································· p.188 ~ p.200

“전자빔여기 XeF(C→A) 엑시머 레이저의 출력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석”,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

················································································································································································· p.201 ~ p.213

“넓은 범위의 압력에서 Xe 농도 변화에 대한 XeF(C→A)레이저의 출력특성”,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

················································································································································································· p.214 ~ p.221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입-잠금 과정 연구”, 문한섭, 김중복(교원대), 이호성, 양성훈(KRISS), 김점술(레이저

스페트로닉스) ····················································································································································· p.222 ~ p.227

“변조 도핑된 SMQW-PBH-DFB-LD의 고속변조 특성”, 장동훈, 이중기, 조호성, 박경현, 김정수, 박철순, 김홍만, 

편광의(ETRI) ······················································································································································ p.228 ~ p.232

“LPCVD P2O5-SiO2 집적광학박막의 제작 및 특성연구(2): TMPate와 PH3 비교”, 정환재, 이형종, 이용태, 전은숙

(전남대), 김순창, 양순철(목포대) ···················································································································· p.233 ~ p.238

“내부 전반사 홀로그램을 이용한 미세 패턴의 결상”, 김대준, 박기수, 권진혁(영남대) ························ p.239 ~ p.244

“Fourier 변환을 이용한 불균일 굴절률 Rugate 필터의 설계”, 조현주, 이종오, 황보창권(인하대) ·· p.245 ~ p.256

제6권 4호 1995년 12월 30일 발간

“무반사 렌즈용 다층박막의 광학적 구조 및 광투과 특성”, 김상열(아주대), 최성숙(동남보건전문대) ························

··············································································································································································· p.259 ~ p.265

“칼라영상센서의 분광감도 측정에 관한 연구”, 박승옥, 김홍석(대진대) ··············································· p.266 ~ p.273

“점광원 출력광의 이동 결과를 물체파로 사용하는 홀로그램의 기록과 3차원 상의 재생”, 이승걸(인하대), M. E. 

Marhic(Univ. Evanston) ··································································································································· p.274 ~ p.281

“접힌 공진기 형태의 연속 발진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발진 특성”, 강영일, 차용호, 남창희(KAIST) ·····················

················································································································································································ p.282 ~ p.287

“NBUR Nd:YAG 레이저 위상파면의 공간적 가간섭성 특성”, 박대윤, 최승호, 이승걸(인하대) ·········· p.288 ~ p.295

“광섬유격자를 이용하는 진행파형 단일모드 광섬유레이저의 제작과 특성 측정”, 김태중, 박희갑(전북대), 이동한

(충남대) ······························································································································································ p.296 ~ p.301

“양자우물 레이저의 이득 곡선의 온도 의존성”,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박종대(배재대), 김태환(광운대) ··················

··············································································································································································· p.302 ~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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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G 광도파박막을 이용한 1.3/1.55 ㎛ WDM Coupler의 설계 및 제작”, 전영윤(ETRI), 김한수, 이용태, 이형종 

(전남대) ································································································································································· p.310 ~ p.316

“87Rb D2 전이선에 대한 원편광 분광 연구 및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문한섭, 김승일, 김현아, 김중복(교원대), 

이호성(KRISS) ····················································································································································· p.317 ~ p.323

“수개의 종모드를 갖는 광원에 의한 고리형 광섬유 공진기에서의 유도브릴루앙산란”, 이현재, 윤병호, 이동호, 

전영윤, 김향균(ETRI) ········································································································································ p.324 ~ p.330

“반도체가 첨가된 유리의 암색화에 따른 포화흡수 변화와 영구 회절격자의 회절효율 연구”, 백성현, 신상훈, 김상

천, 최문구, 박승한, 김 웅(연세대) ··················································································································· p.331 ~ p.336

“미세 물방울에서의 공명 유도라만산란의 특성”, 문희종, 김광훈, 임용식, 고춘수,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 p.337 ~ p.344

“유한한 폭을 갖는 배경에서 기본 어두운 공간 솔리톤의 진행특성”, 김광훈, 문희종,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서울

대) ·········································································································································································· p.345 ~ p.351

“저온에서 Hoya FR5 및 FR4 유리의 Faraday 회전”, 이현곤, 원영희(아주대), 이경수(기초과학지원연) ·····················

··············································································································································································· p.352 ~ p.358

“파장측정 장치의 제작 및 반도체레이저의 광 스펙트럼분석에 관한 연구”, 오수환, 이석정, 박윤호, 홍창희(해양대) 

··············································································································································································· p.359 ~ p.364

“간섭형 광섬유센서의 신호처리 기법”, 예윤해(경희대) ·············································································· p.365 ~ p.372

“원형으로 굽은 광도파로의 Low Bending Loss를 위한 Trench 구조설계: 원통좌표계 FD-BPM”, 한영진, 김창민 

(서울시립대) ························································································································································ p.373 ~ p.378

“리본광케이블 유니트의 구부림 특성 연구”, 이병철, 이영탁, 김미경(한국통신) ··································· p.379 ~ p.384

제7권 1호 1996년 3월 30일 발간

“2차원 CCD를 이용한 복사기 렌즈의 실시간 MTF 측정”,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김태희, 최옥식(영남대), 

이환규(부원광학) ························································································································································· p.1 ~ p.8

“렌티큘러 렌즈를 이용한 입체영상 시스템의 광학적 특성분석”, 이봉렬, 이연호(성균관대), 김상국(KIST) ·················

······················································································································································································· p.9 ~ p.16

“반사에 의한 편광상태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광학박막계의 설계”, 한성홍, 김석원(울산대) ··············· p.17 ~ p.23

“790 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입자의 포획”, 유석진, 이진서, 안지수, 권남익(외국어대) ···· p.24 ~ p.27

“다극형 스파크 간격을 사용한 질소레이저의 제작과 그 동작 특성”, 양준묵, 김윤주(충남대), 추한태(금오공대), 

이치원(공주전문대) ··············································································································································· p.28 ~ p.36

“Heterodyne 간섭계를 이용한 공기굴절율의 절대측정”, 엄태봉, 엄천일, 정명세(KRISS), 양준묵(충남대) ·················

···················································································································································································· p.37 ~ p.43

“Sol-Gel 법으로 제작된 PLT 강유전체 박막의 광학적 성질과 전기광학효과”, 최성열, 이승걸, 윤영섭(인하대) ········

···················································································································································································· p.44 ~ p.50

“평면 광도파로 렌즈의 제작 및 특성 개선”, 정석문(해군사관학교),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김길중(동서공대) ·········

····················································································································································································· p.51 ~ p.59

“광섬유에 유도되는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현상이 광전송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및 제거”, 김향균, 

이창희, 한정희(ETRI) ············································································································································· p.60 ~ p.65

“Floating Guard Ring 구조를 갖는 InP/InGaAs Avalanche Photodiode의 이중확산 방법에 의한 제작”, 박찬용, 

강승구, 현경숙, 김정수, 김홍만(ETRI) ················································································································· p.66 ~ p.71

“본딩 구조에 따른 광섬유 자왜변환기의 응답특성”, 박무윤, 김태균, 이경식(성균관대) ························· p.72 ~ p.76

“진행파 광변조기의 Taper영역 전극 설계: SOR 기법”, 정석원, 김창민(서울시립대) ······························· p.77 ~ p.86

“저손실의 단일모드 Al0.042Ga0.958As/GaAs/Al0.042Ga0.958As Strip-Loaded 광 도파로”, 변영태, 박경현, 김선호, 

최상삼(KIST), 임동건(고려대) ························································································································ p.148 ~ p.155

“λ=1.3, 1.55 ㎛에서 저분산을 갖는 이중-클래드 광섬유의 설계”, 정석원, 김창민(서울시립대) ········ p.156 ~ p.164

“Double Resonance Spectra involning Torsional Excited Levels and CO Stretch Band Transitions of 

CD3OH”, Sung-Eul Choi(Univ. of Inchon) ································································································· p.165 ~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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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주사방법에 의한 일차원 CCD의 MTF 측정”,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이상태, 이종웅(청주대) ··············

·················································································································································································· p.173 ~ p.177

“사진렌즈 설계에서 SVD에 의한 감쇠최소자승법의 수렴성과 안정성”, 김태희(영남대), 김경찬(계명대) ··················

················································································································································································· p.178 ~ p.187

“연 X-선 투사 리소그라피를 위한 등배율 포물면 2-반사경 Holosymmetric System”, 조영민(한국항공우주연), 

이상수(KAIST) ···················································································································································· p.188 ~ p.200

“전자빔여기 XeF(C→A) 엑시머 레이저의 출력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석”,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

················································································································································································· p.201 ~ p.213

“넓은 범위의 압력에서 Xe 농도 변화에 대한 XeF(C→A)레이저의 출력특성”, 류한용, 이주희(경희대) ························

················································································································································································· p.214 ~ p.221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입-잠금 과정 연구”, 문한섭, 김중복(교원대), 이호성, 양성훈(KRISS), 김점술(레이저

스페트로닉스) ····················································································································································· p.222 ~ p.227

“변조 도핑된 SMQW-PBH-DFB-LD의 고속변조 특성”, 장동훈, 이중기, 조호성, 박경현, 김정수, 박철순, 김홍만, 

편광의(ETRI) ······················································································································································ p.228 ~ p.232

“LPCVD P2O5-SiO2 집적광학박막의 제작 및 특성연구(2): TMPate와 PH3 비교”, 정환재, 이형종, 이용태, 전은숙

(전남대), 김순창, 양순철(목포대) ···················································································································· p.233 ~ p.238

“내부 전반사 홀로그램을 이용한 미세 패턴의 결상”, 김대준, 박기수, 권진혁(영남대) ························ p.239 ~ p.244

“Fourier 변환을 이용한 불균일 굴절률 Rugate 필터의 설계”, 조현주, 이종오, 황보창권(인하대) ·· p.245 ~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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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반사 렌즈용 다층박막의 광학적 구조 및 광투과 특성”, 김상열(아주대), 최성숙(동남보건전문대) ························

··············································································································································································· p.259 ~ p.265

“칼라영상센서의 분광감도 측정에 관한 연구”, 박승옥, 김홍석(대진대) ··············································· p.266 ~ p.273

“점광원 출력광의 이동 결과를 물체파로 사용하는 홀로그램의 기록과 3차원 상의 재생”, 이승걸(인하대), M. E. 

Marhic(Univ. Evanston) ··································································································································· p.274 ~ p.281

“접힌 공진기 형태의 연속 발진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발진 특성”, 강영일, 차용호, 남창희(KAIST) ·····················

················································································································································································ p.282 ~ p.287

“NBUR Nd:YAG 레이저 위상파면의 공간적 가간섭성 특성”, 박대윤, 최승호, 이승걸(인하대) ·········· p.288 ~ p.295

“광섬유격자를 이용하는 진행파형 단일모드 광섬유레이저의 제작과 특성 측정”, 김태중, 박희갑(전북대), 이동한

(충남대) ······························································································································································ p.296 ~ p.301

“양자우물 레이저의 이득 곡선의 온도 의존성”,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박종대(배재대), 김태환(광운대) ··················

··············································································································································································· p.302 ~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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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 용 Ti:Sapphire 레이저의 다중통과 증폭특성”, 이용우, 이주희(경희대) ······································ p.244 ~ p.250

“이광자 형광법과 비공선 일종 이차고조파법에 의한 피코초 레이저 펄스폭과 펄스형 측정”, 한기호, 박종락, 이재

용, 김현수, 엄기영, 변재오, 공홍진(KAIST) ··································································································· p.251 ~ p.259

“능동-수동 경계에서의 반사가 다전극 DBR 레이저의 튜닝특성에 미치는 영향”, 홍성룡, 김덕봉, 최안식,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김선호(KIST) ·························································································································· p.260 ~ p.265

“LPE(Liquid Phase Epitaxy)방법으로 제작된 InGaAs/InP Ridge Waveguide Multiple Quantum Well Laser 

Diode의 광학적 특성조사”, 오수환, 하홍춘, 박윤호, 안세경, 이석정, 홍창희(해양대) ·························· p.266 ~ p.271

“InGaAs/InGaAsP GRINSCH MQW 구조의 파동길잡이 성질연구”,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 p.272 ~ p.279

“광쌍안정을 갖는 GaAs/AlGaAs MQW 도파로형 위상 광변조기”, 박종대(ETRI) ······························ p.280 ~ p.286

“자기정렬공정에 의한 GaAs/AlGaAs 광위상변조기의 제작 및 특성측정”, 김병성, 정영철(광운대), 변영태, 박경현, 

김선호(KIST), 임동건(고려대) ························································································································· p.287 ~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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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 교차점 평균과 최적초점”, 심상현, 박성종, 정창섭(전남대) ···························································· p.299 ~ p.304

“등가렌즈 변환의 일반화와 일반화된 등가렌즈의 3차 수차식”, 이종웅(청주대), 김건수(삼성전자) · p.305 ~ p.313

“은염 홀로그래픽 회절격자의 제작에서 표백과 노광량의 촉매작용에 관한 새로운 해석”, 윤병호, 김남(충북대) ·······

················································································································································································· p.314 ~ p.321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에 관한 샘플링 이론과 관찰영역의 확대”, 김은석, 김남(충북대) ·············· p.322 ~ p.327

“자유공간 광 연결을 위한 결합형 이진 위상 홀로그램”, 서호형, 이일항(ETRI) ····································· p.328 ~ p.332

“분수차 퓨리에 변환을 위한 평판집적 광학계 구현”, 박선택, 김필수, 오차환(한양대), 송석호(ETRI) ···························

··············································································································································································· p.333 ~ p.340

“준열광원의 결맞음시간 측정”, 김헌오, 하양, 신종태, 김태수(울산대) ···················································· p.341 ~ p.347

“순간 온도 측정을 위한 CARS 분광기의 정밀 정확도 분석”, 박승남, 박철웅, 한재원(KRISS), 길용석, 정석호 

(서울대) ································································································································································ p.348 ~ p.356

“MNA/PMMA 고분자박막의 복소굴절율 및 두께결정”, 김상열(아주대) ················································· p.357 ~ p.362

“브릴루앙 산란실험을 이용한 단결정 PbMoO4의 탄성계수 측정”, 박주일, 이석목(인하대), 유윤식, 김성철(동의대) 

··············································································································································································· p.363 ~ p.369

“넓은 파장 가변영역을 가지는 반도체 레이저를 위한 Nonlinearly Chirped Grating의 설계”, 김덕봉, 최안식, 윤태

훈, 김재창(부산대), 김선호(KIST) ···················································································································· p.370 ~ p.374

“InGaAsP/InP RWG MQW-LD의 최적 설계”, 하홍춘, 오수환, 이석정, 박윤호, 오종환, 홍창희(해양대) ····················

················································································································································································ p.375 ~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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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반전법을 이용한 10 Gb/s 광신호의 200 km 비분산천이 광섬유 전송”, 이상수, 이창희(ETRI) ···················

··············································································································································································· p.428 ~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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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Apodization 이 되어 있는 X-선 결상계의 초분해능”,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 p.89 ~ p.95

“Agfa 8E75 HD 필름을 사용한 Dichromated Gelatin 홀로그래픽 광결합기의 특성”, 정만호(청주대) ······················

·················································································································································································· p.96 ~ p.100

“고배율 광학현미경의 초정밀 능동 자동초점방법”, 이호재, 이상윤, 김승우(KAIST) ······························ p.101 ~ p.111

“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 구조에서의 TM 편광된 광자의 터널링”, 이병호, 이욱(서울대) · p.112 ~ p.119

“Er3+:LaF3와 Er3+:YAlO3에서의 적외선으로부터 가시광선으로의 상방전환”, 임기수, 이수천, 오유미(충북대), 

Y.M.Yen(Univ. of Georgia) ································································································································ p.120 ~ p.128

“비정질 As2S3 박막에서의 흡수형 광쌍안정 현상”, 안웅득,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 p.129 ~ p.135

“비선형 박막으로 둘러싸인 평면 광도파로에서의 비선형 도파광 특성”, 정종술, 송석호, 이일항(ETRI) ······················

·················································································································································································· p.136 ~ p.141

“DFWM(Degenerate Four Wave Mixing)을 이용한 대향류버너 화염내의 OH 라디칼 스펙트럼 측정”, 이은성, 한재

원(KRISS) ······························································································································································ p.142 ~ p.149

“수직형 LPE장치를 이용한 InGaAsP/InP RWG(Ridge Waveguide) MQW-LD 제작”, 박윤호, 오수환, 하홍춘, 

안세경, 이석정, 홍창희(해양대), 조호성(ETRI) ····························································································· p.150 ~ p.156

“산란광의 되먹임을 이용한 CO2 레이저 도플러 속도 측정”, 최종운, 김용평(KRISS), 김윤명(단국대) ·························

·················································································································································································· p.157 ~ p.161

“PMN/PT[0.9Pb(Mg1/3Nb2/3)O3-0.1 PbTiO3]에 La이 첨가된 광섬유 전왜변환기를 이용한 간섭계형 광섬유 전계센

서의 특성분석”, 강원석, 이영탁, 강현서, 정래성, 이경식(성균관대), 장현명(포항공대) ······················ p.162 ~ p.166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STN LCD의 스위칭 특성”, 전인수, 정태혁,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7 ~ p.173

“교류열량계 제작 및 ZnS 광학박막이 증착된 유리기판의 열확산도 측정”, 김석원, 김형근, 박병록, 한성홍(울산대), 

성대진(KRISS) ····················································································································································· p.174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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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및 가시광선 결상용 3반사망원경계의 설계”, 이종웅(청주대), 홍경희(육사), 권우근(국과연) ··························

················································································································································································· p.183 ~ p.190

“대기오염 연구용 이동형 LIDAR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사) ····································································· p.191 ~ p.195

“윤대 동구에 대한 Gaussian Apodization”,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196 ~ p.199

“Reflection of a Gaussian Beam from a Planar Dielectric Interface”, Yeon H. Lee(Sung Kyun Univ.) ····················

··············································································································································································· p.200 ~ p.206

“확장된 새로운 층 방법을 이용한 사다리꼴 회절격자의 결합계수 계산”, 조성찬, 김부균, 김용곤(숭실대) ··················

················································································································································································ p.207 ~ p.212

“액정셀의 선경사각과 액정층의 두께를 함께 재는 개선된 결정회전법”, 손공숙, 박찬, 박희갑, 김진승(전북대), 

노봉규(현대전자), 이형종(전남대), 김재기(국과연) ····················································································· p.213 ~ p.218

“빛의 세기 및 위상 요동에 나타나는 진공 효과”, 노재우, 김기식(인하대) ·············································· p.219 ~ p.226

“2H-PbI2 단결정의 엑시톤 반사 및 AEP 선에 관한 연구”, 김현철, 송인걸(대전대), 유종인(숭실대), 유연석(청주

대), 나훈균(기초과학지원연) ····························································································································· p.227 ~ p.231

“500 Hz 급 엑시머레이저의 반복동작특성”, 박홍진, 이주희(경희대) ····················································· p.232 ~ p.237

“DIAL 용 XeCl 레이저펌핑 쌍공진기 색소레이저의 파장가변특성”, 이용우, 이주희(경희대) ············ p.238 ~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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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펌핑하여 1.3 ㎛ 파장에서 동작하는 수직공진 표면광 레이저”, 송현우, 김창규, 이용희(KAIST) ····· p.111 ~ p.115

“정전압 구동에 의한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출력 안정화”, 이성호(서울산업대) ······································ p.116 ~ p.121

“흡수 계수와 흡수 계수 변화 특성에 따른 CdSe 양자 구슬 구조의 균일성 조사”, 황영남, 신상훈, 박승한, 김 웅 

(연세대), 김동호(KRISS) ····································································································································· p.122 ~ p.127

“광섬유 레이저의 편광 특성들에 미치는 뒤틀림(twist)에 의해 유도되는 원 복굴절의 효과”, 김호영(ETRI), 김병윤

(KAIST) ·································································································································································· p.128 ~ p.133

“λ=1.55 ㎛에서 포물선분포-이중클래드, 분산보상 단일모드 광섬유의 설계”, 김동각, 김창민(서울시립대), 이상배

(KIST), 강희전(대한전선) ···································································································································· p.134 ~ p.141

“분산이 적은 광 아이솔레이터에 관한 연구”, 연제세(주성전문대) ···························································· p.142 ~ p.148

“좁은 파장대역폭을 갖는 격자도움형 방향성 결합기 필터의 제작과 특성측정”, 김덕봉, 박찬용, 김정수, 이승원, 

오광룡, 김홍만, 편광의(ETRI), 윤태훈(부산대) ······························································································ p.149 ~ p.153

“평판 집적 광학계를 이용한 분수차 상관기 구현”, 박선택, 김필수, 오차환(한양대), 송석호(ETRI) ··· p.154 ~ p.160

“I/Q 변조 풀이 방식의 헤테로다인 간섭계를 이용한 미소 전기장 및 복굴절 측정”, 윤신영, 조규만(서강대), 이용산

(대진대) ·································································································································································· p.161 ~ p.164

“4분할 Photodiode를 이용한 Scanning Confocal Microscope”, 유석진, 김수철, 이진서, 권남익(한국외국어대) ···

················································································································································································· p.165 ~ p.168

“광도파로 소자 제작을 위한 레이저 리소그래피 장치”, 박경현, 변영태, 김명욱, 김선호, 최상삼(KIST), 조욱래, 박승

한, 김 웅(연세대) ··············································································································································· p.169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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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Field Anastigmat 조건을 만족하는 3반사 망원경 광학계 설계”, 최세철, 김현규, 김연수(국과연) ·······················

················································································································································································· p.175 ~ p.182

“색분리를 위한 Dichroic 미러 및 광대역 고반사 미러의 설계와 제작”, 박영준, 박정호, 황영모, 김용훈, 이진호, 

이상학(삼성종합기술원) ···································································································································· p.183 ~ p.188

“생산 라인에서의 광 Pick-Up용 비구면 대물 렌즈 측정을 위한 안정된 층밀리기 간섭계”, 조우종(삼성전자), 김병

창, 김승우(KAIST) ··············································································································································· p.189 ~ p.193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CGH의 공간 재현”, 김상혁, 정성락, 조재철, 최상삼(KIST), 조규만(서강대), 고성재(고려대) 

················································································································································································· p.194 ~ p.198

“푸리에 변환 간섭 해석법을 이용한 구면의 미세 변위 측정”, 손영준, 주신호, 권진혁, 최옥식(영남대) ·······················

················································································································································································ p.199 ~ p.203

“고리형 Nd:YAG 레이저에서 진동수 어긋남에 의한 출력세기의 불안정성”, 박대윤, 김기식, 최승호(인하대), 이재

철, 길상근, 홍정미(고등기술연) ······················································································································ p.204 ~ p.208

“에르븀 첨가 광증폭기의 파장에 따른 이득 특성 측정 및 분석”, 김향균, 박서연, 이동호, 박창수(ETRI) ··················

··············································································································································································· p.209 ~ p.212

“도핑된 GaAs의 형광 및 시간분해 형광 특성”, 추장희(전력연), 서정철, 유성규, 신은주, 이주인, 김동호(KRISS), 

황영남, 박승한, 김 웅(연세대) ··························································································································· p.213 ~ p.217

“쌍안정 TN LCD의 광투과 특성”, 최길재, 김양수, 강기형, 정태혁, 윤태훈, 김재창, 남기곤(부산대), 이응상(삼성전

관) ·········································································································································································· p.218 ~ p.222

“베레만의 4×4 행렬방식을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편광투과특성 분석”, 양병관, 김규석(삼성전자), 노봉규(현대

전자), 김진승, 박희갑, 박찬(전북대), 이형종(전남대), 김재기(국과연) ···················································· p.223 ~ p.229

“광섬유 Fabry-Perot필터에서 광섬유 단면의 모양과 배치에 따른 결합손실 변화”, 김종호, 예윤해(경희대) ·············

··············································································································································································· p.230 ~ p.235

“단락된 가우스 광이 광학 디스크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박성종, 정창섭(전남대) ························ p.434 ~ p.439

“고속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다중양자우물구조의 애벌런치 광다이오드의 설계 및 제작”, 김성준, 김문정(서울대), 

D. L. Sivco, A. Y. Cho, J. M. M. Rios(Lucent Technologies) ································································· p.440 ~ p.444

제8권 1호 1997년 2월 23일 발간

“세개의 Gauss 동을 중첩한 간섭계형 결상계의 진폭임펄스와 초분해능”,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1 ~ p.6

“Fishtail Edge를 이용한 OTF 측정장치의 자동화”, 김태희, 최옥식(영남대),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

······················································································································································································· p.7 ~ p.13

“홀로그래픽 간섭법을 이용한 편심하중에 의한 외팔보의 변형률분포 해석”, 박승옥, 김홍석, 권혁홍, 조동현(대진

대) ··············································································································································································· p.14 ~ p.18

“Dichromated Gelatin 박막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Zone Plate 제작 및 해석”, 임용석,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

대) ·············································································································································································· p.19 ~ p.25

“두 종모드 레이저 빛 사이의 맥놀이 신호를 이용한 간섭계에 의한 유효 광학 두께 측정”, 윤신영, 조규만(서강대), 

이용산(대진대) ························································································································································ p.26 ~ p.30

“가변 입사각 타원 해석법을 사용한 유리기판위의 이산화규소 박막의 굴절율 및 두께 측정”, 방현용, 김현종,  김상

열(아주대), 김병익(국립기술품질원) ··················································································································· p.31 ~ p.36

“이온 보조 증착에 의한 ZnS 광학 박막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과 환경적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형근, 반승

일,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 p.37 ~ p.41

“용액내 단일 분자 검출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싱 광자계수기의 제작”, 고동섭(목원대), S. Nord, M. Sauer, J. 

Wolfrum(Univ. Heidelberg) ······························································································································ p.42 ~ p.46

“반도체 레이저에 의해 펌핑되는 Cr:LiSAF 레이저의 연속 발진 특성”, 윤장한, 박종대, 조창호(배재대),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7 ~ p.51

“2모드 레이저의 출력에서 비대칭 매개변수의 영향”, 박구동, 하양, 김태수(울산대) ································ p.52 ~ p.57

“광섬유격자를 이용한 Erbium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광학적 이득제어”, 박희갑(전북대) ······················· p.58 ~ p.62

“분산천이 광섬유를 이용하는 등간격 다채널 광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4광파혼합 효과의 편광 의존성”, 이상

수, 이현재, 이동호, 박창수(ETRI) ························································································································ p.63 ~ p.67

“아세칠렌가스(13C2H2)분자의흡수선을 이용한 기준 광신호 및 광섬유 파브리-페로 필터에 의한 등간격 다중채널

의 안정화”, 이현재, 류갑열, 이동호, 박창수(ETRI) ····················································································· p.68 ~ p.72

“랜드/그루브 기록 광디스크에 대한 포커스 에러 신호 분석”, 이용재, 박병호, 신현국(삼성전자) ······· p.73 ~ p.79

제8권 2호 1997년 4월 30일 발간

“렌즈모듈을 이용한 광학계 설계 I: 줌렌즈의 First Order 최적설계”, 박성찬, 김영식(단국대) ················· p.81 ~ p.87

“미분증가치의 최적성 평가법을 도입한 감쇠최소자승법에 의한 광학 설계”, 김태희, 김경찬(계명대), 박진원, 최옥

식(영남대),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 p.88 ~ p.94

“회절 역문제로 유도한 변조된 Gauss 동합수에 대한 결상계의 OTF”,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 p.95 ~ p.98

“인코히어런트 삼각 홀로그래피의 구현과 복소홀로그램의 수치적 복원”, 김수길, 이병호(서울대), 김은수(광운대), 

손정영(KIST) ·························································································································································· p.99 ~ p.106

“고리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무회절 광속 발진”, 최승호, 김기식, 박대윤(인하대) ························ p.107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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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펌핑하여 1.3 ㎛ 파장에서 동작하는 수직공진 표면광 레이저”, 송현우, 김창규, 이용희(KAIST) ····· p.111 ~ p.115

“정전압 구동에 의한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출력 안정화”, 이성호(서울산업대) ······································ p.116 ~ p.121

“흡수 계수와 흡수 계수 변화 특성에 따른 CdSe 양자 구슬 구조의 균일성 조사”, 황영남, 신상훈, 박승한, 김 웅 

(연세대), 김동호(KRISS) ····································································································································· p.122 ~ p.127

“광섬유 레이저의 편광 특성들에 미치는 뒤틀림(twist)에 의해 유도되는 원 복굴절의 효과”, 김호영(ETRI), 김병윤

(KAIST) ·································································································································································· p.128 ~ p.133

“λ=1.55 ㎛에서 포물선분포-이중클래드, 분산보상 단일모드 광섬유의 설계”, 김동각, 김창민(서울시립대), 이상배

(KIST), 강희전(대한전선) ···································································································································· p.134 ~ p.141

“분산이 적은 광 아이솔레이터에 관한 연구”, 연제세(주성전문대) ···························································· p.142 ~ p.148

“좁은 파장대역폭을 갖는 격자도움형 방향성 결합기 필터의 제작과 특성측정”, 김덕봉, 박찬용, 김정수, 이승원, 

오광룡, 김홍만, 편광의(ETRI), 윤태훈(부산대) ······························································································ p.149 ~ p.153

“평판 집적 광학계를 이용한 분수차 상관기 구현”, 박선택, 김필수, 오차환(한양대), 송석호(ETRI) ··· p.154 ~ p.160

“I/Q 변조 풀이 방식의 헤테로다인 간섭계를 이용한 미소 전기장 및 복굴절 측정”, 윤신영, 조규만(서강대), 이용산

(대진대) ·································································································································································· p.161 ~ p.164

“4분할 Photodiode를 이용한 Scanning Confocal Microscope”, 유석진, 김수철, 이진서, 권남익(한국외국어대) ···

················································································································································································· p.165 ~ p.168

“광도파로 소자 제작을 위한 레이저 리소그래피 장치”, 박경현, 변영태, 김명욱, 김선호, 최상삼(KIST), 조욱래, 박승

한, 김 웅(연세대) ··············································································································································· p.169 ~ p.173

제8권 3호 1997년 6월 30일 발간

“Flat Field Anastigmat 조건을 만족하는 3반사 망원경 광학계 설계”, 최세철, 김현규, 김연수(국과연) ·······················

················································································································································································· p.175 ~ p.182

“색분리를 위한 Dichroic 미러 및 광대역 고반사 미러의 설계와 제작”, 박영준, 박정호, 황영모, 김용훈, 이진호, 

이상학(삼성종합기술원) ···································································································································· p.183 ~ p.188

“생산 라인에서의 광 Pick-Up용 비구면 대물 렌즈 측정을 위한 안정된 층밀리기 간섭계”, 조우종(삼성전자), 김병

창, 김승우(KAIST) ··············································································································································· p.189 ~ p.193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CGH의 공간 재현”, 김상혁, 정성락, 조재철, 최상삼(KIST), 조규만(서강대), 고성재(고려대) 

················································································································································································· p.194 ~ p.198

“푸리에 변환 간섭 해석법을 이용한 구면의 미세 변위 측정”, 손영준, 주신호, 권진혁, 최옥식(영남대) ·······················

················································································································································································ p.199 ~ p.203

“고리형 Nd:YAG 레이저에서 진동수 어긋남에 의한 출력세기의 불안정성”, 박대윤, 김기식, 최승호(인하대), 이재

철, 길상근, 홍정미(고등기술연) ······················································································································ p.204 ~ p.208

“에르븀 첨가 광증폭기의 파장에 따른 이득 특성 측정 및 분석”, 김향균, 박서연, 이동호, 박창수(ETRI) ··················

··············································································································································································· p.209 ~ p.212

“도핑된 GaAs의 형광 및 시간분해 형광 특성”, 추장희(전력연), 서정철, 유성규, 신은주, 이주인, 김동호(KRISS), 

황영남, 박승한, 김 웅(연세대) ··························································································································· p.213 ~ p.217

“쌍안정 TN LCD의 광투과 특성”, 최길재, 김양수, 강기형, 정태혁, 윤태훈, 김재창, 남기곤(부산대), 이응상(삼성전

관) ·········································································································································································· p.218 ~ p.222

“베레만의 4×4 행렬방식을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편광투과특성 분석”, 양병관, 김규석(삼성전자), 노봉규(현대

전자), 김진승, 박희갑, 박찬(전북대), 이형종(전남대), 김재기(국과연) ···················································· p.223 ~ p.229

“광섬유 Fabry-Perot필터에서 광섬유 단면의 모양과 배치에 따른 결합손실 변화”, 김종호, 예윤해(경희대) ·············

··············································································································································································· p.230 ~ p.235

“단락된 가우스 광이 광학 디스크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박성종, 정창섭(전남대) ························ p.434 ~ p.439

“고속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다중양자우물구조의 애벌런치 광다이오드의 설계 및 제작”, 김성준, 김문정(서울대), 

D. L. Sivco, A. Y. Cho, J. M. M. Rios(Lucent Technologies) ································································· p.440 ~ p.444

제8권 1호 1997년 2월 23일 발간

“세개의 Gauss 동을 중첩한 간섭계형 결상계의 진폭임펄스와 초분해능”,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1 ~ p.6

“Fishtail Edge를 이용한 OTF 측정장치의 자동화”, 김태희, 최옥식(영남대), 조현모, 이윤우, 이인원(KRISS) ···········

······················································································································································································· p.7 ~ p.13

“홀로그래픽 간섭법을 이용한 편심하중에 의한 외팔보의 변형률분포 해석”, 박승옥, 김홍석, 권혁홍, 조동현(대진

대) ··············································································································································································· p.14 ~ p.18

“Dichromated Gelatin 박막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Zone Plate 제작 및 해석”, 임용석,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

대) ·············································································································································································· p.19 ~ p.25

“두 종모드 레이저 빛 사이의 맥놀이 신호를 이용한 간섭계에 의한 유효 광학 두께 측정”, 윤신영, 조규만(서강대), 

이용산(대진대) ························································································································································ p.26 ~ p.30

“가변 입사각 타원 해석법을 사용한 유리기판위의 이산화규소 박막의 굴절율 및 두께 측정”, 방현용, 김현종,  김상

열(아주대), 김병익(국립기술품질원) ··················································································································· p.31 ~ p.36

“이온 보조 증착에 의한 ZnS 광학 박막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과 환경적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형근, 반승

일,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 p.37 ~ p.41

“용액내 단일 분자 검출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싱 광자계수기의 제작”, 고동섭(목원대), S. Nord, M. Sauer, J. 

Wolfrum(Univ. Heidelberg) ······························································································································ p.42 ~ p.46

“반도체 레이저에 의해 펌핑되는 Cr:LiSAF 레이저의 연속 발진 특성”, 윤장한, 박종대, 조창호(배재대),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7 ~ p.51

“2모드 레이저의 출력에서 비대칭 매개변수의 영향”, 박구동, 하양, 김태수(울산대) ································ p.52 ~ p.57

“광섬유격자를 이용한 Erbium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광학적 이득제어”, 박희갑(전북대) ······················· p.58 ~ p.62

“분산천이 광섬유를 이용하는 등간격 다채널 광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4광파혼합 효과의 편광 의존성”, 이상

수, 이현재, 이동호, 박창수(ETRI) ························································································································ p.63 ~ p.67

“아세칠렌가스(13C2H2)분자의흡수선을 이용한 기준 광신호 및 광섬유 파브리-페로 필터에 의한 등간격 다중채널

의 안정화”, 이현재, 류갑열, 이동호, 박창수(ETRI) ····················································································· p.68 ~ p.72

“랜드/그루브 기록 광디스크에 대한 포커스 에러 신호 분석”, 이용재, 박병호, 신현국(삼성전자) ······· p.73 ~ p.79

제8권 2호 1997년 4월 30일 발간

“렌즈모듈을 이용한 광학계 설계 I: 줌렌즈의 First Order 최적설계”, 박성찬, 김영식(단국대) ················· p.81 ~ p.87

“미분증가치의 최적성 평가법을 도입한 감쇠최소자승법에 의한 광학 설계”, 김태희, 김경찬(계명대), 박진원, 최옥

식(영남대),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 p.88 ~ p.94

“회절 역문제로 유도한 변조된 Gauss 동합수에 대한 결상계의 OTF”,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 p.95 ~ p.98

“인코히어런트 삼각 홀로그래피의 구현과 복소홀로그램의 수치적 복원”, 김수길, 이병호(서울대), 김은수(광운대), 

손정영(KIST) ·························································································································································· p.99 ~ p.106

“고리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무회절 광속 발진”, 최승호, 김기식, 박대윤(인하대) ························ p.107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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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군 선택 광펌핑 분광학”, 박성종(충남대), 조혁(KAIST), 이호성(KRISS) ········································· p.366 ~ p.371

“시분해 반스톡스 라만 분광 신호의 스톡스광과 펌프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존성 계산”, 고춘수(원광대) ················

················································································································································································ p.372 ~ p.376

“제2고조파 발생특성을 통한 MgO가 2mole% 첨가된 LiNbO3 단결정의 poling 조건 연구”, 이종수, 이범구(서강

대), 주기태(KIST) ··············································································································································· p.377 ~ p.381

“이온 보조 증착에 의해 제작된 MgF2-TiO2 혼합 박막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 분석, 성창민, 반승일, 김형근, 김석

원, 한성홍(울산대) ············································································································································· p.382 ~ p.386

“Al2O3 박막의 후처리 효과가 Laser-Induced Damage Threshold에 미치는 영향”, 유연석, 이성훈(청주대) ··········

················································································································································································ p.387 ~ p.394

“반도체 레이저 단면의 실시간 무반사 및 고반사 코팅”, 김효상, 박홍진, 황보창권(인하대), 김부균(숭실대), 김형문, 

주흥로(ETRI) ····················································································································································· p.395 ~ p.402

“방향선소와 고유벡터 특징을 이용한 전기광학적 패턴인식 시스템”,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p.403 ~ p.409

“Transducer 최적화 설계에 의한 Laser Projection Display 용 음향광학변조기 제작 및 특성평가에 대한 연

구”, 차승남, 이항우, 김용훈, 황영모(삼성종합기술원) ················································································· p.410 ~ p.414

“편광 유지 광섬유를 이용한 Bragg Grating 센서 제작”, 김철진, 박태상, 이상배, 최상삼(KIST), 정해양(경희대) ······

················································································································································································· p.415 ~ p.419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은 물체에 대한 광학적 무작용 검출 시스템의 성질”, 장주석(부경대) ·········· p.420 ~ p.425

“개회로 FOG의 폐회로 신호처리기의 구현”, 김도익, 예윤해(경희대) ··················································· p.426 ~ p.430

“물매-굴절률 기판을 이용한 평판광학적 광신호 연결”, 조무희, 김영식(단국대), 송석호(ETRI) ········ p.431 ~ p.437

“용액 불안정이 InGaAsP/InP 액상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 오수환, 안세경, 홍창희(해양대) ··········· p.438 ~ p.442

제8권 6호 1997년 12월 30일 발간

“분광타원해석법을 이용한 Ge2Sb2Te5의 복소굴절율 결정”,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서훈, 박정우, 정태희(LG종합

기술원) ····························································································································································· p.445 ~ p.449

“복굴절 필터를 사용한 펄스동작 Ti:Sapphire 레이저의 파장 가변특성”, 김병태, 이형권(청주대) ··· p.450 ~ p.455

“투과광 스펙트럼 측정법을 이용한 링레이저 공진기의 광학적 특성”, 전형욱,최용진,이기홍(한양대), 신상훈, 이혁

수, 손정영(KIST) ················································································································································· p.456 ~ p.460

“상분리 온도 근방에서 섞임체 단백질-물의 비선형광학적 특성”, 조창호, 김태균, 서영석(배재대) ······························

················································································································································································ p.461 ~ p.465

“비정질 As2S3를 중간층으로 하는 Fabry-Perot 에탈론에서의 광쌍안정에 관한 연구”, 김강호, 김석원, 한성홍 

(울산대) ································································································································································ p.466 ~ p.470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 동특성과 과도 현상의 억제”, 박서연,김향균(ETRI),신상영(KASIT) ······················

················································································································································································· p.471 ~ p.475

“광대역폭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중심파장 안정성”, 진영준, 박희갑(전북대) ······························ p.476 ~ p.481

“광전류 효과를 이용한 CO2 레이저 도플러 속도 측정기”, 최종운(KRISS), 김용평(경희대), 김윤명(단국대) ··············

··············································································································································································· p.482 ~ p.485

“액정셀의 광학적 동특성 분석을 위한 실시간 측광식 편광계측기: 제작과 성능시험”, 양병관, 노봉규, 박찬, 김진승

(전북대), 김재기(국방과학연) ··························································································································· p.486 ~ p.491

“굽은 비선형 도파로를 이용한 완전 광 신호 처리 소자”, 김찬기, 정준영, 장형욱, 송준혁, 정제명(한양대) ·················

··············································································································································································· p.492 ~ p.499

“CMOS IC와 집적 가능한 비정질 p-i-n 광 수신기 제작에 관한 연구”, 곽철호, 유희준(강원대), 장진, 문병연(경희

대) ········································································································································································ p.500 ~ p.505

“WDM 네트웍을 위한 광 귀환에 의해 이득이 고정된 EDFA의 귀환 파장에 따른 특성”, 김상용, 정준, 채창준(한국

통신), 이병호(서울대) ········································································································································ p.236 ~ p.240

“광섬유를 이용한 위치 다중화 구조의 체적 홀로그램”, 강용훈, 김기현, 이병호(서울대) ····················· p.241 ~ p.244

“모드 결합을 최적화 하기 위해 수정된 결합 영역을 갖는 전기광학 폴리머 디지탈 광스위치”, 이상신, 신상영

(KAIST) ·································································································································································· p.245~ p.249

“분산과 SPM이 존재하는 2.5 Gbps, 8채널 400 km 광 링크 시스템에서의 처핑 계수를 이용한 수신 감도 저하의 

최소화”, 강용훈, 박영일, 김익상, 채창준(한국통신), 이병호(서울대) ····················································· p.250 ~ p.253

제8권 4호 1997년 8월 30일 발간

“회전원판식 공초점 현미경의 구성과 광학특성”, 신은성, 남기봉(한림대) ·············································· p.255 ~ p.259

“Dichromated Gelatin 홀로그램의 편광 특성과 편광분리 소자 응용”, 이영락, 임용석,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박진원(PK), 이윤우(KRISS) ····························································································································· p.260 ~ p.266

“홀로그래피 간섭계를 이용한 횡변위와 종변위의 동시 측정”, 김달우, 임부빈(포항공대) ··················· p.267 ~ p.276

“PECVD방법으로 성장시킨 DLC 박막의 복소굴절율 및 성장조건에 따른 박막상수 변화”, 김상준, 방현용, 김상열 

(아주대), 김성화(한국광학기술개발), 이상현, 김성영(한국생산기술연) ··················································· p.277 ~ p.282

“TIS 방법을 이용한 유전체 고반사 거울의 산란 측정”, 조현주, 박홍진, 황보창권(인하대), 문환구, 김진태, 손승현

(고등기술연), 이재철(아주대) ··························································································································· p.283 ~ p.290

“Slot형 구리 이온 레이저”, 송순달, 홍남관(한서대) ····················································································· p.291 ~ p.296

“반공초점 공진기 구리증기레이저의 퍼짐각 제어”, 정지철, 유영태(조선대), 임기건(전남대) ············ p.297 ~ p.302

“반도체레이저 단면여기 고체레이저에서의 최적 공진조건에 관한 해석”, 김병태, 김태석(청주대) ·· p.303 ~ p.307

“진행거리에 따른 비선형 굴절률의 점진적 증폭에 의하여 생성된 어두둔 공간솔리톤 배열”, 전진호, 김광훈, 문희

종, 고광훈, 이원규,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308 ~ p.314

“Ce-SBN:60 결정에서 광굴절 부피격자를 이용한 광편향”, 안준원, 김남(충북대), 이권연(순천대), 김혜영, 원용협

(ETRI) ···································································································································································· p.315 ~ p.319

“Gyroscope용 광대역폭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구성과 특성 측정”, 임경아(고등기술연), 진영준, 박희갑(전북

대) ········································································································································································· p.320 ~ p.326

“10 Gb/s 급 광통신용 λ=1.55 ㎛ SI-PBH DFB-LD의 제작 및 특성연구”, 김형문, 김정수, 오대곤, 주흥로, 박성수, 

송민규, 곽봉신, 김홍만, 편광의(ETRI) ············································································································ p.327 ~ p.332

“Mach-Zehnder 간섭계를 이용한 광섬유 격자쌍 스트레인 센서의 신호처리 방법”, 송민호,이병호(서울대), 이상

배, 최상삼(KIST) ················································································································································· p.333 ~ p.339

“압전 소자형 광섬유 격자 소자를 이용한 파장 분할 다중화 시스템용 파장 가변형 광분기/결합 장치”, 김세윤, 이상

배, 최상삼(KIST), 정준(한국통신), 정지채(고려대) ··················································································· p.340 ~ p.344

“전자기파 산란을 이용한 Submicron 광학 MASK의 특성 및 최적화”, 최준규, 박정보, 김유석, 이성묵(서울대) ········

················································································································································································ p.345 ~ p.352

“색소 농도에 따른 형광 광자의 계수율: 광자 검출기의 Dead Time 효과”, 고동섭(목원대) ··············· p.353 ~ p.355

제8권 5호 1997년 10월 30일 발간

“밀도 반전된 Nd:YAG 에서의 자체 발진 위상공액 레이저”, 김동환(KIST), M. J. Damzen(Imperial College) ·············

················································································································································································ p.357 ~ p.361

“간섭계를 응용한 광학 장치에서의 위상 안정화 방법”, 김종훈, 김동성(숭실대) ·································· p.362 ~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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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군 선택 광펌핑 분광학”, 박성종(충남대), 조혁(KAIST), 이호성(KRISS) ········································· p.366 ~ p.371

“시분해 반스톡스 라만 분광 신호의 스톡스광과 펌프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존성 계산”, 고춘수(원광대) ················

················································································································································································ p.372 ~ p.376

“제2고조파 발생특성을 통한 MgO가 2mole% 첨가된 LiNbO3 단결정의 poling 조건 연구”, 이종수, 이범구(서강

대), 주기태(KIST) ··············································································································································· p.377 ~ p.381

“이온 보조 증착에 의해 제작된 MgF2-TiO2 혼합 박막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 분석, 성창민, 반승일, 김형근, 김석

원, 한성홍(울산대) ············································································································································· p.382 ~ p.386

“Al2O3 박막의 후처리 효과가 Laser-Induced Damage Threshold에 미치는 영향”, 유연석, 이성훈(청주대) ··········

················································································································································································ p.387 ~ p.394

“반도체 레이저 단면의 실시간 무반사 및 고반사 코팅”, 김효상, 박홍진, 황보창권(인하대), 김부균(숭실대), 김형문, 

주흥로(ETRI) ····················································································································································· p.395 ~ p.402

“방향선소와 고유벡터 특징을 이용한 전기광학적 패턴인식 시스템”,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p.403 ~ p.409

“Transducer 최적화 설계에 의한 Laser Projection Display 용 음향광학변조기 제작 및 특성평가에 대한 연

구”, 차승남, 이항우, 김용훈, 황영모(삼성종합기술원) ················································································· p.410 ~ p.414

“편광 유지 광섬유를 이용한 Bragg Grating 센서 제작”, 김철진, 박태상, 이상배, 최상삼(KIST), 정해양(경희대) ······

················································································································································································· p.415 ~ p.419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은 물체에 대한 광학적 무작용 검출 시스템의 성질”, 장주석(부경대) ·········· p.420 ~ p.425

“개회로 FOG의 폐회로 신호처리기의 구현”, 김도익, 예윤해(경희대) ··················································· p.426 ~ p.430

“물매-굴절률 기판을 이용한 평판광학적 광신호 연결”, 조무희, 김영식(단국대), 송석호(ETRI) ········ p.431 ~ p.437

“용액 불안정이 InGaAsP/InP 액상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 오수환, 안세경, 홍창희(해양대) ··········· p.438 ~ p.442

제8권 6호 1997년 12월 30일 발간

“분광타원해석법을 이용한 Ge2Sb2Te5의 복소굴절율 결정”,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서훈, 박정우, 정태희(LG종합

기술원) ····························································································································································· p.445 ~ p.449

“복굴절 필터를 사용한 펄스동작 Ti:Sapphire 레이저의 파장 가변특성”, 김병태, 이형권(청주대) ··· p.450 ~ p.455

“투과광 스펙트럼 측정법을 이용한 링레이저 공진기의 광학적 특성”, 전형욱,최용진,이기홍(한양대), 신상훈, 이혁

수, 손정영(KIST) ················································································································································· p.456 ~ p.460

“상분리 온도 근방에서 섞임체 단백질-물의 비선형광학적 특성”, 조창호, 김태균, 서영석(배재대) ······························

················································································································································································ p.461 ~ p.465

“비정질 As2S3를 중간층으로 하는 Fabry-Perot 에탈론에서의 광쌍안정에 관한 연구”, 김강호, 김석원, 한성홍 

(울산대) ································································································································································ p.466 ~ p.470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 동특성과 과도 현상의 억제”, 박서연,김향균(ETRI),신상영(KASIT) ······················

················································································································································································· p.471 ~ p.475

“광대역폭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중심파장 안정성”, 진영준, 박희갑(전북대) ······························ p.476 ~ p.481

“광전류 효과를 이용한 CO2 레이저 도플러 속도 측정기”, 최종운(KRISS), 김용평(경희대), 김윤명(단국대) ··············

··············································································································································································· p.482 ~ p.485

“액정셀의 광학적 동특성 분석을 위한 실시간 측광식 편광계측기: 제작과 성능시험”, 양병관, 노봉규, 박찬, 김진승

(전북대), 김재기(국방과학연) ··························································································································· p.486 ~ p.491

“굽은 비선형 도파로를 이용한 완전 광 신호 처리 소자”, 김찬기, 정준영, 장형욱, 송준혁, 정제명(한양대) ·················

··············································································································································································· p.492 ~ p.499

“CMOS IC와 집적 가능한 비정질 p-i-n 광 수신기 제작에 관한 연구”, 곽철호, 유희준(강원대), 장진, 문병연(경희

대) ········································································································································································ p.500 ~ p.505

“WDM 네트웍을 위한 광 귀환에 의해 이득이 고정된 EDFA의 귀환 파장에 따른 특성”, 김상용, 정준, 채창준(한국

통신), 이병호(서울대) ········································································································································ p.236 ~ p.240

“광섬유를 이용한 위치 다중화 구조의 체적 홀로그램”, 강용훈, 김기현, 이병호(서울대) ····················· p.241 ~ p.244

“모드 결합을 최적화 하기 위해 수정된 결합 영역을 갖는 전기광학 폴리머 디지탈 광스위치”, 이상신, 신상영

(KAIST) ·································································································································································· p.245~ p.249

“분산과 SPM이 존재하는 2.5 Gbps, 8채널 400 km 광 링크 시스템에서의 처핑 계수를 이용한 수신 감도 저하의 

최소화”, 강용훈, 박영일, 김익상, 채창준(한국통신), 이병호(서울대) ····················································· p.250 ~ p.253

제8권 4호 1997년 8월 30일 발간

“회전원판식 공초점 현미경의 구성과 광학특성”, 신은성, 남기봉(한림대) ·············································· p.255 ~ p.259

“Dichromated Gelatin 홀로그램의 편광 특성과 편광분리 소자 응용”, 이영락, 임용석,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박진원(PK), 이윤우(KRISS) ····························································································································· p.260 ~ p.266

“홀로그래피 간섭계를 이용한 횡변위와 종변위의 동시 측정”, 김달우, 임부빈(포항공대) ··················· p.267 ~ p.276

“PECVD방법으로 성장시킨 DLC 박막의 복소굴절율 및 성장조건에 따른 박막상수 변화”, 김상준, 방현용, 김상열 

(아주대), 김성화(한국광학기술개발), 이상현, 김성영(한국생산기술연) ··················································· p.277 ~ p.282

“TIS 방법을 이용한 유전체 고반사 거울의 산란 측정”, 조현주, 박홍진, 황보창권(인하대), 문환구, 김진태, 손승현

(고등기술연), 이재철(아주대) ··························································································································· p.283 ~ p.290

“Slot형 구리 이온 레이저”, 송순달, 홍남관(한서대) ····················································································· p.291 ~ p.296

“반공초점 공진기 구리증기레이저의 퍼짐각 제어”, 정지철, 유영태(조선대), 임기건(전남대) ············ p.297 ~ p.302

“반도체레이저 단면여기 고체레이저에서의 최적 공진조건에 관한 해석”, 김병태, 김태석(청주대) ·· p.303 ~ p.307

“진행거리에 따른 비선형 굴절률의 점진적 증폭에 의하여 생성된 어두둔 공간솔리톤 배열”, 전진호, 김광훈, 문희

종, 고광훈, 이원규,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308 ~ p.314

“Ce-SBN:60 결정에서 광굴절 부피격자를 이용한 광편향”, 안준원, 김남(충북대), 이권연(순천대), 김혜영, 원용협

(ETRI) ···································································································································································· p.315 ~ p.319

“Gyroscope용 광대역폭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구성과 특성 측정”, 임경아(고등기술연), 진영준, 박희갑(전북

대) ········································································································································································· p.320 ~ p.326

“10 Gb/s 급 광통신용 λ=1.55 ㎛ SI-PBH DFB-LD의 제작 및 특성연구”, 김형문, 김정수, 오대곤, 주흥로, 박성수, 

송민규, 곽봉신, 김홍만, 편광의(ETRI) ············································································································ p.327 ~ p.332

“Mach-Zehnder 간섭계를 이용한 광섬유 격자쌍 스트레인 센서의 신호처리 방법”, 송민호,이병호(서울대), 이상

배, 최상삼(KIST) ················································································································································· p.333 ~ p.339

“압전 소자형 광섬유 격자 소자를 이용한 파장 분할 다중화 시스템용 파장 가변형 광분기/결합 장치”, 김세윤, 이상

배, 최상삼(KIST), 정준(한국통신), 정지채(고려대) ··················································································· p.340 ~ p.344

“전자기파 산란을 이용한 Submicron 광학 MASK의 특성 및 최적화”, 최준규, 박정보, 김유석, 이성묵(서울대) ········

················································································································································································ p.345 ~ p.352

“색소 농도에 따른 형광 광자의 계수율: 광자 검출기의 Dead Time 효과”, 고동섭(목원대) ··············· p.353 ~ p.355

제8권 5호 1997년 10월 30일 발간

“밀도 반전된 Nd:YAG 에서의 자체 발진 위상공액 레이저”, 김동환(KIST), M. J. Damzen(Imperial College) ·············

················································································································································································ p.357 ~ p.361

“간섭계를 응용한 광학 장치에서의 위상 안정화 방법”, 김종훈, 김동성(숭실대) ·································· p.362 ~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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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파혼합을 이용한 온도에 따른 분산천이광섬유(DSF)의 영분산파장 변화 측정”, 김상혁, 김동환, 조재철, 김선

호, 김상국, 최상삼(KIST), 조규만(서강대) ······································································································· p.123 ~ p.126

제9권 3호 1998년 6월 30일 발간

“준열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광전자 분포 측정”, 김헌오, 하양, 신종태,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129 ~ p.133

“원적외선 대역 4:1 줌 망원경광학계 설계”, 김현숙, 김창우, 홍석민(국방과학연구소) ·························· p.134 ~ p.141

“잔류수차가 있는 유한 가우스 동의 회절진폭 분포”,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142 ~ p.145

“타원편광 조명에 의한 초점심도 향상에 관한 연구”, 박정보, 김기호, 이성묵(서울대) ························· p.146 ~ p.150

파장가변 광섬유 간섭형 필터 연구개발”, 예윤해, 윤지욱(경희대), 이성필(경남대) ································ p.151 ~ p.155

“실리콘 기판의 광집적회로를 위한 Pyrex 무응력 도파박막”, 이형종, 문형명, 정형곤, 이용태, 김한수, 전영윤(정보

통신연), 정석종, 윤선현(전남대) ······················································································································· p.156 ~ p.161

“이온빔보조증착으로 제작한 저굴절률 SiOxFy 광학박막의 특성연구”, 이필주, 황보창권(인하대) ···· p.162 ~ p.167

“Far-Field 위상 변조량 측정법을 이용한 광학매질의 비선형 특성 측정”, 김성훈, 양준묵(충남대), 김용평(경희대), 

이영우(목원대), 정영붕(KRISS), 신동주(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68 ~ p.174

“Czochralski 방법에 의한 Nd:YAG 단결정의 육성 및 레이저 출력특성”, 이상호, 김한태, 배소익(쌍용중앙연), 정수

진(서울대) ····························································································································································· p.175 ~ p.180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장거리 전송에 따른 이득 평탄화 특성”, 정희상, 이동한(충남대), 정윤철(KAIST), 

안성준, 조홍근(전력연) ······································································································································· p.181 ~ p.185

“금코팅 유리관 반사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여기 고출력 고효율 Nd:YAG 레이저”, 이종민, 문희종, 이종훈, 한재민, 

이용주(KAERI) ····················································································································································· p.186 ~ p.190

“반도체 레이저용 Holographic Collimating Lens 설계 제작”, 임용석,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 p.191 ~ p.198

“회전, 각, 그리고 공간 다중화 방법을 결합사용한 홀로그램 기록 시스템”,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 p.199 ~ p.204

“MTFA에 의한 칼라 CRT의 화질 평가”, 김태희,이윤우, 조현모, 이인원(표준연), 김준현, 최옥식(영남대) ···················

················································································································································································· p.205 ~ p.211

제9권 4호 1998년 8월 30일 발간

“측쇄결합 폴리머 필름의 전기광학 특성 측정”, 김광택, 김성국(경북대) ················································· p.215 ~ p.220

“Er3+ 첨가 중금속 산화물 유리의 다중포논 완화와 주파수 상향 전이 현상”, 최용규, 김경헌(ETRI), 허종(포항공대) 

················································································································································································ p.221 ~ p.226

“가우스 동 결상계에 대한 Strehl Ratio와 Marechal 한계”,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 p.227 ~ p.230

“Cr4+:YAG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레이저 다이오드 뒷면 여기 Nd:YAG 레이저의 들뜸 효율 및 Q-Switching 특성 

연구”, 정태문, 김광석, 문희종, 이종훈, 김철중, 이종민(KAERI) ······························································· p.231 ~ p.235

“제2종 위상정합용 KTiOPO4와 고리형 공동을 이용한 제2고조파 발진”, 김경범, 박주현, 노재우(인하대) ·················

················································································································································································ p.236 ~ p.239

“연속발진 레이저를 이용한 공동 광자감쇠 분광기 연구”, 유용심, 한재원(KRISS), 김재완, 이재용, 이해웅(KAIST) ··

················································································································································································ p.240 ~ p.244

“백색광주사간섭무늬의 정점검출을 위한 이차다항식맞춤 알고리즘”, 박민철, 김승우(KAIST) ·········· p.245 ~ p.250

“렌즈군의 일반화된 등가렌즈 변환”,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p.251 ~ p.257

“광결합 변화에 의해 부모드 억제된 협대역 수직 결합기 파장 여과기”, 한상국(연세대) ···················· p.506 ~ p.509

“실리콘 광학벤치를 사용한 수동정렬형 광송수신기용 광부모듈의 제작”, 이상환, 주관종, 황남, 문종태, 송민규, 

편광의(ETRI), 이용현(경북대) ··························································································································· p.510 ~ p.515

제9권 1호 1998년 2월 28일 발간

“4분할 광검출기를 이용한 표면 추적 효과의 공초점 현미경”, 김수철, 송장섭, 권남익(한국외국어대) ······ p.1 ~ p.4

“4×4행렬 연산에서 Fabry-Perot 효과의 제거방법”, 우성일, 백흠일, 박구현, 박세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

대) ·················································································································································································· p.5 ~ p.8

“사방격자를 이용한 그림자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의 무아래 무늬의 절대차수 결정법”, 조선미, 육근철(공주대), 

조재흥, 장수(한남대) ················································································································································ p.9 ~ p.14

“4광파 혼합 현상을 이용한 스펙트럼 저미어진 광섬유 증폭 광원의 SNR 개선 방법”, 한정희(ETRI), 고준원, 이재승

(광운대), 신상영(KAIST) ········································································································································· p.15 ~ p.19

“분산천이 광섬유의 영분산 파장영역에서 선형분산 곡선측정”,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KIST) ·······················

···················································································································································································· p.20 ~ p.24

“다중모드 광섬유의 모드스패클 패턴을 이용한 광연결”, 양준영, 장주석, 정신일(부경대) ····················· p.25 ~ p.30

“Acrylamide Photopolymer 의 제작 및 홀로그램 기록 특성”, 경천수, 성기영,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1 ~ p.37

“CRT 디스플레이의 바탕 화면 영향을 고려한 색 재현 알고리즘”, 박승옥, 김흥석, 조대근(대진대) ····· p.38 ~ p.46

제9권 2호 1998년 4월 30일 발간

“광선추적법에 의한 푸리에 변환 렌즈로서의 TPHK(Telecentric Paraxial Holographic Kinoform)의 표면 양각형태

에 대한 분석”, 김성우, 조두진(아주대) ··············································································································· p.51 ~ p.58

“일차원적 비균일 개구변조가 광학계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59 ~ p.62

“광 산란 측정을 통한 수직 공진 표면광 레이저 반사경의 계면 거칠기 분석”, 주영구, 강명수, 이용희(KAIST), 신현

국, 김일(삼성전자) ················································································································································· p.63 ~ p.69

“혼합 ZnS-SiO2 광학 박막의 제작 및 특성 분석”, 한성홍, 성창민, 이경진, 류태욱, 정종영, 김석원(울산대) ·············

···················································································································································································· p.70 ~ p.75

“늦은 용액증발법으로 제작한 유기단결정 Para-Toluene Sulfonate의 비선형 광학상수 측정”, 황보창권(인하대) ····

···················································································································································································· p.76 ~ p.85

“전기장에 의한 Cs+-Na+ 이온교환으로 제작된 유리 광도파로”, 김영철, 원영희, 조두진(아주대) ······ p.86 ~ p.91

“비선형 거울층을 가진 비선형 Etalon의 광쌍안정 특성”, 신동섭, 김덕봉,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김선호(KIST) ·····

···················································································································································································· p.92 ~ p.95

“공진형 외부 캐비티 부착 반도체 레이저의 광피드백 장기 안정화”, 신철호(목포해양대) ······················ p.96 ~ p.99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WDM 광원의 파장 안정화”, 이승탁, 박영일, 채창준(한국통신) ······················· p.100 ~ p.103

“Cu-KNSBN 결정에서 시변조된 광신호의 광굴절 2광파결합 특성 및 응용”, 소지영, 이권연(순천대) ························

················································································································································································· p.104 ~ p.110

“InGaAs/InGaAsP 다중양자우물 레이저에서 변형이 문턱전류밀도에 미치는 효과”,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주흥

로,김형문(ETRI), 김태환 ······································································································································· p.111 ~ p.116

“쌍안정 TN 액정셀의 스위칭 특성 해석”, 김병석, 김양수,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17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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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파혼합을 이용한 온도에 따른 분산천이광섬유(DSF)의 영분산파장 변화 측정”, 김상혁, 김동환, 조재철, 김선

호, 김상국, 최상삼(KIST), 조규만(서강대) ······································································································· p.123 ~ p.126

제9권 3호 1998년 6월 30일 발간

“준열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광전자 분포 측정”, 김헌오, 하양, 신종태,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129 ~ p.133

“원적외선 대역 4:1 줌 망원경광학계 설계”, 김현숙, 김창우, 홍석민(국방과학연구소) ·························· p.134 ~ p.141

“잔류수차가 있는 유한 가우스 동의 회절진폭 분포”,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142 ~ p.145

“타원편광 조명에 의한 초점심도 향상에 관한 연구”, 박정보, 김기호, 이성묵(서울대) ························· p.146 ~ p.150

파장가변 광섬유 간섭형 필터 연구개발”, 예윤해, 윤지욱(경희대), 이성필(경남대) ································ p.151 ~ p.155

“실리콘 기판의 광집적회로를 위한 Pyrex 무응력 도파박막”, 이형종, 문형명, 정형곤, 이용태, 김한수, 전영윤(정보

통신연), 정석종, 윤선현(전남대) ······················································································································· p.156 ~ p.161

“이온빔보조증착으로 제작한 저굴절률 SiOxFy 광학박막의 특성연구”, 이필주, 황보창권(인하대) ···· p.162 ~ p.167

“Far-Field 위상 변조량 측정법을 이용한 광학매질의 비선형 특성 측정”, 김성훈, 양준묵(충남대), 김용평(경희대), 

이영우(목원대), 정영붕(KRISS), 신동주(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68 ~ p.174

“Czochralski 방법에 의한 Nd:YAG 단결정의 육성 및 레이저 출력특성”, 이상호, 김한태, 배소익(쌍용중앙연), 정수

진(서울대) ····························································································································································· p.175 ~ p.180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장거리 전송에 따른 이득 평탄화 특성”, 정희상, 이동한(충남대), 정윤철(KAIST), 

안성준, 조홍근(전력연) ······································································································································· p.181 ~ p.185

“금코팅 유리관 반사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여기 고출력 고효율 Nd:YAG 레이저”, 이종민, 문희종, 이종훈, 한재민, 

이용주(KAERI) ····················································································································································· p.186 ~ p.190

“반도체 레이저용 Holographic Collimating Lens 설계 제작”, 임용석,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 p.191 ~ p.198

“회전, 각, 그리고 공간 다중화 방법을 결합사용한 홀로그램 기록 시스템”,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 p.199 ~ p.204

“MTFA에 의한 칼라 CRT의 화질 평가”, 김태희,이윤우, 조현모, 이인원(표준연), 김준현, 최옥식(영남대) ···················

················································································································································································· p.205 ~ p.211

제9권 4호 1998년 8월 30일 발간

“측쇄결합 폴리머 필름의 전기광학 특성 측정”, 김광택, 김성국(경북대) ················································· p.215 ~ p.220

“Er3+ 첨가 중금속 산화물 유리의 다중포논 완화와 주파수 상향 전이 현상”, 최용규, 김경헌(ETRI), 허종(포항공대) 

················································································································································································ p.221 ~ p.226

“가우스 동 결상계에 대한 Strehl Ratio와 Marechal 한계”,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 p.227 ~ p.230

“Cr4+:YAG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레이저 다이오드 뒷면 여기 Nd:YAG 레이저의 들뜸 효율 및 Q-Switching 특성 

연구”, 정태문, 김광석, 문희종, 이종훈, 김철중, 이종민(KAERI) ······························································· p.231 ~ p.235

“제2종 위상정합용 KTiOPO4와 고리형 공동을 이용한 제2고조파 발진”, 김경범, 박주현, 노재우(인하대) ·················

················································································································································································ p.236 ~ p.239

“연속발진 레이저를 이용한 공동 광자감쇠 분광기 연구”, 유용심, 한재원(KRISS), 김재완, 이재용, 이해웅(KAIST) ··

················································································································································································ p.240 ~ p.244

“백색광주사간섭무늬의 정점검출을 위한 이차다항식맞춤 알고리즘”, 박민철, 김승우(KAIST) ·········· p.245 ~ p.250

“렌즈군의 일반화된 등가렌즈 변환”,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p.251 ~ p.257

“광결합 변화에 의해 부모드 억제된 협대역 수직 결합기 파장 여과기”, 한상국(연세대) ···················· p.506 ~ p.509

“실리콘 광학벤치를 사용한 수동정렬형 광송수신기용 광부모듈의 제작”, 이상환, 주관종, 황남, 문종태, 송민규, 

편광의(ETRI), 이용현(경북대) ··························································································································· p.510 ~ p.515

제9권 1호 1998년 2월 28일 발간

“4분할 광검출기를 이용한 표면 추적 효과의 공초점 현미경”, 김수철, 송장섭, 권남익(한국외국어대) ······ p.1 ~ p.4

“4×4행렬 연산에서 Fabry-Perot 효과의 제거방법”, 우성일, 백흠일, 박구현, 박세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

대) ·················································································································································································· p.5 ~ p.8

“사방격자를 이용한 그림자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의 무아래 무늬의 절대차수 결정법”, 조선미, 육근철(공주대), 

조재흥, 장수(한남대) ················································································································································ p.9 ~ p.14

“4광파 혼합 현상을 이용한 스펙트럼 저미어진 광섬유 증폭 광원의 SNR 개선 방법”, 한정희(ETRI), 고준원, 이재승

(광운대), 신상영(KAIST) ········································································································································· p.15 ~ p.19

“분산천이 광섬유의 영분산 파장영역에서 선형분산 곡선측정”,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KIST) ·······················

···················································································································································································· p.20 ~ p.24

“다중모드 광섬유의 모드스패클 패턴을 이용한 광연결”, 양준영, 장주석, 정신일(부경대) ····················· p.25 ~ p.30

“Acrylamide Photopolymer 의 제작 및 홀로그램 기록 특성”, 경천수, 성기영,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1 ~ p.37

“CRT 디스플레이의 바탕 화면 영향을 고려한 색 재현 알고리즘”, 박승옥, 김흥석, 조대근(대진대) ····· p.38 ~ p.46

제9권 2호 1998년 4월 30일 발간

“광선추적법에 의한 푸리에 변환 렌즈로서의 TPHK(Telecentric Paraxial Holographic Kinoform)의 표면 양각형태

에 대한 분석”, 김성우, 조두진(아주대) ··············································································································· p.51 ~ p.58

“일차원적 비균일 개구변조가 광학계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59 ~ p.62

“광 산란 측정을 통한 수직 공진 표면광 레이저 반사경의 계면 거칠기 분석”, 주영구, 강명수, 이용희(KAIST), 신현

국, 김일(삼성전자) ················································································································································· p.63 ~ p.69

“혼합 ZnS-SiO2 광학 박막의 제작 및 특성 분석”, 한성홍, 성창민, 이경진, 류태욱, 정종영, 김석원(울산대) ·············

···················································································································································································· p.70 ~ p.75

“늦은 용액증발법으로 제작한 유기단결정 Para-Toluene Sulfonate의 비선형 광학상수 측정”, 황보창권(인하대) ····

···················································································································································································· p.76 ~ p.85

“전기장에 의한 Cs+-Na+ 이온교환으로 제작된 유리 광도파로”, 김영철, 원영희, 조두진(아주대) ······ p.86 ~ p.91

“비선형 거울층을 가진 비선형 Etalon의 광쌍안정 특성”, 신동섭, 김덕봉,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김선호(KIST) ·····

···················································································································································································· p.92 ~ p.95

“공진형 외부 캐비티 부착 반도체 레이저의 광피드백 장기 안정화”, 신철호(목포해양대) ······················ p.96 ~ p.99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WDM 광원의 파장 안정화”, 이승탁, 박영일, 채창준(한국통신) ······················· p.100 ~ p.103

“Cu-KNSBN 결정에서 시변조된 광신호의 광굴절 2광파결합 특성 및 응용”, 소지영, 이권연(순천대) ························

················································································································································································· p.104 ~ p.110

“InGaAs/InGaAsP 다중양자우물 레이저에서 변형이 문턱전류밀도에 미치는 효과”,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주흥

로,김형문(ETRI), 김태환 ······································································································································· p.111 ~ p.116

“쌍안정 TN 액정셀의 스위칭 특성 해석”, 김병석, 김양수,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17 ~ p.122

5503부•부록 551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내부 반사경 543 nm He-Ne 레이저의 편광특성과 단일모드 출력”, 김경찬(계명대), 서호성, 엄태봉, 윤태현

(KRISS) ······························································································································································· p.403 ~ p.407

“광도파로의 곡률 반경에 따른 모드특성과 Lateral Offset 변화”, 박순룡, 김우택, 라상호, 오범환(인하대) ················

················································································································································································ p.408 ~ p.412

“파장분할방식 장거리 광전송을 위한 음향광학필터를 이용한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 평탄화”, 안성준, 

조홍근(전력연), 정희상, 이동한(충남대) ········································································································· p.413 ~ p.416

“쌍안정 TN LCD 의 고속 매트릭스 어드레싱을 위한 패널 파라미터와 구동 파형의 최적화”, 이기동, 박구현, 장기

철,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이응상(삼성전관) ······························································································ p.417 ~ p.422

“Ce:BaTiO3, MgO:LiNbO3와 Fe:LiNbO3 결정에서의 이광파혼합 실험”, 주원제, 박주형, 곽장만, 오차환, 송석호, 

한양규, 김필수(한양대) ····································································································································· p.423 ~ p.427

“1×8 배열, 7.8 ㎛ 최대반응 GaAs/AlGaAs 양자우물 적외선 검출기”, 박은영, 최정우(경희대), 노삼규(KRISS), 

최우석, 박승한(연세대), 조태희, 홍성철(KAIST), 오병성(충남대), 이승주(육사) ···································· p.428 ~ p.432

제10권 1호 1999년 2월 28일 발간

“용액내 단분자의 형광소멸시간 계측”, 고동섭(목원대) ······················································································· p.1 ~ p.4

“가우스형 에바네슨트파의 광압에 의한 Mie 입자 결합체들의 회전”, 송영곤, 장수, 조재흥(한남대) ········· p.5 ~ p.9

“일차원적 비균일 위상변조가 광학계의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 이윤(육사) ···································· p.10 ~ p.14

“Laser Scanning Unit용 광학계 설계”, 임천석(삼성전기) ·············································································· p.15 ~ p.20

“광학적 입자열 측정법에 의한 폴리스티렌구의 평균지름 측정”, 강주식, 박병천(KRISS) ························ p.21 ~ p.26

“반사형 LCD를 위한 홀로그래픽 반사판의 제작”, 우성일, 백흠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장주석(부경대) 

····················································································································································································· p.27 ~ p.31

“반사형 강유전성 액정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한 CGH의 양자화 방법에 따른 재생 특성 비교”, 최한섭, 유연석 

(청주대) ··································································································································································· p.32 ~ p.39

“3차원 구조 광도파로소자의 신속 정확한 광속전파 전산해석을 위한 유효굴절률법의 수정”, 김한수, 이형종(전남

대), 전영윤(정통연관), 양순철(목포대), 김진승(전북대), 정영철(광운대) ···················································· p.40 ~ p.46

“어븀 첨가 광섬유의 첨가 농도에 따른 광유도 굴절률 및 분산의 변화”, 강승범, 임기수(충북대), 이학규, 임동

성, 김경헌(ETRI) ····················································································································································· p.47 ~ p.52

“펄스형 Nd:YAG 레이저의 출력특성과 이득계수 측정”, 박대윤, 김현태, 최철재(인하대) ························p.53 ~ p.57

“고차 조화 모드록킹된 반도체-광섬유 레이저 구성과 출력 광펄스의 압축”,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KIST) 

···················································································································································································· p.58 ~ p.63

“10 Gb/s 광신호의 320 km 분산천이 광섬유 전송실험”, 이상수,이창희(KAIST),한정희, 김향균, 류갑열, 윤태열, 

유태환, 곽봉신, 송재호, 이동호, 박창수(ETRI), 박문수(삼성전자) ································································ p.64 ~ p.67

“주파수 변환 귀환 방식의 광섬유 솔리톤 레이저에서의 Self-Heterodyne의한 펄스폭 측정”, 윤승철, 박희갑(전북

대) ·············································································································································································· p.68 ~ p.72

“반도체 광스위치 모듈의 제작 및 특성연구”, 강승구, 송민규, 박성수, 이상환, 황남, 이희태, 오광룡, 주관종(ETRI) 

····················································································································································································· p.73 ~ p.79

“비등방성 반도체 양자우물에서의 자유전자 흡수에 의한 광자의 흡수계수의 모델”, 김경염, 이병호(서울대), 이찬

호(숭실대) ································································································································································ p.80 ~ p.86

“준탄성광산란을 이용한 0.3 ㎛ 폴리스티렌구의 평균지름 측정 불확도 향상”, 박병천, 정명세(KRISS) ·······················

················································································································································································· p.258~ p.263

“영상처리에 의한 화염 발광 라디칼의 가시화”, 김경찬, 김영민, 김태권, 정주영(계명대) ··················· p.264 ~ p.269

“편광유지 광섬유로 구성된 10 GHz 파장가변 모드록킹 광섬유 고리형 레이저 제작 및 특성연구”, 김봉규, 김명욱, 

전영민, 이정찬, 김상국, 최상삼(KIST) ············································································································ p.270 ~ p.273

제9권 5호 1998년 10월 30일 발간

“일차원적 비균일 개구변조시 광학계의 최적상면 MTF에 미치는 영향 II”, 홍경희(육사) ····················· p.277 ~ p.281

“등가렌즈를 이용한 2매 접합렌즈계의 설계”, 전영세, 김형수,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p.282 ~ p.290

“고화질 프로젝션 디지털 TV용 광학렌즈 설계”, 박성찬(단국대), 문희종(LG전자) ······························· p.291 ~ p.299

“광 다층박막의 층간확산 효과”, 이영재, 김영식(단국대) ·········································································· p.300 ~ p.306

“도파로의 편광 의존성에 경계면이 미치는 효과와 편광 독립적인 InP형 배열 도파로 소자를 위한 2차원 광 도파로

의 설계”, 김동철, 최정훈, 유건호(경희대), 김형문, 주흥로, 김홍만(ETRI) ··············································· p.307 ~ p.314

“Photopolymer를 이용한 반사형 회절격자의 효율 및 동적특성 분석”, 최윤선, 윤병호, 김남(충북대) ·························

················································································································································································ p.315 ~ p.320

“회전다중 홀로그램을 이용한 선 및 원 파라미터화를 위한 Hough 변환의 광학적 구현”,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 p.321 ~ p.325

“홀로그래피 간섭법을 이용한 층상평행판의 내부결함 탐상”, 김달우, 한용규(RIST) ··························· p.326 ~ p.332

“분포반사기 레이저 다이오드와 광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소자의 제안 및 해석”, 권오기, 심종인(한양대) ···················

················································································································································································ p.333 ~ p.341

“Z-Scan 방법에 의한 비정질 As2S3 박막의 비선형 굴절률 측정”, 김성규,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

우, 송재봉(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42 ~ p.347

“쌍안정 TN LCD에서 액정 파라미터들이 광스위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구현, 김병석,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

(부산대) ································································································································································ p.348 ~ p.352

제9권 6호 1998년 12월 30일 발간

“반사형 LCD를 위한 반사판의 설계”, 백흠일, 우성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이응상(삼성전관) ·················

················································································································································································ p.355 ~ p.361

“CCD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폴리스티렌구(3 ㎛와 10 ㎛)의 평균지름측정”, 정기영, 박병천, 강주

식(KRISS), 송원영, 오범환(인하대) ················································································································· p.362 ~ p.367

“시공 분할방식을 이용한 다시점 삼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설계”, 손정영, 김재순(KIST), 전호인(경원대) ············

················································································································································································ p.368 ~ p.372

“표색계를 이용한 액정 프로젝션 시스템의 색재현”, 김지홍(Multiware & Image) ································ p.373 ~ p.379

“광음향 효과를 이용한 2층 무반사 코팅막의 열확산도 측정”, 권경업, 최문호,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김종태(부경

대) ········································································································································································ p.380 ~ p.384

“체적 홀로그래픽 광상관기를 이용한 지문인식 시스템”, 이승현, 김은수(광운대) ····························· p.385 ~ p.389

“Iterative Fourier Transform Algorithm의 개선”, 정재완, 이승걸(인하대) ·············································· p.390 ~ p.395

“주기적인 선물체에 대한 Contrast Transfer Function의 수치계산”, 김형수, 전영세, 이종웅(청주대), 김성호

(KAERI) ································································································································································ p.396 ~ p.402

5523부•부록 55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내부 반사경 543 nm He-Ne 레이저의 편광특성과 단일모드 출력”, 김경찬(계명대), 서호성, 엄태봉, 윤태현

(KRISS) ······························································································································································· p.403 ~ p.407

“광도파로의 곡률 반경에 따른 모드특성과 Lateral Offset 변화”, 박순룡, 김우택, 라상호, 오범환(인하대) ················

················································································································································································ p.408 ~ p.412

“파장분할방식 장거리 광전송을 위한 음향광학필터를 이용한 에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 평탄화”, 안성준, 

조홍근(전력연), 정희상, 이동한(충남대) ········································································································· p.413 ~ p.416

“쌍안정 TN LCD 의 고속 매트릭스 어드레싱을 위한 패널 파라미터와 구동 파형의 최적화”, 이기동, 박구현, 장기

철,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이응상(삼성전관) ······························································································ p.417 ~ p.422

“Ce:BaTiO3, MgO:LiNbO3와 Fe:LiNbO3 결정에서의 이광파혼합 실험”, 주원제, 박주형, 곽장만, 오차환, 송석호, 

한양규, 김필수(한양대) ····································································································································· p.423 ~ p.427

“1×8 배열, 7.8 ㎛ 최대반응 GaAs/AlGaAs 양자우물 적외선 검출기”, 박은영, 최정우(경희대), 노삼규(KRISS), 

최우석, 박승한(연세대), 조태희, 홍성철(KAIST), 오병성(충남대), 이승주(육사) ···································· p.428 ~ p.432

제10권 1호 1999년 2월 28일 발간

“용액내 단분자의 형광소멸시간 계측”, 고동섭(목원대) ······················································································· p.1 ~ p.4

“가우스형 에바네슨트파의 광압에 의한 Mie 입자 결합체들의 회전”, 송영곤, 장수, 조재흥(한남대) ········· p.5 ~ p.9

“일차원적 비균일 위상변조가 광학계의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 이윤(육사) ···································· p.10 ~ p.14

“Laser Scanning Unit용 광학계 설계”, 임천석(삼성전기) ·············································································· p.15 ~ p.20

“광학적 입자열 측정법에 의한 폴리스티렌구의 평균지름 측정”, 강주식, 박병천(KRISS) ························ p.21 ~ p.26

“반사형 LCD를 위한 홀로그래픽 반사판의 제작”, 우성일, 백흠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장주석(부경대) 

····················································································································································································· p.27 ~ p.31

“반사형 강유전성 액정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한 CGH의 양자화 방법에 따른 재생 특성 비교”, 최한섭, 유연석 

(청주대) ··································································································································································· p.32 ~ p.39

“3차원 구조 광도파로소자의 신속 정확한 광속전파 전산해석을 위한 유효굴절률법의 수정”, 김한수, 이형종(전남

대), 전영윤(정통연관), 양순철(목포대), 김진승(전북대), 정영철(광운대) ···················································· p.40 ~ p.46

“어븀 첨가 광섬유의 첨가 농도에 따른 광유도 굴절률 및 분산의 변화”, 강승범, 임기수(충북대), 이학규, 임동

성, 김경헌(ETRI) ····················································································································································· p.47 ~ p.52

“펄스형 Nd:YAG 레이저의 출력특성과 이득계수 측정”, 박대윤, 김현태, 최철재(인하대) ························p.53 ~ p.57

“고차 조화 모드록킹된 반도체-광섬유 레이저 구성과 출력 광펄스의 압축”,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KIST) 

···················································································································································································· p.58 ~ p.63

“10 Gb/s 광신호의 320 km 분산천이 광섬유 전송실험”, 이상수,이창희(KAIST),한정희, 김향균, 류갑열, 윤태열, 

유태환, 곽봉신, 송재호, 이동호, 박창수(ETRI), 박문수(삼성전자) ································································ p.64 ~ p.67

“주파수 변환 귀환 방식의 광섬유 솔리톤 레이저에서의 Self-Heterodyne의한 펄스폭 측정”, 윤승철, 박희갑(전북

대) ·············································································································································································· p.68 ~ p.72

“반도체 광스위치 모듈의 제작 및 특성연구”, 강승구, 송민규, 박성수, 이상환, 황남, 이희태, 오광룡, 주관종(ETRI) 

····················································································································································································· p.73 ~ p.79

“비등방성 반도체 양자우물에서의 자유전자 흡수에 의한 광자의 흡수계수의 모델”, 김경염, 이병호(서울대), 이찬

호(숭실대) ································································································································································ p.80 ~ p.86

“준탄성광산란을 이용한 0.3 ㎛ 폴리스티렌구의 평균지름 측정 불확도 향상”, 박병천, 정명세(KRISS) ·······················

················································································································································································· p.258~ p.263

“영상처리에 의한 화염 발광 라디칼의 가시화”, 김경찬, 김영민, 김태권, 정주영(계명대) ··················· p.264 ~ p.269

“편광유지 광섬유로 구성된 10 GHz 파장가변 모드록킹 광섬유 고리형 레이저 제작 및 특성연구”, 김봉규, 김명욱, 

전영민, 이정찬, 김상국, 최상삼(KIST) ············································································································ p.270 ~ p.273

제9권 5호 1998년 10월 30일 발간

“일차원적 비균일 개구변조시 광학계의 최적상면 MTF에 미치는 영향 II”, 홍경희(육사) ····················· p.277 ~ p.281

“등가렌즈를 이용한 2매 접합렌즈계의 설계”, 전영세, 김형수,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p.282 ~ p.290

“고화질 프로젝션 디지털 TV용 광학렌즈 설계”, 박성찬(단국대), 문희종(LG전자) ······························· p.291 ~ p.299

“광 다층박막의 층간확산 효과”, 이영재, 김영식(단국대) ·········································································· p.300 ~ p.306

“도파로의 편광 의존성에 경계면이 미치는 효과와 편광 독립적인 InP형 배열 도파로 소자를 위한 2차원 광 도파로

의 설계”, 김동철, 최정훈, 유건호(경희대), 김형문, 주흥로, 김홍만(ETRI) ··············································· p.307 ~ p.314

“Photopolymer를 이용한 반사형 회절격자의 효율 및 동적특성 분석”, 최윤선, 윤병호, 김남(충북대) ·························

················································································································································································ p.315 ~ p.320

“회전다중 홀로그램을 이용한 선 및 원 파라미터화를 위한 Hough 변환의 광학적 구현”, 신동학, 장주석(부경대) ····

················································································································································································ p.321 ~ p.325

“홀로그래피 간섭법을 이용한 층상평행판의 내부결함 탐상”, 김달우, 한용규(RIST) ··························· p.326 ~ p.332

“분포반사기 레이저 다이오드와 광흡수 변조기가 집적된 소자의 제안 및 해석”, 권오기, 심종인(한양대) ···················

················································································································································································ p.333 ~ p.341

“Z-Scan 방법에 의한 비정질 As2S3 박막의 비선형 굴절률 측정”, 김성규,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

우, 송재봉(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42 ~ p.347

“쌍안정 TN LCD에서 액정 파라미터들이 광스위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구현, 김병석,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

(부산대) ································································································································································ p.348 ~ p.352

제9권 6호 1998년 12월 30일 발간

“반사형 LCD를 위한 반사판의 설계”, 백흠일, 우성일,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이응상(삼성전관) ·················

················································································································································································ p.355 ~ p.361

“CCD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폴리스티렌구(3 ㎛와 10 ㎛)의 평균지름측정”, 정기영, 박병천, 강주

식(KRISS), 송원영, 오범환(인하대) ················································································································· p.362 ~ p.367

“시공 분할방식을 이용한 다시점 삼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설계”, 손정영, 김재순(KIST), 전호인(경원대) ············

················································································································································································ p.368 ~ p.372

“표색계를 이용한 액정 프로젝션 시스템의 색재현”, 김지홍(Multiware & Image) ································ p.373 ~ p.379

“광음향 효과를 이용한 2층 무반사 코팅막의 열확산도 측정”, 권경업, 최문호,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김종태(부경

대) ········································································································································································ p.380 ~ p.384

“체적 홀로그래픽 광상관기를 이용한 지문인식 시스템”, 이승현, 김은수(광운대) ····························· p.385 ~ p.389

“Iterative Fourier Transform Algorithm의 개선”, 정재완, 이승걸(인하대) ·············································· p.390 ~ p.395

“주기적인 선물체에 대한 Contrast Transfer Function의 수치계산”, 김형수, 전영세, 이종웅(청주대), 김성호

(KAERI) ································································································································································ p.396 ~ p.402

5523부•부록 55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적외선 영역에서 광대역으로 파장 가변되는 연속 발진 Cr4+:YAG 레이저 개발”, 추한태(금오공대), 이봉연, 양준

묵, 이동한(충남대), 임기수(충북대), 이치원(공주문화대) ········································································· p.226 ~ p.232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단일 종모드 단방향 광섬유 레이저”, 이정찬, 전영민, 김명욱, 김봉규, 이상배, 김상

국, 최상삼(KIST), 이상선(한양대) ·················································································································· p.233 ~ p.236

“Nd:YAG 레이저 봉의 열렌즈 효과를 고려한 열복굴절에 의한 레이저 빔 편광 왜곡의 수치 계산”, 박종락, 신윤섭

(KAIST), 윤태현(KRISS) ···································································································································· p.237 ~ p.242

“위상 변조기와 분산 광섬유를 이용한 광펄스 압축”, 명승일, 한상진, 서동선(명지대), 최영완(중앙대), 박재동, 주무

정(ETRI) ······························································································································································· p.243 ~ p.247

“측면 연마된 단일모드 광섬유와 열 광학 다중모드 평면도파로를 이용한 능동형 광 결합기”, 김광택, 유종호, 김성

국, 이소영, 송재원, 이상재, 김시홍, 강신원(경북대) ··················································································· p.248 ~ p.253

“전계흡수형 도파로에서 광전류를 이용한 전계에 따른 흡수변화의 측정”, 강병권, 최중길, 박승한(연세대) ···············

················································································································································································ p.254 ~ p.258

“CRT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색재현성 평가”, 김홍석, 박승옥, 백정기(대진대) ······································· p.259 ~ p.264

제10권 4호 1999년 8월 30일 발간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근접장광학계(Near-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e)제작 및 특성연구”, 윤선현(전남

대), 박준형(서울대) ············································································································································ p.267 ~ p.272

“다중화 Fabry-Perot 간섭형 광섬유 센서 시스템”, 나도성, 예윤해(경희대), 이동영, 박광순 ············ p.273 ~ p.278

“반사형 쌍안정 TN LC 셀의 설계 및 제작”, 백흠일, 장기철,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279 ~ p.282

“위상측정 간섭계를 이용한 수십 Å급 및 sub Å급 반사형 기판 조도 평가”, 조민식, 정태호, 오문수(국과연) ··········

··············································································································································································· p.283 ~ p.288

“다공질 규소의 비선형 광학감수율 측정”, 조창호, 서영석(배재대), 김영유(공주대) ···························· p.289 ~ p.293

“반도체 광증폭기내의 Highly Nondegenerate Four-Wave Mixing에 의한 파장변환의 해석”, 우상규, 이연호(성균

관대) ···································································································································································· p.294 ~ p.300

“YCOB(YCa4O(BO3)3)의 제2조화파 발생”, 장원권(한서대) ···································································· p.301 ~ p.305

“Si(110)/SiGe 다중 양자 우물에서 수직 입사광에 의한 적외선 흡수”, 이찬호(숭실대) ························ p.306 ~ p.310

“평면 반일체 고리형 공진기를 이용한 Nd:YAG 레이저의 단방향 단일 모드 발진”, 박종락, 윤태훈, 정명세(KRISS), 

이해웅(KAIST) ······················································································································································· p.311 ~ p.317

“액체 레이저의 매질 개발을 목적으로 한 Nd3+착물의 광학적 특성”, 김정호(창원대) ························ p.318 ~ p.322

“이진 위상 홀로그램을 이용한 칼라 영상의 재생”, 서호형(ETRI) ····························································· p.323 ~ p.327

“자체회절 진동에 의한 포토폴리머 홀로그램의 격자 위상측정”, 경천수, 성기영,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28 ~ p.334

“포토폴리머의 광화학 표백 특성”, 성기영, 경천수,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

형(ETRI) ································································································································································ p.335 ~ p.341

“도파폭 공정오차에 따른 광도파 특성변화와 소자성능 저하”, 박순룡, 오범환(인하대) ····················· p.342 ~ p.347

“회절격자구조를 갖는 도파로 소자의 엄밀한 광선광학적 결합계수 계산”, 박선택,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 p.348 ~ p.354

제10권 2호 1999년 4월 30일 발간

“라만매질 CH4의 전후방 1.54 ㎛ 유도라만 산란광의 비대칭적 발생”, 최영수, 고해석, 강응철(국방연) ····················

···················································································································································································· p.89 ~ p.94

“반복률과 라만매질 압력에 따른 1.54 ㎛ 전방, 후방 유도라만 및 1.06 ㎛ Brillouin 산란광의 출력 특성”, 최영수, 

전용근, 김재기(국방연) ········································································································································ p.95 ~ p.101

“비균일 진폭변조가 쌍안경 대물경의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육사) ·············································· p.102 ~ p.106

“광선 추적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스캐너의 설계 및 제작”, 김종재, 정만호(청주대) ······························· p.107 ~ p.113

“시스템 결함이 광학적 무작용 검출에 미치는 영향”, 장주석(부경대) ························································ p.114 ~ p.119

“Head-Up Display용 홀로그래픽 광결합기의 설계 및 제작”, 유호식, 정만호(청주대) ························ p.120 ~ p.127

“인코히어런트 삼각 홀로그래피의 해상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수길(호서대), 김은수(광운대), 이병호(서울대) ·······

················································································································································································· p.128 ~ p.137

“칼라 CRT 모니터의 Misconvergence에 따른 화질 특성”, 김태희,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김준현, 최옥식

(영남대), 정봉교(LG전자) ·································································································································· p.138 ~ p.145

“재생형 위상 변조에 의한 ‘8’자 구조 광섬유 솔리톤 레이저의 고차 조화 모드록킹”, 윤승철, 박희갑(전북대) ············

·················································································································································································· p.146 ~ p.151

“펄스폭 연속가변 Quenched Dye Laser”, 황선우, 이영주, 김용평(경희대), 김성훈, 최종운(KRISS) ························

················································································································································································ p.152 ~ p.156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한 Ti:Sapphire 레이저의 동작”, 허서구, 양호근, 김명환, 손연규, 윤지홍(안동대) ····················

·················································································································································································· p.157 ~ p.161

“좁은 선폭을 갖는 파장가변 연속파 레이저의 펄스형 증폭을 위한 사중경로 색소 레이저 증폭기”, 이재용, 이해웅

(KAIST), 유용심, 한재원(KRISS) ······················································································································· p.162 ~ p.168

“10 Gb/s 신호의 광학적 신호대 잡음비와 색분산 보상에 따른 아이 마진 특성”, 이상수, 한정희, 김민규(광운대), 

이동호, 주무정(ETRI) ·········································································································································· p.169 ~ p.173

“굴절률 정합액을 이용한 실리카 슬랩도파로의 전송손실 측정”, 성희경, 박상호, 신장욱, 심재기(ETRI) ·····················

·················································································································································································· p.174 ~ p.177

제10권 3호 1999년 6월 30일 발간

“코로나 극성배향이 비선형 고분자박막의 복소굴절율에 미치는 영향 및 배향효과의 정량화”, 길현옥, 김상준, 방현

용, 김상열(아주대) ··············································································································································· p.181 ~ p.187

“고분자 박막인 PI-SOT의 전기광학계수 Y33의 열적 · 시간적 안정성”, 정연홍, 조재흥, 장수, 김태동, 이광섭(한남

대) ·········································································································································································· p.188 ~ p.194

“일정광량 방식의 광자주사현미경 제작”, 김지택, 최완해, 조재흥, 장수(한남대), 김달현, 구자용(KRISS), 정승태 

(삼성전자) ···························································································································································· p.195 ~ p.200

“광섬유 공초점 간섭 현미경과 위상 변위법을 결합한 표면 검색”, 김대찬, 이승걸(인하대) ················ p.201 ~ p.207

“분광 타원해석기 입사각의 정밀 보정”, 김현종, 이윤우, 조현모, 조용재, 이회윤, 이재협(KRISS), 김상열(아주대) ···

················································································································································································ p.208 ~ p.213

“연속발진 레이저를 이용한 광자감쇠 분광기의 오차요인 분석”, 김재완, 한재원, 유용심(KRISS), 이재용, 이해웅

(KAIST) ································································································································································· p.214 ~ p.220

“공초점 불안정공진기 구리증기레이저의 출력특성”, 정지철, 유영태(조선대), 백세종, 임기건(전남대) ······················

················································································································································································· p.221 ~ p.225

5543부•부록 555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적외선 영역에서 광대역으로 파장 가변되는 연속 발진 Cr4+:YAG 레이저 개발”, 추한태(금오공대), 이봉연, 양준

묵, 이동한(충남대), 임기수(충북대), 이치원(공주문화대) ········································································· p.226 ~ p.232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단일 종모드 단방향 광섬유 레이저”, 이정찬, 전영민, 김명욱, 김봉규, 이상배, 김상

국, 최상삼(KIST), 이상선(한양대) ·················································································································· p.233 ~ p.236

“Nd:YAG 레이저 봉의 열렌즈 효과를 고려한 열복굴절에 의한 레이저 빔 편광 왜곡의 수치 계산”, 박종락, 신윤섭

(KAIST), 윤태현(KRISS) ···································································································································· p.237 ~ p.242

“위상 변조기와 분산 광섬유를 이용한 광펄스 압축”, 명승일, 한상진, 서동선(명지대), 최영완(중앙대), 박재동, 주무

정(ETRI) ······························································································································································· p.243 ~ p.247

“측면 연마된 단일모드 광섬유와 열 광학 다중모드 평면도파로를 이용한 능동형 광 결합기”, 김광택, 유종호, 김성

국, 이소영, 송재원, 이상재, 김시홍, 강신원(경북대) ··················································································· p.248 ~ p.253

“전계흡수형 도파로에서 광전류를 이용한 전계에 따른 흡수변화의 측정”, 강병권, 최중길, 박승한(연세대) ···············

················································································································································································ p.254 ~ p.258

“CRT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색재현성 평가”, 김홍석, 박승옥, 백정기(대진대) ······································· p.259 ~ p.264

제10권 4호 1999년 8월 30일 발간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근접장광학계(Near-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e)제작 및 특성연구”, 윤선현(전남

대), 박준형(서울대) ············································································································································ p.267 ~ p.272

“다중화 Fabry-Perot 간섭형 광섬유 센서 시스템”, 나도성, 예윤해(경희대), 이동영, 박광순 ············ p.273 ~ p.278

“반사형 쌍안정 TN LC 셀의 설계 및 제작”, 백흠일, 장기철,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279 ~ p.282

“위상측정 간섭계를 이용한 수십 Å급 및 sub Å급 반사형 기판 조도 평가”, 조민식, 정태호, 오문수(국과연) ··········

··············································································································································································· p.283 ~ p.288

“다공질 규소의 비선형 광학감수율 측정”, 조창호, 서영석(배재대), 김영유(공주대) ···························· p.289 ~ p.293

“반도체 광증폭기내의 Highly Nondegenerate Four-Wave Mixing에 의한 파장변환의 해석”, 우상규, 이연호(성균

관대) ···································································································································································· p.294 ~ p.300

“YCOB(YCa4O(BO3)3)의 제2조화파 발생”, 장원권(한서대) ···································································· p.301 ~ p.305

“Si(110)/SiGe 다중 양자 우물에서 수직 입사광에 의한 적외선 흡수”, 이찬호(숭실대) ························ p.306 ~ p.310

“평면 반일체 고리형 공진기를 이용한 Nd:YAG 레이저의 단방향 단일 모드 발진”, 박종락, 윤태훈, 정명세(KRISS), 

이해웅(KAIST) ······················································································································································· p.311 ~ p.317

“액체 레이저의 매질 개발을 목적으로 한 Nd3+착물의 광학적 특성”, 김정호(창원대) ························ p.318 ~ p.322

“이진 위상 홀로그램을 이용한 칼라 영상의 재생”, 서호형(ETRI) ····························································· p.323 ~ p.327

“자체회절 진동에 의한 포토폴리머 홀로그램의 격자 위상측정”, 경천수, 성기영,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형, 이일항(ETRI) ··········································································································· p.328 ~ p.334

“포토폴리머의 광화학 표백 특성”, 성기영, 경천수, 이영락,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 이인원(KRISS), 서호

형(ETRI) ································································································································································ p.335 ~ p.341

“도파폭 공정오차에 따른 광도파 특성변화와 소자성능 저하”, 박순룡, 오범환(인하대) ····················· p.342 ~ p.347

“회절격자구조를 갖는 도파로 소자의 엄밀한 광선광학적 결합계수 계산”, 박선택,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 p.348 ~ p.354

제10권 2호 1999년 4월 30일 발간

“라만매질 CH4의 전후방 1.54 ㎛ 유도라만 산란광의 비대칭적 발생”, 최영수, 고해석, 강응철(국방연) ····················

···················································································································································································· p.89 ~ p.94

“반복률과 라만매질 압력에 따른 1.54 ㎛ 전방, 후방 유도라만 및 1.06 ㎛ Brillouin 산란광의 출력 특성”, 최영수, 

전용근, 김재기(국방연) ········································································································································ p.95 ~ p.101

“비균일 진폭변조가 쌍안경 대물경의 MTF에 미치는 영향”, 홍경희(육사) ·············································· p.102 ~ p.106

“광선 추적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스캐너의 설계 및 제작”, 김종재, 정만호(청주대) ······························· p.107 ~ p.113

“시스템 결함이 광학적 무작용 검출에 미치는 영향”, 장주석(부경대) ························································ p.114 ~ p.119

“Head-Up Display용 홀로그래픽 광결합기의 설계 및 제작”, 유호식, 정만호(청주대) ························ p.120 ~ p.127

“인코히어런트 삼각 홀로그래피의 해상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수길(호서대), 김은수(광운대), 이병호(서울대) ·······

················································································································································································· p.128 ~ p.137

“칼라 CRT 모니터의 Misconvergence에 따른 화질 특성”, 김태희,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KRISS), 김준현, 최옥식

(영남대), 정봉교(LG전자) ·································································································································· p.138 ~ p.145

“재생형 위상 변조에 의한 ‘8’자 구조 광섬유 솔리톤 레이저의 고차 조화 모드록킹”, 윤승철, 박희갑(전북대) ············

·················································································································································································· p.146 ~ p.151

“펄스폭 연속가변 Quenched Dye Laser”, 황선우, 이영주, 김용평(경희대), 김성훈, 최종운(KRISS) ························

················································································································································································ p.152 ~ p.156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한 Ti:Sapphire 레이저의 동작”, 허서구, 양호근, 김명환, 손연규, 윤지홍(안동대) ····················

·················································································································································································· p.157 ~ p.161

“좁은 선폭을 갖는 파장가변 연속파 레이저의 펄스형 증폭을 위한 사중경로 색소 레이저 증폭기”, 이재용, 이해웅

(KAIST), 유용심, 한재원(KRISS) ······················································································································· p.162 ~ p.168

“10 Gb/s 신호의 광학적 신호대 잡음비와 색분산 보상에 따른 아이 마진 특성”, 이상수, 한정희, 김민규(광운대), 

이동호, 주무정(ETRI) ·········································································································································· p.169 ~ p.173

“굴절률 정합액을 이용한 실리카 슬랩도파로의 전송손실 측정”, 성희경, 박상호, 신장욱, 심재기(ETRI) ·····················

·················································································································································································· p.174 ~ p.177

제10권 3호 1999년 6월 30일 발간

“코로나 극성배향이 비선형 고분자박막의 복소굴절율에 미치는 영향 및 배향효과의 정량화”, 길현옥, 김상준, 방현

용, 김상열(아주대) ··············································································································································· p.181 ~ p.187

“고분자 박막인 PI-SOT의 전기광학계수 Y33의 열적 · 시간적 안정성”, 정연홍, 조재흥, 장수, 김태동, 이광섭(한남

대) ·········································································································································································· p.188 ~ p.194

“일정광량 방식의 광자주사현미경 제작”, 김지택, 최완해, 조재흥, 장수(한남대), 김달현, 구자용(KRISS), 정승태 

(삼성전자) ···························································································································································· p.195 ~ p.200

“광섬유 공초점 간섭 현미경과 위상 변위법을 결합한 표면 검색”, 김대찬, 이승걸(인하대) ················ p.201 ~ p.207

“분광 타원해석기 입사각의 정밀 보정”, 김현종, 이윤우, 조현모, 조용재, 이회윤, 이재협(KRISS), 김상열(아주대) ···

················································································································································································ p.208 ~ p.213

“연속발진 레이저를 이용한 광자감쇠 분광기의 오차요인 분석”, 김재완, 한재원, 유용심(KRISS), 이재용, 이해웅

(KAIST) ································································································································································· p.214 ~ p.220

“공초점 불안정공진기 구리증기레이저의 출력특성”, 정지철, 유영태(조선대), 백세종, 임기건(전남대) ······················

················································································································································································· p.221 ~ p.225

5543부•부록 555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전기적 스윗칭이 가능한 고분자 분산형 액정 제작 및 동적 홀로그램 기록 특성”, 성기영, 경천수, 이영락, 최병철,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KRISS) ······································································································· p.494 ~ p.499

“양방향 송수신모듈 제작을 위한 광결합계수의 계산 및 측정”, 김종덕, 최재식, 이상환, 조호성, 김정수, 강승구, 

이희태, 황남, 주관종, 송민규(ETRI) ·············································································································· p.500 ~ p.506

“반도체 광증폭기에서 발생된 4광파 혼합 신호를 이용한 10 GHz 위상 동기 루프”,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507 ~ p.511

“단공진기 색소레이저의 펄스폭 연속가변 특성”, 김용평(경희대) ····························································· p.512 ~ p.517

“Meltback을 이용한 Mesa Shape의 형성과 평면매립형 반도체레이저의 제작”, 황상구, 오수환, 김정호, 김운섭, 

김동욱, 홍창희(한국해양대) ····························································································································· p.518 ~ p.523

“반도체 외부공진기 링 레이저의 종모드 간격 변화를 이용한 고반사율을 갖는 Etalon Coating Reflectivity의 정밀 

측정”, 엄진섭, 안상호(강원대) ························································································································· p.524 ~ p.526

제11권 1호 2000년 2월 25일 발간

“국소장이 원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Ⅰ: 전기 쌍극자계에서의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의 유도”, 안상혁(아주

대) ··················································································································································································· p.1 ~ p.5

“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광학카메라 광학설계”, 이준호,김용민,이응식, 유상근, 김이을, 최영완, 박동조(한국과학기

술원) ············································································································································································ p.6 ~ p.12

“고주파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한 SiOxNy 박막의 제작”, 조승현, 최영복(한국통신), 김덕현, 정성훈, 문동찬(광운

대),김선태(대전산업대) ·········································································································································· p.13 ~ p.18

“위상판을 써서 BTN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노봉규(아사달 디스

플레이) ······································································································································································ p.19 ~ p.24

“비선형 광 곁가지를 갖는 고분자계의 증대된 비선형 특성”, 이종하, 이황운, 원영희, 이석현(아주대) ·······················

···················································································································································································· p.25 ~ p.32

“PLC형 WDM 방향성결합기와 UV 조사에 의한 파장 천이 효과”, 한상필, 박태상, 최영복, 강민정, 김상인, 박수진, 

정기태(한국통신) ···················································································································································· p.33 ~ p.36

“파장 다중 광통신에서의 반도체 광증폭기의 비선형성과 연속파동 레이저가 입사된 반도체 광증폭기의 이득고정

효과”,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김형문, 주흥로, 한선규, 주관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7 ~ p.42

“Kerr 렌즈 모드록킹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에서 10 fs 이하 펄스의 발생”, 홍경한, 차용호, 강영일, 남창희(한국

과학기술원) ····························································································································································· p.43 ~ p.46

“2단계 Iterative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형 회절무늬소자 설계”, 정필호, 조두진(아주대) ···········

····················································································································································································· p.47 ~ p.57

“이상적인 디스크형 3차원 홀로그래픽 메모리에서의 면적 저장밀도”,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 p.58 ~ p.64

제11권 2호 2000년 4월 25일 발간

“광학계의 위상 변조 조건에 따른 중심 강도 변화”, 이영철, 정창섭(전남대), 박성종(순천청암대), 이윤우(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67 ~ p.72

“플라스틱 fθ렌즈의 복굴절이 결상빔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임천석(한국과학기술원) ··························· p.73 ~ p.79

“Computer Generated Hologram을 이용한 포물면경 형상측정”, 김성하,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송재봉,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80 ~ p.84

“SQRI법에 의한 CRT 디스플레이의 화질 평가”, 조경미, 김정희, 남궁지나, 김헌수(삼성 SDI㈜············· p.85 ~ p.90

제10권 5호 1999년 10월 30일 발간

“주파수 영역 분광법을 이용한 다중산란 매질의 광학계수 측정”, 전계진, 윤길원(삼성종기원), 전성만, 김건식, 

박승한(연세대) ···················································································································································· p.357 ~ p.363

“600DPI용 플라스틱 fθ렌즈가 실장된 Laser Scanning Unit의 측정 및 평가”, 임천석(삼성전기) ···· p.364 ~ p.368

“마이켈슨 간섭계형 현미경의 특성 연구”, 김경신, 권남익(외국어대) ····················································· p.369 ~ p.372

“백색광 주사 간섭법을 이용한 박막의 두께 형상 측정법”, 김기홍, 김승우(KAIST) ····························· p.373 ~ p.378

“칼라 CRT 모니터의 화면밝기와 명암대비 레벨 조절에 의한 분해능과 색재현의 최적화”, 김태희, 이윤우, 조현모, 

송재봉, 이인원(KRISS), 박승옥(대진대) ········································································································ p.379 ~ p.385

“측쇄형 광기능성 고분자 PCN에서의 편광홀로그램 특성”, 주원제, 곽장만, 오차환, 송석호, 김필수, 김동철, 한양

규(한양대) ··························································································································································· p.386 ~ p.390

“LiNbO3:MgO 결정에서 광굴절 격자의 회절 특성”, 이재철, 장지웅, 김준태, 신승호(강원대) ··········· p.391 ~ p.395

“고출력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을 사용하는 자이로스코프에서 광원 과잉잡음의 소거”,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

(전북대) ······························································································································································· p.396 ~ p.400

“평균 밀도 반전 원리를 이용한 WDM용 EDFA의 설계 방법 및 특성”, 정희상, 최현범, 이문섭, 이동한(충남대), 

최봉수, 문형명, 이규행(대우통신), 안성준, 장문종, 박병석 ······································································· p.401 ~ p.404

“광선로 전파방정식 계산을 위한 SSF 알고리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민철, 김종훈(숭실대) ··········· p.405 ~ p.412

“광섬유 회로를 이용한 마이크로파 주파수 제거 필터”, 이동욱, 정해양(경희대), 박용헌(공군사관학교) ······················

················································································································································································· p.413 ~ p.418

“광섬유-평면도파로 광 결합기를 이용한 광 필터 제작과 특성 측정”, 김광택, 이소영, 손경락, 이종훈, 송재원, 

이상재, 김시홍, 강신원(경북대) ······················································································································· p.419 ~ p.423

“XeCl 레이저를 이용한 단일 단펄스 분포궤환 색소레이저의 3단 증폭기 특성”, 김성훈(KAERI), 이영우(목원대), 

김용평(경희대) ··················································································································································· p.424 ~ p.429

“40 펨토초 미만 펄스폭의 고출력 파장가변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 임용식(건국대), 노영철, 이기주, 김대식,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30 ~ p.438

제10권 6호 1999년 12월 30일 발간

“Shaded Apodizer가 광학 디스크 시스템의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박성종(순천청암대), 심상현(정인대), 

정창섭(전남대) ·················································································································································· p.443 ~ p.447

“가우스 진폭변조판의 제작 및 회절 선폭 측정”,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448 ~ p.452

“패턴 분해능 및 초점심도 향상에 대한 사입사 조명(Off-Axis Illumination)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정보, 이성묵 ···

················································································································································································ p.453 ~ p.461

“3.7-4.8 ㎛ 파장대역 FLIR 시스템을 위한 20:1 줌 렌즈 광학계 설계 및 제작”, 김현숙, 김창우, 홍석민(ADD) ··········

················································································································································································ p.462 ~ p.467

“평면 레이저 유도 형광법을 이용한 엔진 연소실 OH 라디칼 계측”, 오승묵, 조규백(한국기계연), 이중재, 고동섭

(목원대) ······························································································································································· p.468 ~ p.472

“새로운 위상변조 다중화를 이용한 홀로그램 중첩기록 및 재생”, 고재량, 손승대, 이연호(성균관대) ··· p.473 ~ p.481

“시간분해 광반사 분광기술을 이용한 LT-GaAs 반도체 운반자의 초고속 거동 연구”, 서정철, 이주인, 임재영

(KRISS) ································································································································································ p.482 ~ p.486

“굽은 비선형 도파로를 이용한 솔리톤 결합기”, 정준영, 강병한, 정제명(한양대) ································ p.487 ~ p.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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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스윗칭이 가능한 고분자 분산형 액정 제작 및 동적 홀로그램 기록 특성”, 성기영, 경천수, 이영락, 최병철,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이윤우(KRISS) ······································································································· p.494 ~ p.499

“양방향 송수신모듈 제작을 위한 광결합계수의 계산 및 측정”, 김종덕, 최재식, 이상환, 조호성, 김정수, 강승구, 

이희태, 황남, 주관종, 송민규(ETRI) ·············································································································· p.500 ~ p.506

“반도체 광증폭기에서 발생된 4광파 혼합 신호를 이용한 10 GHz 위상 동기 루프”,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507 ~ p.511

“단공진기 색소레이저의 펄스폭 연속가변 특성”, 김용평(경희대) ····························································· p.512 ~ p.517

“Meltback을 이용한 Mesa Shape의 형성과 평면매립형 반도체레이저의 제작”, 황상구, 오수환, 김정호, 김운섭, 

김동욱, 홍창희(한국해양대) ····························································································································· p.518 ~ p.523

“반도체 외부공진기 링 레이저의 종모드 간격 변화를 이용한 고반사율을 갖는 Etalon Coating Reflectivity의 정밀 

측정”, 엄진섭, 안상호(강원대) ························································································································· p.524 ~ p.526

제11권 1호 2000년 2월 25일 발간

“국소장이 원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Ⅰ: 전기 쌍극자계에서의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의 유도”, 안상혁(아주

대) ··················································································································································································· p.1 ~ p.5

“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광학카메라 광학설계”, 이준호,김용민,이응식, 유상근, 김이을, 최영완, 박동조(한국과학기

술원) ············································································································································································ p.6 ~ p.12

“고주파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한 SiOxNy 박막의 제작”, 조승현, 최영복(한국통신), 김덕현, 정성훈, 문동찬(광운

대),김선태(대전산업대) ·········································································································································· p.13 ~ p.18

“위상판을 써서 BTN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노봉규(아사달 디스

플레이) ······································································································································································ p.19 ~ p.24

“비선형 광 곁가지를 갖는 고분자계의 증대된 비선형 특성”, 이종하, 이황운, 원영희, 이석현(아주대) ·······················

···················································································································································································· p.25 ~ p.32

“PLC형 WDM 방향성결합기와 UV 조사에 의한 파장 천이 효과”, 한상필, 박태상, 최영복, 강민정, 김상인, 박수진, 

정기태(한국통신) ···················································································································································· p.33 ~ p.36

“파장 다중 광통신에서의 반도체 광증폭기의 비선형성과 연속파동 레이저가 입사된 반도체 광증폭기의 이득고정

효과”, 김동철, 유건호(경희대), 김형문, 주흥로, 한선규, 주관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7 ~ p.42

“Kerr 렌즈 모드록킹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에서 10 fs 이하 펄스의 발생”, 홍경한, 차용호, 강영일, 남창희(한국

과학기술원) ····························································································································································· p.43 ~ p.46

“2단계 Iterative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형 회절무늬소자 설계”, 정필호, 조두진(아주대) ···········

····················································································································································································· p.47 ~ p.57

“이상적인 디스크형 3차원 홀로그래픽 메모리에서의 면적 저장밀도”,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 p.58 ~ p.64

제11권 2호 2000년 4월 25일 발간

“광학계의 위상 변조 조건에 따른 중심 강도 변화”, 이영철, 정창섭(전남대), 박성종(순천청암대), 이윤우(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67 ~ p.72

“플라스틱 fθ렌즈의 복굴절이 결상빔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임천석(한국과학기술원) ··························· p.73 ~ p.79

“Computer Generated Hologram을 이용한 포물면경 형상측정”, 김성하, 곽종훈, 최옥식(영남대), 송재봉,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80 ~ p.84

“SQRI법에 의한 CRT 디스플레이의 화질 평가”, 조경미, 김정희, 남궁지나, 김헌수(삼성 SDI㈜············· p.85 ~ p.90

제10권 5호 1999년 10월 30일 발간

“주파수 영역 분광법을 이용한 다중산란 매질의 광학계수 측정”, 전계진, 윤길원(삼성종기원), 전성만, 김건식, 

박승한(연세대) ···················································································································································· p.357 ~ p.363

“600DPI용 플라스틱 fθ렌즈가 실장된 Laser Scanning Unit의 측정 및 평가”, 임천석(삼성전기) ···· p.364 ~ p.368

“마이켈슨 간섭계형 현미경의 특성 연구”, 김경신, 권남익(외국어대) ····················································· p.369 ~ p.372

“백색광 주사 간섭법을 이용한 박막의 두께 형상 측정법”, 김기홍, 김승우(KAIST) ····························· p.373 ~ p.378

“칼라 CRT 모니터의 화면밝기와 명암대비 레벨 조절에 의한 분해능과 색재현의 최적화”, 김태희, 이윤우, 조현모, 

송재봉, 이인원(KRISS), 박승옥(대진대) ········································································································ p.379 ~ p.385

“측쇄형 광기능성 고분자 PCN에서의 편광홀로그램 특성”, 주원제, 곽장만, 오차환, 송석호, 김필수, 김동철, 한양

규(한양대) ··························································································································································· p.386 ~ p.390

“LiNbO3:MgO 결정에서 광굴절 격자의 회절 특성”, 이재철, 장지웅, 김준태, 신승호(강원대) ··········· p.391 ~ p.395

“고출력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을 사용하는 자이로스코프에서 광원 과잉잡음의 소거”,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

(전북대) ······························································································································································· p.396 ~ p.400

“평균 밀도 반전 원리를 이용한 WDM용 EDFA의 설계 방법 및 특성”, 정희상, 최현범, 이문섭, 이동한(충남대), 

최봉수, 문형명, 이규행(대우통신), 안성준, 장문종, 박병석 ······································································· p.401 ~ p.404

“광선로 전파방정식 계산을 위한 SSF 알고리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민철, 김종훈(숭실대) ··········· p.405 ~ p.412

“광섬유 회로를 이용한 마이크로파 주파수 제거 필터”, 이동욱, 정해양(경희대), 박용헌(공군사관학교) ······················

················································································································································································· p.413 ~ p.418

“광섬유-평면도파로 광 결합기를 이용한 광 필터 제작과 특성 측정”, 김광택, 이소영, 손경락, 이종훈, 송재원, 

이상재, 김시홍, 강신원(경북대) ······················································································································· p.419 ~ p.423

“XeCl 레이저를 이용한 단일 단펄스 분포궤환 색소레이저의 3단 증폭기 특성”, 김성훈(KAERI), 이영우(목원대), 

김용평(경희대) ··················································································································································· p.424 ~ p.429

“40 펨토초 미만 펄스폭의 고출력 파장가변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 임용식(건국대), 노영철, 이기주, 김대식,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430 ~ p.438

제10권 6호 1999년 12월 30일 발간

“Shaded Apodizer가 광학 디스크 시스템의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박성종(순천청암대), 심상현(정인대), 

정창섭(전남대) ·················································································································································· p.443 ~ p.447

“가우스 진폭변조판의 제작 및 회절 선폭 측정”, 송영란, 이민희(인하대), 이상수(KAIST) ·················· p.448 ~ p.452

“패턴 분해능 및 초점심도 향상에 대한 사입사 조명(Off-Axis Illumination)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정보, 이성묵 ···

················································································································································································ p.453 ~ p.461

“3.7-4.8 ㎛ 파장대역 FLIR 시스템을 위한 20:1 줌 렌즈 광학계 설계 및 제작”, 김현숙, 김창우, 홍석민(ADD) ··········

················································································································································································ p.462 ~ p.467

“평면 레이저 유도 형광법을 이용한 엔진 연소실 OH 라디칼 계측”, 오승묵, 조규백(한국기계연), 이중재, 고동섭

(목원대) ······························································································································································· p.468 ~ p.472

“새로운 위상변조 다중화를 이용한 홀로그램 중첩기록 및 재생”, 고재량, 손승대, 이연호(성균관대) ··· p.473 ~ p.481

“시간분해 광반사 분광기술을 이용한 LT-GaAs 반도체 운반자의 초고속 거동 연구”, 서정철, 이주인, 임재영

(KRISS) ································································································································································ p.482 ~ p.486

“굽은 비선형 도파로를 이용한 솔리톤 결합기”, 정준영, 강병한, 정제명(한양대) ································ p.487 ~ p.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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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코딩과 영상압축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메모리 시스템의 구현”, 최안식, 백운식(경희대) ········

················································································································································································· p.210 ~ p.217

제11권 4호 2000년 8월 25일 발간

“MOT에서 좌표의존 비대칭 광압에 의한 루비듐 원자의 운동과 원자 구름 분포”, 박성종, 조혁(충남대), 박종대 

(배재대),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221 ~ p.226

“레이저 광압을 이용한 세슘 원자빔의 집속”, 박상언, 조혁(충남대학교),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

원) ·········································································································································································· p.227 ~ p.231

“버니어 무아레 무늬를 이용한 백색광의 시준 검사 및 렌즈의 색수차 측정”, 송종섭, 조재흥, 장수(한남대),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육근철(공주대) ··············································································· p.232 ~ p.238

“회절광학소자를 이용한 컴팩트 디지털 스틸 카메라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 정준호(단국대) ······· p.239 ~ p.245

“타원면경 측정 Null 렌즈 설계”,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246 ~ p.249

“되먹임 효과를 이용한 회전체의 속도측정”, 이병욱(경희대), 황대석(목원대), 최종운(호남대), 김용평(경희대) ········

··············································································································································································· p.250 ~ p.254

“제작조건에 따른 졸-겔 복합 실리카 박막의 광학적 성질 변화”, 정재완, 이승걸, 오범환, 이일항(인하대) ·················

··············································································································································································· p.255 ~ p.260

“은염 감광성 물질을 이용한 연속 Neutral Density(ND) 필터 제작”, 이혁수, 손정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천, 

박승한(연세대) ··················································································································································· p.261 ~ p.264

“이득 스위칭 DFB 반도체 레이저에서 외부 광 주입 효과의 수치적 분석”, 이명우(동원대학), 엄정현, 서동선(명지

대) ········································································································································································· p.265 ~ p.270

“광모드변환기가 집적된 1.3 ㎛  SSC-FP-LD 제작 및 특성 해석”,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장동훈(삼성전자) ·········

················································································································································································· p.271 ~ p.278

“높은 정렬 안정성을 갖는 레이저 공진기 구성에 관한 연구”, 차혁진(한국원자력연구소), 주홍, 전영민, 최상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재경(경희대) ··········································································································· p.279 ~ p.288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되는 Tm: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정태문, 김철중, 김현수, 문희종(한국원자력연구

소), 김광석(㈜금광), J. Jabczynski(MUT) ···································································································· p.289 ~ p.293

“반도체레이저 단면여기 Nd:S-VAP 레이저의 내부공진기 제2고조파 출력 특성”, 박준학, 김병태(청주대) ··············

··············································································································································································· p.294 ~ p.298

제11권 5호 2000년 10월 25일 발간

“세슘원자에서의 전자기-유도–흡수”, 김경대, 권미랑, 문한섭, 박현덕, 김중복(한국교원대) ············ p.301 ~ p.305

“Digital PLL을 이용한 초음파진동 측정용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의 개발”, 김명선, 김승종, 김호성(중앙대) ···············

················································································································································································· p.306 ~ p.311

“Bowl-Feed 연마기법에 의한 초연마 반사경 기판의 표면 거칠기 특성”, 조민식, 심규민, 정태호, 오문수(국방과학

연구소), 이수상(고등기술연구원) ····················································································································· p.312 ~ p.316

“두 파장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금속물질의 단차 측정”, 박민철,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17 ~ p.322

“TiN 박막을 이용한 2층 무반사 무정전 코팅의 설계 및 증착”, 손영배, 김남영, 오정홍, 황보창권(인하대), 우경근, 

강태수(삼성코닝) ··············································································································································· p.323 ~ p.329

“콜레스테릭 액정 폴리머 박막을 이용한 광섬유 원편광 거울 제작 및 이를 이용한 모드 록킹 된 광섬유 레이저”, 

장도일, 김경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인선, 김성태(LG전선㈜) ································································· p.91 ~ p.96

“적정주파수에서 동작하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의 광원잡음 소거”,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전북대) ························

··················································································································································································· p.97 ~ p.101

“분산감소광섬유에서의 고차 솔리톤 펄스 생성 및 압축을 통한 광시간분할다중시스템 광원의 제작에 대한 연구”, 

이덕기, 김나영, 박남규(서울대) ························································································································ p.102 ~ p.107

“WDM용 EDFA의 이득조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ASE 차동 감시 방법에 대한 연구”, 윤호성, 배성호, 박재형, 

박남규(서울대학교), 안성준(한국전력공사) ··································································································· p.108 ~ p.113

“헬륨 동위원소를 사용한 셀레늄증기레이저에서의 광이득과 출력특성에 관한 연구”, 최상태(경주대) ······················

·················································································································································································· p.114 ~ p.118

“폴리머 립 광도파로를 위한 새로운 모드 모양 변화기”, 김덕봉, 조정환, 이상윤, 장우혁, 이태형(삼성전자) ··············

·················································································································································································· p.119 ~ p.122

“공동 광자 감쇠시간 측정 방법을 이용한 반사경의 손실 측정”, 신명진, 조현주, 임경아, 문용권, 문건, 이재철

(고등기술연구원) ················································································································································· p.123 ~ p.129

“높은 명암대비 동작을 위한 쌍안정 TN셀의 광학 조건 최적화”, 이기동, 김기홍,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130 ~ p.134

“국산 NZDSF를 이용한 10 Gb/s×16채널 WDM 신호의 640 km 전송실험”, 박근주, 신승균, 정윤철(한국과학기술

원), 강희전, 유기선(대한전선) ·························································································································· p.135 ~ p.138

제11권 3호 2000년 6월 25일 발간

“집속된 헬륨네온 레이저 광압을 이용한 Mie 입자들의 포획과 이동”, 송영곤, 조재흥, 장수(한남대) ·······················

················································································································································································· p.141 ~ p.146

“이온 보조 증착한 Ta2O5 광학 박막의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 분석”, 류태욱, 김동진,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

·················································································································································································· p.147 ~ p.151

“진공에서 열처리된 ITO 박막의 특성”, 이임영, 이기암(단국대) ································································· p.152 ~ p.157

“회전편광자법을 이용한 낮은 셀갭 측정”, 김창선,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58 ~ p.162

“스위칭 가능한 거울을 이용한 광 크로스 커넥트”, 김정호, 이병호(서울대) ··········································· p.163 ~ p.165

“고리형 반도체-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파장 가변형 전광 동기 신호 재생 구현과 모델링”, 유봉안, 김동환(한국과

학기술연구원), 이병호(서울대) ························································································································ p.166 ~ p.170

“툴륨이 첨가된 플루오르 계열의 광섬유 증폭기의 1.47 ㎛ 증폭 대역에 대한 모델링과 분석에 대한 연구”, 이원재, 

민범기, 박재형, 박남규(서울대) ························································································································ p.171 ~ p.178

“광가입자용 수동광정렬형 광송신 모듈에 대한 광결합 효율 및 패키징”, 김상곤(한양대), 송민규(한국전자통신연구

원) ·········································································································································································· p.179 ~ p.186

“섭동이론을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에서의 매개증폭 해석”, 조성대(한국통신), 이창희,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

················································································································································································· p.187 ~ p.192

“LiNbO3의 음향광학효과와 음향파 장벽을 이용한 편광모드 변환형, 파장가변 광필터에 관한 연구”, 임경훈, 정홍

식(홍익대) ························································································································································· p.193 ~ p.197

“2차원 광자 밴드갭 구조의 디펙트 모드 특성”, 서영술, 정교방(홍익대) ················································ p.198 ~ p.201

“Er과 Yb이 첨가된 인산염 유리의 K 이온교환 공정을 통한 증폭용 광도파로 제조”, 김덕준, 신장욱, 박상호, 김태

홍, 심재기, 성희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02 ~ p.205

“DWDM 송신을 위한 파장안정화 고출력 DFB LD Module”, 김종덕, 이희태, 박경현, 송민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승구(㈜XL광통신) ·········································································································································· p.206 ~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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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코딩과 영상압축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메모리 시스템의 구현”, 최안식, 백운식(경희대) ········

················································································································································································· p.210 ~ p.217

제11권 4호 2000년 8월 25일 발간

“MOT에서 좌표의존 비대칭 광압에 의한 루비듐 원자의 운동과 원자 구름 분포”, 박성종, 조혁(충남대), 박종대 

(배재대),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221 ~ p.226

“레이저 광압을 이용한 세슘 원자빔의 집속”, 박상언, 조혁(충남대학교),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

원) ·········································································································································································· p.227 ~ p.231

“버니어 무아레 무늬를 이용한 백색광의 시준 검사 및 렌즈의 색수차 측정”, 송종섭, 조재흥, 장수(한남대),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육근철(공주대) ··············································································· p.232 ~ p.238

“회절광학소자를 이용한 컴팩트 디지털 스틸 카메라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 정준호(단국대) ······· p.239 ~ p.245

“타원면경 측정 Null 렌즈 설계”,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246 ~ p.249

“되먹임 효과를 이용한 회전체의 속도측정”, 이병욱(경희대), 황대석(목원대), 최종운(호남대), 김용평(경희대) ········

··············································································································································································· p.250 ~ p.254

“제작조건에 따른 졸-겔 복합 실리카 박막의 광학적 성질 변화”, 정재완, 이승걸, 오범환, 이일항(인하대) ·················

··············································································································································································· p.255 ~ p.260

“은염 감광성 물질을 이용한 연속 Neutral Density(ND) 필터 제작”, 이혁수, 손정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천, 

박승한(연세대) ··················································································································································· p.261 ~ p.264

“이득 스위칭 DFB 반도체 레이저에서 외부 광 주입 효과의 수치적 분석”, 이명우(동원대학), 엄정현, 서동선(명지

대) ········································································································································································· p.265 ~ p.270

“광모드변환기가 집적된 1.3 ㎛  SSC-FP-LD 제작 및 특성 해석”,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장동훈(삼성전자) ·········

················································································································································································· p.271 ~ p.278

“높은 정렬 안정성을 갖는 레이저 공진기 구성에 관한 연구”, 차혁진(한국원자력연구소), 주홍, 전영민, 최상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재경(경희대) ··········································································································· p.279 ~ p.288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되는 Tm: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정태문, 김철중, 김현수, 문희종(한국원자력연구

소), 김광석(㈜금광), J. Jabczynski(MUT) ···································································································· p.289 ~ p.293

“반도체레이저 단면여기 Nd:S-VAP 레이저의 내부공진기 제2고조파 출력 특성”, 박준학, 김병태(청주대) ··············

··············································································································································································· p.294 ~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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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원자에서의 전자기-유도–흡수”, 김경대, 권미랑, 문한섭, 박현덕, 김중복(한국교원대) ············ p.301 ~ p.305

“Digital PLL을 이용한 초음파진동 측정용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의 개발”, 김명선, 김승종, 김호성(중앙대) ···············

················································································································································································· p.306 ~ p.311

“Bowl-Feed 연마기법에 의한 초연마 반사경 기판의 표면 거칠기 특성”, 조민식, 심규민, 정태호, 오문수(국방과학

연구소), 이수상(고등기술연구원) ····················································································································· p.312 ~ p.316

“두 파장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금속물질의 단차 측정”, 박민철,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17 ~ p.322

“TiN 박막을 이용한 2층 무반사 무정전 코팅의 설계 및 증착”, 손영배, 김남영, 오정홍, 황보창권(인하대), 우경근, 

강태수(삼성코닝) ··············································································································································· p.323 ~ p.329

“콜레스테릭 액정 폴리머 박막을 이용한 광섬유 원편광 거울 제작 및 이를 이용한 모드 록킹 된 광섬유 레이저”, 

장도일, 김경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인선, 김성태(LG전선㈜) ································································· p.91 ~ p.96

“적정주파수에서 동작하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의 광원잡음 소거”,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전북대) ························

··················································································································································································· p.97 ~ p.101

“분산감소광섬유에서의 고차 솔리톤 펄스 생성 및 압축을 통한 광시간분할다중시스템 광원의 제작에 대한 연구”, 

이덕기, 김나영, 박남규(서울대) ························································································································ p.102 ~ p.107

“WDM용 EDFA의 이득조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ASE 차동 감시 방법에 대한 연구”, 윤호성, 배성호, 박재형, 

박남규(서울대학교), 안성준(한국전력공사) ··································································································· p.108 ~ p.113

“헬륨 동위원소를 사용한 셀레늄증기레이저에서의 광이득과 출력특성에 관한 연구”, 최상태(경주대) ······················

·················································································································································································· p.114 ~ p.118

“폴리머 립 광도파로를 위한 새로운 모드 모양 변화기”, 김덕봉, 조정환, 이상윤, 장우혁, 이태형(삼성전자) ··············

·················································································································································································· p.119 ~ p.122

“공동 광자 감쇠시간 측정 방법을 이용한 반사경의 손실 측정”, 신명진, 조현주, 임경아, 문용권, 문건, 이재철

(고등기술연구원) ················································································································································· p.123 ~ p.129

“높은 명암대비 동작을 위한 쌍안정 TN셀의 광학 조건 최적화”, 이기동, 김기홍,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130 ~ p.134

“국산 NZDSF를 이용한 10 Gb/s×16채널 WDM 신호의 640 km 전송실험”, 박근주, 신승균, 정윤철(한국과학기술

원), 강희전, 유기선(대한전선) ·························································································································· p.135 ~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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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된 헬륨네온 레이저 광압을 이용한 Mie 입자들의 포획과 이동”, 송영곤, 조재흥, 장수(한남대) ·······················

················································································································································································· p.141 ~ p.146

“이온 보조 증착한 Ta2O5 광학 박막의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 분석”, 류태욱, 김동진, 김석원, 한성홍(울산대) ·········

·················································································································································································· p.147 ~ p.151

“진공에서 열처리된 ITO 박막의 특성”, 이임영, 이기암(단국대) ································································· p.152 ~ p.157

“회전편광자법을 이용한 낮은 셀갭 측정”, 김창선,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58 ~ p.162

“스위칭 가능한 거울을 이용한 광 크로스 커넥트”, 김정호, 이병호(서울대) ··········································· p.163 ~ p.165

“고리형 반도체-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파장 가변형 전광 동기 신호 재생 구현과 모델링”, 유봉안, 김동환(한국과

학기술연구원), 이병호(서울대) ························································································································ p.166 ~ p.170

“툴륨이 첨가된 플루오르 계열의 광섬유 증폭기의 1.47 ㎛ 증폭 대역에 대한 모델링과 분석에 대한 연구”, 이원재, 

민범기, 박재형, 박남규(서울대) ························································································································ p.171 ~ p.178

“광가입자용 수동광정렬형 광송신 모듈에 대한 광결합 효율 및 패키징”, 김상곤(한양대), 송민규(한국전자통신연구

원) ·········································································································································································· p.179 ~ p.186

“섭동이론을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에서의 매개증폭 해석”, 조성대(한국통신), 이창희,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

················································································································································································· p.187 ~ p.192

“LiNbO3의 음향광학효과와 음향파 장벽을 이용한 편광모드 변환형, 파장가변 광필터에 관한 연구”, 임경훈, 정홍

식(홍익대) ························································································································································· p.193 ~ p.197

“2차원 광자 밴드갭 구조의 디펙트 모드 특성”, 서영술, 정교방(홍익대) ················································ p.198 ~ p.201

“Er과 Yb이 첨가된 인산염 유리의 K 이온교환 공정을 통한 증폭용 광도파로 제조”, 김덕준, 신장욱, 박상호, 김태

홍, 심재기, 성희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02 ~ p.205

“DWDM 송신을 위한 파장안정화 고출력 DFB LD Module”, 김종덕, 이희태, 박경현, 송민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승구(㈜XL광통신) ·········································································································································· p.206 ~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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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전자기 펄스의 반사특성을 이용한 굴절률 측정”, 전태인(한국해양대) ······································ p.1 ~ p.4

“광섬유 위상지연기를 이용한 광파장 측정”, 이현우, 김용평(경희대) ······························································ p.5 ~ p.9

“FOG용 개량형 디지털 Serrodyne 신호처리”, 예윤해, 문영백(경희대) ······················································· p.10 ~ p.16

“2차원 및 3차원의 주기적인 구조 제작을 위한 2차원 이진 위상마스크의 설계와 분석”, 김남식, 원영희, 고근하, 

조두진(아주대) ························································································································································· p.17 ~ p.24

“Elongated Circular Grating의 Talbot 결상을 이용한 무아레 무늬 발생과 응용”, 이상일, 조재흥, 장수, 임천석 

(한남대) ····································································································································································· p.25 ~ p.31

“광통신 시스템에서 PDL로 인한 PMD 보상 수준 한계에 대한 연구”, 김나영, 이덕기, 윤호성, 박남규(서울대) ········

···················································································································································································· p.32 ~ p.39

“1.55 ㎛ InGaAsP/InGaAsP MQW 광흡수 변조기에서 구조변수가 소광특성에 미치는 영향”, 민영선,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장동훈(삼성전자) ······················································································································· p.40 ~ p.47

“광굴절 광기전력 물질에서의 어두운 공간솔리톤 발생”, 전진호, 전남희, 이원규,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김광훈(한국전기연구소) ········································································································································ p.48 ~ p.54

“Hough 변환 필터 배열을 이용한 광학적 특징 추출”, 장주석, 신동학, 강영수(부경대), 김병규(부산대) ·····················

···················································································································································································· p.55 ~ p.60

“디스크형 3차원 홀로그래피 메모리에서 비초점 Fourier면 홀로그램의 저장 효과”,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김지

덕, 이홍석(삼성종합기술원) ································································································································· p.61 ~ p.66

제12권 2호 2001년 4월 25일 발간

“양자암호화 키 전송에서 검출기 특성에 따른 전송효율”, 조기현, 강장원, 윤선현(전남대) ····················· p.71 ~ p.76

“지수감쇠 기법을 이용한 반사경 손실측정 시스템의 오차특성 연구”, 조민식(국방과학연구소) ········· p.77 ~ p.82

“주기적인 진폭격자들에 의한 Talbot 결상 및 가시도 분석”, 김영란, 이승복, 조재흥, 장수, 임천석(한남대) ············

···················································································································································································· p.83 ~ p.90

“파장 가변 협대역 투과 필터를 이용한 광섬유 격자 동적 센서 시스템”, 구현덕, 이상배,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송석호, 김필수(한양대), 조남소, 김남식(현대건설) ················································································· p.91 ~ p.97

“포화흡수체 Cr4+:YAG와 유기염료 박막의 포화특성 분석”, 최영수, 전용근,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

·················································································································································································· p.98 ~ p.10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방출되는 광의 3차원 측정을 위한 Scanned Point-Detecting System”, 최훈영, 

이석현, 이승걸(인하대) ····································································································································· p.103 ~ p.108

“광학설계의 최적화에서 Lagrange 부정승수법을 이용한 능동적 제어”, 조용주, 이종웅(청주대) ······ p.109 ~ p.114

“펄스 플라즈마 제트내에 있는 구리원자의 발광 스펙트럼 정밀 보정”, 김종욱(성균관대), 고동섭(목원대), 오승묵 

(한국기계연구원) ·················································································································································· p.115 ~ p.120

“라만 증폭기에서 광섬유 구조에 따른 성능 분석”, 박재형, 민범기, 박남규(서울대) ··························· p.121 ~ p.128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전송로의 In-Service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감지시스템의 구현 및 성능평가”, 김필한, 윤호성, 

박남규(서울대), 서재은, 정기태(한국통신), 유기원, 이규행(㈜머큐리) ····················································· p.129 ~ p.134

“이득스위칭을 이용한 650 nm InGaAlP FP LD의 광펄스 파라메터 분석 및 CW 발진과의 특성 비교”, 오광환, 채

정혜, 이용탁, 백운출, 김덕영(광주과학기술원) ··························································································· p.135 ~ p.142

“Lithium Triborate(LiB
3
O

5
, LBO) 결정을 이용한 파장가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내부공진기 진동수 배가”, 

추한태, 박차곤, 김규욱(금오공대) ···················································································································· p.143 ~ p.149

“초고속 광시분할 다중시스템의 DEMUX용 40 GHz 위상 동기 회로”,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330 ~ p.334

“Ag+-Na+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1.31/1.55 ㎛ 두파장 방향성 광 결합기의 모델링 및 제작”, 강동성, 김희주, 반재경 

(전북대) ································································································································································ p.335 ~ p.339

“모드변환기가 집적된 반도체 광증폭기에서의 유효단면반사율의 구조 의존성”, 이재일,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 p.340 ~ p.346

“초안정 기준공진기를 이용한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최용석, 안경원(한국과학기술원) ···························

················································································································································································ p.347 ~ p.352

“10 GHz로 고조모드록킹된 고리형 어븀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이론적 해석 및 향상된 공진기 설계”, 이유승, 전영

민, 김동환, 장지웅, 조운조,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규만(서강대) ·············································· p.353 ~ p.359

“반도체 레이저 여기 펨토초 Cr:LiSAF 레이저”, 곽노민, 박종대, 조창호(배재대), 임용식(건국대),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360 ~ p.364

“사중경로 Ti:Sapphire 레이저 증폭기의 증폭 특성과 자발방출에 의한 증폭”, 김규욱, 추한태(금오공대) ···················

··············································································································································································· p.365 ~ p.370

“회전, 각, 그리고 공간 다중화 방법을 결합 사용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크 메모리에서 의 면적저장밀도”,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종합기술원) ························································································ p.371 ~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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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원자에 대한 레이저 냉각 및 온도 측정”, 권택용, 이호성, 양성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79 ~ p.384

“Wigner 분포 함수를 이용한  초점 심도 증가의 정량적 해석”, 장남영, 강호정, 은재정, 최평석(창원대) ·····················

··············································································································································································· p.385 ~ p.389

“홍채인식용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390 ~ p.394

“백색광 간섭계의 봉우리 찾기 셈법 비교”, 민경일, 남기봉(한림대) ······················································· p.395 ~ p.399

“반도체 광증폭기 루프 거울을 포함한 8자형 레이저를 이용한 10 Gb/s RZ 신호의 전광 클럭 추출”, 정희상, 주무

정, 김광준, 이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400 ~ p.404

“방향성 결합기의 성능 및 허용오차 개선을 위한 신제안”, 최철현, 박순룡, 오범환(인하대) ··············· p.405 ~ p.410

“광가입자용 1.3 ㎛ SSC-FP-LD의 모드변환기 구조 설계”, 심종인, 진재현, 어영선(한양대) ············ p.411 ~ p.417

“유리집적광학을 이용한 다중모드간섭 1×4 광파워 분리기 제작”, 강동성, 전금수, 장명호, 반재경(전북대) ·············

················································································································································································ p.418 ~ p.422

“방향성 결합구조의 음향파 도파로를 이용한 음향광학형 파장가변 광 필터의 부모드 억제에 관한 연구”, 임경훈, 

정홍식(홍익대) ···················································································································································· p.423 ~ p.428

“파장 가변 어븀 첨가 광섬유 DFB 레이저”, 윤홍, 조규만(서강대), 이상배, 김상혁,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429 ~ p.433

“다이오드 측면여기 고출력 Nd:YAG 레이저의 발진 특성”, 문희종, 이성만, 김현수, 고도경, 차병헌, 이종민(한국원

자력연구소), 이종훈(영남대) ··························································································································· p.434 ~ p.440

“전산 시늉에 의한 위그너 함수와 밀도 행렬의 기술”, 강장원, 조기현, 윤선현(전남대) ······················· p.441 ~ p.446

“적은 등화기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메모리 시스템의 BER 개선”, 최안식, 백운식(경희대) ····························

················································································································································································ p.447 ~ p.451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한 신호처리방법 및 계산 알고리즘”, 김수진, 황돈연, 전계진, 이종연, 정성규, 윤길원(삼성

종합기술원) ························································································································································ p.452 ~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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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전자기 펄스의 반사특성을 이용한 굴절률 측정”, 전태인(한국해양대) ······································ p.1 ~ p.4

“광섬유 위상지연기를 이용한 광파장 측정”, 이현우, 김용평(경희대) ······························································ p.5 ~ p.9

“FOG용 개량형 디지털 Serrodyne 신호처리”, 예윤해, 문영백(경희대) ······················································· p.10 ~ p.16

“2차원 및 3차원의 주기적인 구조 제작을 위한 2차원 이진 위상마스크의 설계와 분석”, 김남식, 원영희, 고근하, 

조두진(아주대) ························································································································································· p.17 ~ p.24

“Elongated Circular Grating의 Talbot 결상을 이용한 무아레 무늬 발생과 응용”, 이상일, 조재흥, 장수, 임천석 

(한남대) ····································································································································································· p.25 ~ p.31

“광통신 시스템에서 PDL로 인한 PMD 보상 수준 한계에 대한 연구”, 김나영, 이덕기, 윤호성, 박남규(서울대) ········

···················································································································································································· p.32 ~ p.39

“1.55 ㎛ InGaAsP/InGaAsP MQW 광흡수 변조기에서 구조변수가 소광특성에 미치는 영향”, 민영선,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장동훈(삼성전자) ······················································································································· p.40 ~ p.47

“광굴절 광기전력 물질에서의 어두운 공간솔리톤 발생”, 전진호, 전남희, 이원규,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김광훈(한국전기연구소) ········································································································································ p.48 ~ p.54

“Hough 변환 필터 배열을 이용한 광학적 특징 추출”, 장주석, 신동학, 강영수(부경대), 김병규(부산대) ·····················

···················································································································································································· p.55 ~ p.60

“디스크형 3차원 홀로그래피 메모리에서 비초점 Fourier면 홀로그램의 저장 효과”,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김지

덕, 이홍석(삼성종합기술원) ································································································································· p.61 ~ p.66

제12권 2호 2001년 4월 25일 발간

“양자암호화 키 전송에서 검출기 특성에 따른 전송효율”, 조기현, 강장원, 윤선현(전남대) ····················· p.71 ~ p.76

“지수감쇠 기법을 이용한 반사경 손실측정 시스템의 오차특성 연구”, 조민식(국방과학연구소) ········· p.77 ~ p.82

“주기적인 진폭격자들에 의한 Talbot 결상 및 가시도 분석”, 김영란, 이승복, 조재흥, 장수, 임천석(한남대) ············

···················································································································································································· p.83 ~ p.90

“파장 가변 협대역 투과 필터를 이용한 광섬유 격자 동적 센서 시스템”, 구현덕, 이상배,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송석호, 김필수(한양대), 조남소, 김남식(현대건설) ················································································· p.91 ~ p.97

“포화흡수체 Cr4+:YAG와 유기염료 박막의 포화특성 분석”, 최영수, 전용근,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

·················································································································································································· p.98 ~ p.10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방출되는 광의 3차원 측정을 위한 Scanned Point-Detecting System”, 최훈영, 

이석현, 이승걸(인하대) ····································································································································· p.103 ~ p.108

“광학설계의 최적화에서 Lagrange 부정승수법을 이용한 능동적 제어”, 조용주, 이종웅(청주대) ······ p.109 ~ p.114

“펄스 플라즈마 제트내에 있는 구리원자의 발광 스펙트럼 정밀 보정”, 김종욱(성균관대), 고동섭(목원대), 오승묵 

(한국기계연구원) ·················································································································································· p.115 ~ p.120

“라만 증폭기에서 광섬유 구조에 따른 성능 분석”, 박재형, 민범기, 박남규(서울대) ··························· p.121 ~ p.128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전송로의 In-Service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감지시스템의 구현 및 성능평가”, 김필한, 윤호성, 

박남규(서울대), 서재은, 정기태(한국통신), 유기원, 이규행(㈜머큐리) ····················································· p.129 ~ p.134

“이득스위칭을 이용한 650 nm InGaAlP FP LD의 광펄스 파라메터 분석 및 CW 발진과의 특성 비교”, 오광환, 채

정혜, 이용탁, 백운출, 김덕영(광주과학기술원) ··························································································· p.135 ~ p.142

“Lithium Triborate(LiB
3
O

5
, LBO) 결정을 이용한 파장가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내부공진기 진동수 배가”, 

추한태, 박차곤, 김규욱(금오공대) ···················································································································· p.143 ~ p.149

“초고속 광시분할 다중시스템의 DEMUX용 40 GHz 위상 동기 회로”,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330 ~ p.334

“Ag+-Na+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1.31/1.55 ㎛ 두파장 방향성 광 결합기의 모델링 및 제작”, 강동성, 김희주, 반재경 

(전북대) ································································································································································ p.335 ~ p.339

“모드변환기가 집적된 반도체 광증폭기에서의 유효단면반사율의 구조 의존성”, 이재일, 심종인, 어영선(한양대) 

·············································································································································································· p.340 ~ p.346

“초안정 기준공진기를 이용한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최용석, 안경원(한국과학기술원) ···························

················································································································································································ p.347 ~ p.352

“10 GHz로 고조모드록킹된 고리형 어븀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이론적 해석 및 향상된 공진기 설계”, 이유승, 전영

민, 김동환, 장지웅, 조운조,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규만(서강대) ·············································· p.353 ~ p.359

“반도체 레이저 여기 펨토초 Cr:LiSAF 레이저”, 곽노민, 박종대, 조창호(배재대), 임용식(건국대), 노영철, 이재형, 

장준성(서울대) ··················································································································································· p.360 ~ p.364

“사중경로 Ti:Sapphire 레이저 증폭기의 증폭 특성과 자발방출에 의한 증폭”, 김규욱, 추한태(금오공대) ···················

··············································································································································································· p.365 ~ p.370

“회전, 각, 그리고 공간 다중화 방법을 결합 사용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크 메모리에서 의 면적저장밀도”, 장주석, 

신동학(부경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종합기술원) ························································································ p.371 ~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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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원자에 대한 레이저 냉각 및 온도 측정”, 권택용, 이호성, 양성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79 ~ p.384

“Wigner 분포 함수를 이용한  초점 심도 증가의 정량적 해석”, 장남영, 강호정, 은재정, 최평석(창원대) ·····················

··············································································································································································· p.385 ~ p.389

“홍채인식용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390 ~ p.394

“백색광 간섭계의 봉우리 찾기 셈법 비교”, 민경일, 남기봉(한림대) ······················································· p.395 ~ p.399

“반도체 광증폭기 루프 거울을 포함한 8자형 레이저를 이용한 10 Gb/s RZ 신호의 전광 클럭 추출”, 정희상, 주무

정, 김광준, 이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400 ~ p.404

“방향성 결합기의 성능 및 허용오차 개선을 위한 신제안”, 최철현, 박순룡, 오범환(인하대) ··············· p.405 ~ p.410

“광가입자용 1.3 ㎛ SSC-FP-LD의 모드변환기 구조 설계”, 심종인, 진재현, 어영선(한양대) ············ p.411 ~ p.417

“유리집적광학을 이용한 다중모드간섭 1×4 광파워 분리기 제작”, 강동성, 전금수, 장명호, 반재경(전북대) ·············

················································································································································································ p.418 ~ p.422

“방향성 결합구조의 음향파 도파로를 이용한 음향광학형 파장가변 광 필터의 부모드 억제에 관한 연구”, 임경훈, 

정홍식(홍익대) ···················································································································································· p.423 ~ p.428

“파장 가변 어븀 첨가 광섬유 DFB 레이저”, 윤홍, 조규만(서강대), 이상배, 김상혁, 최상삼(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429 ~ p.433

“다이오드 측면여기 고출력 Nd:YAG 레이저의 발진 특성”, 문희종, 이성만, 김현수, 고도경, 차병헌, 이종민(한국원

자력연구소), 이종훈(영남대) ··························································································································· p.434 ~ p.440

“전산 시늉에 의한 위그너 함수와 밀도 행렬의 기술”, 강장원, 조기현, 윤선현(전남대) ······················· p.441 ~ p.446

“적은 등화기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메모리 시스템의 BER 개선”, 최안식, 백운식(경희대) ····························

················································································································································································ p.447 ~ p.451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한 신호처리방법 및 계산 알고리즘”, 김수진, 황돈연, 전계진, 이종연, 정성규, 윤길원(삼성

종합기술원) ························································································································································ p.452 ~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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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살무늬 화소전극으로 액정투영기에 쓰이는 액정판의 허용공차를 키우는 방법”, 노봉규, 양병관(세심광전자기

술), 김진승(전북대) ············································································································································ p.276 ~ p.280

“20:1 줌 열영상 장비 비열화 분석 및 시험”, 김현숙, 최세철, 이국환, 박용찬,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 p.281 ~ p.288

“매크로 벤딩 측정을 위한 금속 모세관 결합 광섬유 센서”, 백승인, 정윤찬, 이병호(서울대) ········· p.289 ~ p.293

“광섬유 BOTDA 센서의 개발”, 권일범, 최만용, 유재왕(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백세종(㈜세기엔지니어링) ··················

················································································································································································ p.294 ~ p.299

“길이변조용 압전소자의 휨 측정과 보정”, 김재완, 남승희, 한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00 ~ p.304

“투영된 회전식 직선격자를 이용한 새로운 유속계 모델”, 이진철, 조재흥, 장수, 임천석(한남대) ······ p.305 ~ p.311

“MQW Buried RWG LD 최적화 설계”, 황상구, 오수환, 김정호, 김운섭, 김동욱, 하홍춘, 홍창희(한국해양대) ···········

················································································································································································· p.312 ~ p.319

“Ag+-Na+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비대칭형 Y-분리기의 설계 및 제작”, 전금수, 강동성, 김희주, 반재경(전북대) ····

··············································································································································································· p.320 ~ p.326

“위상반전 진행파 광변조기에서 주파수응답의 추정”, 한영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우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 p.327 ~ p.333

“경사 단면 광섬유 광원을 이용한 피조 간섭계”, 김학용, 김병창,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34 ~ p.338

“디지털 데이터의 Fourier 홀로그램 저장에서 기록면의 빔세기 균일도 향상을 위한 2진 데이터의 새로운 광학

적 표현”, 장주석, 신동학, 오용석(부경대) ··································································································· p.339 ~ p.344

제12권 5호 2001년 10월 25일 발간

“Zeeman 감속기를 사용하여 감속된 원자의 포획과 포획된 원자의 특성”, 고광훈, 정도영, 한재민, 이종민(한국원

자력연구소) ························································································································································· p.347 ~ p.351

“쌍곡면 측정 Null 렌즈 설계”,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52 ~ p.355

“공초점 광학현미경에서의 Side-Lobe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김억봉, 류재연, 최치규,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 p.356 ~ p.361

“광학계 수차에 의한 백색광 간섭계의 측정 오차에 대한 연구”, 박민철,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임노빈(조선

대) ········································································································································································· p.362 ~ p.370

“마하젠더 간섭계와 EDFA를 이용한 온도와 스트레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최민호, 김부

균(숭실대), 정재훈, 이병호(서울대) ················································································································ p.371 ~ p.375

“분광복사휘도 측정용 광검출기의 특성 평가”, 서정철, 박승남, 김봉학(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76 ~ p.381

“우리별 3호 지구관측 카메라 개발 및 운용 현황”,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유상근(㈜한비젼) ····· p.382 ~ p.388

“WDM 결합기를 이용한 광파장 측정”, 이현우, 김용평(경희대) ······························································· p.389 ~ p.393

“광기록매체용 Ge-Sb-Te 다층 박막의 광학적 특성 및 열전달 특성”, 김도형, 김상준, 김상열, 안성혁(아주대) ·······

··············································································································································································· p.394 ~ p.400

“영역이 분리된 첩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광 채널 스위칭용 투과 필터의 설계”, 박세강, 박진우(고려대), 구현덕,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401 ~ p.405

“측면 연마 광섬유와 금속 박막이 포함된 평면 도파로 사이의 광 결합”, 김광택, 황중호, 이준옥(호남대), 김상우, 

강신원, 서동일, 송재원(경북대) ······················································································································· p.406 ~ p.413

“AFLC의 배열특성에 관한 연구”, 강진우, 박원상, 최덕운, 구경상, 황용석, 이서헌,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414 ~ p.417

“홀로그래픽 HMD 소자의 수차 및 시야각 향상에 관한 연구”, 김희동, 정만호(청주대) ······················· p.418 ~ p.424

제12권 3호 2001년 6월 25일 발간

“불-수소 연소 열을 이용한 들뜬 상태 HF* 분자의 생산 및 형광 측정”, 최윤동, 권성옥, 김택수, 김성훈, 김응호,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153 ~ p.157

“속도선택 포화흡수분광을 이용한 분산형 신호의 관측 및 반도체 레이저의 주파수안정화”, 박상언, 조혁(충남대),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58 ~ p.164

“대칭 및 비대칭 Binary Filter가 수차를 포함한 광학계의 축상 GAIN에 미치는 영향”, 최기준, 정창섭(전남대), 심상

현(정인대학) ·························································································································································· p.165 ~ p.171

“입력 광파면 왜곡에 따른 광학계 성능”, 김연수, 김현숙, 최세철, 김창우(국방과학연구소), 이윤우, 송재봉(한국표

준과학연구원), 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 ········································································································ p.172 ~ p.176

“KrF 레이저를 이용한 희박연소화염과 매연화염에서의 NO 계측”, 손성민, 이중재, 고동섭(목원대), 오승묵, 강건용

(한국기계연구원), 김종욱(성균관대) ················································································································ p.177 ~ p.183

“Division-Of-Amplitude-Photopolarimeter를 이용한 초고속 타원계의 설계”, 김상열, 김상준(아주대) ····················

················································································································································································· p.184 ~ p.189

“0.1 ㎛급 Dense 패턴 형성을 위한 사입사 조명 조건과 OPC 보조 패턴 크기의 최적 조건에 관한 연구”, 박정보, 

이재봉, 이성묵(서울대) ······································································································································ p.190 ~ p.199

“1530 nm ~ 1560 nm와 1570 nm ~ 1600 nm의 이득 대역을 갖는 10 Gbps×64 채널 파장 다중화된 광신호 증폭 

유니트의 설계 및 특성 측정”, 이정찬, 정희상, 주무정, 김광준, 이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00 ~ p.204

“Loss Mechanism을 고려한 밀도 반전이 고정된 EDFA의 Black Box 모델링에 대한 연구”, 민범기, 이원재, 박재

형, 박남규(서울대) ·············································································································································· p.205 ~ p.211

“소광비, 처핑, 및 자기위상변조가 2.5 Gbit/s 직접변조한 DFB-LD의 전송성능에 미치는 영향”, 김근영, 이용기 

(한국통신) ······························································································································································ p.212 ~ p.218

“주파수 위상 간섭계를 이용한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시간적 특성 연구”, 강용훈, 홍경한, 남창희(한국과학기술원) 

················································································································································································ p.219 ~ p.224

“강유전성 고분자인 P(VDF-TrFE) 공중합체의 전기광학계수의 완화현상”, 임종선, 박광서(서강대), 이용산(대진

대) ········································································································································································· p.225 ~ p.229

“제2고조파발생을 이용한 LiNbO3의 중요 광굴절상수측정”, 김봉기, 이범구(서강대) ······················· p.230 ~ p.234

“AFLC 셀을 이용한 반사형 LCD의 설계 및 제작”, 김성철, 박원상, 이서헌, 황용석,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235 ~ p.239

“초소형 영상 전송 모듈용 DOE(Diffractive Optical Element) 렌즈의 설계 및 평가”, 이환선, 임천석, 조재흥, 

장수(한남대),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240 ~ p.249

제12권 4호 2001년 8월 25일 발간

“매개하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광자의 상관관계가 Mach-Zehnder 간섭계의 분해능에 미치는 영향”, 김헌

오, 고정훈,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251 ~ p.256

“Littman형 파장가변 다이오드 레이저 시스템의 설계 · 제작 및 성능평가”, 조재헌, 박준구, 백운식(경희대) ·············

················································································································································································ p.257 ~ p.262

“얽힘상태 광을 이용한 광학계에서 잡광이 동시계수에 미치는 영향”, 김헌오, 고정훈, 박구동, 엄영호, 김태수(울산

대) ········································································································································································· p.263 ~ p.269

“환형 위상변조 Apodizer가 광학 디스크 시스템의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정호정창섭(전남대), 박성종(순천청

암대학) ································································································································································· p.270 ~ p.275

5623부•부록 56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빗살무늬 화소전극으로 액정투영기에 쓰이는 액정판의 허용공차를 키우는 방법”, 노봉규, 양병관(세심광전자기

술), 김진승(전북대) ············································································································································ p.276 ~ p.280

“20:1 줌 열영상 장비 비열화 분석 및 시험”, 김현숙, 최세철, 이국환, 박용찬,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 p.281 ~ p.288

“매크로 벤딩 측정을 위한 금속 모세관 결합 광섬유 센서”, 백승인, 정윤찬, 이병호(서울대) ········· p.289 ~ p.293

“광섬유 BOTDA 센서의 개발”, 권일범, 최만용, 유재왕(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백세종(㈜세기엔지니어링) ··················

················································································································································································ p.294 ~ p.299

“길이변조용 압전소자의 휨 측정과 보정”, 김재완, 남승희, 한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00 ~ p.304

“투영된 회전식 직선격자를 이용한 새로운 유속계 모델”, 이진철, 조재흥, 장수, 임천석(한남대) ······ p.305 ~ p.311

“MQW Buried RWG LD 최적화 설계”, 황상구, 오수환, 김정호, 김운섭, 김동욱, 하홍춘, 홍창희(한국해양대) ···········

················································································································································································· p.312 ~ p.319

“Ag+-Na+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비대칭형 Y-분리기의 설계 및 제작”, 전금수, 강동성, 김희주, 반재경(전북대) ····

··············································································································································································· p.320 ~ p.326

“위상반전 진행파 광변조기에서 주파수응답의 추정”, 한영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우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 p.327 ~ p.333

“경사 단면 광섬유 광원을 이용한 피조 간섭계”, 김학용, 김병창,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34 ~ p.338

“디지털 데이터의 Fourier 홀로그램 저장에서 기록면의 빔세기 균일도 향상을 위한 2진 데이터의 새로운 광학

적 표현”, 장주석, 신동학, 오용석(부경대) ··································································································· p.339 ~ p.344

제12권 5호 2001년 10월 25일 발간

“Zeeman 감속기를 사용하여 감속된 원자의 포획과 포획된 원자의 특성”, 고광훈, 정도영, 한재민, 이종민(한국원

자력연구소) ························································································································································· p.347 ~ p.351

“쌍곡면 측정 Null 렌즈 설계”,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52 ~ p.355

“공초점 광학현미경에서의 Side-Lobe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김억봉, 류재연, 최치규,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 p.356 ~ p.361

“광학계 수차에 의한 백색광 간섭계의 측정 오차에 대한 연구”, 박민철,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임노빈(조선

대) ········································································································································································· p.362 ~ p.370

“마하젠더 간섭계와 EDFA를 이용한 온도와 스트레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최민호, 김부

균(숭실대), 정재훈, 이병호(서울대) ················································································································ p.371 ~ p.375

“분광복사휘도 측정용 광검출기의 특성 평가”, 서정철, 박승남, 김봉학(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76 ~ p.381

“우리별 3호 지구관측 카메라 개발 및 운용 현황”,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유상근(㈜한비젼) ····· p.382 ~ p.388

“WDM 결합기를 이용한 광파장 측정”, 이현우, 김용평(경희대) ······························································· p.389 ~ p.393

“광기록매체용 Ge-Sb-Te 다층 박막의 광학적 특성 및 열전달 특성”, 김도형, 김상준, 김상열, 안성혁(아주대) ·······

··············································································································································································· p.394 ~ p.400

“영역이 분리된 첩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광 채널 스위칭용 투과 필터의 설계”, 박세강, 박진우(고려대), 구현덕,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401 ~ p.405

“측면 연마 광섬유와 금속 박막이 포함된 평면 도파로 사이의 광 결합”, 김광택, 황중호, 이준옥(호남대), 김상우, 

강신원, 서동일, 송재원(경북대) ······················································································································· p.406 ~ p.413

“AFLC의 배열특성에 관한 연구”, 강진우, 박원상, 최덕운, 구경상, 황용석, 이서헌,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414 ~ p.417

“홀로그래픽 HMD 소자의 수차 및 시야각 향상에 관한 연구”, 김희동, 정만호(청주대) ······················· p.418 ~ p.424

제12권 3호 2001년 6월 25일 발간

“불-수소 연소 열을 이용한 들뜬 상태 HF* 분자의 생산 및 형광 측정”, 최윤동, 권성옥, 김택수, 김성훈, 김응호,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153 ~ p.157

“속도선택 포화흡수분광을 이용한 분산형 신호의 관측 및 반도체 레이저의 주파수안정화”, 박상언, 조혁(충남대), 

권택용, 양성훈,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58 ~ p.164

“대칭 및 비대칭 Binary Filter가 수차를 포함한 광학계의 축상 GAIN에 미치는 영향”, 최기준, 정창섭(전남대), 심상

현(정인대학) ·························································································································································· p.165 ~ p.171

“입력 광파면 왜곡에 따른 광학계 성능”, 김연수, 김현숙, 최세철, 김창우(국방과학연구소), 이윤우, 송재봉(한국표

준과학연구원), 김병윤(한국과학기술원) ········································································································ p.172 ~ p.176

“KrF 레이저를 이용한 희박연소화염과 매연화염에서의 NO 계측”, 손성민, 이중재, 고동섭(목원대), 오승묵, 강건용

(한국기계연구원), 김종욱(성균관대) ················································································································ p.177 ~ p.183

“Division-Of-Amplitude-Photopolarimeter를 이용한 초고속 타원계의 설계”, 김상열, 김상준(아주대) ····················

················································································································································································· p.184 ~ p.189

“0.1 ㎛급 Dense 패턴 형성을 위한 사입사 조명 조건과 OPC 보조 패턴 크기의 최적 조건에 관한 연구”, 박정보, 

이재봉, 이성묵(서울대) ······································································································································ p.190 ~ p.199

“1530 nm ~ 1560 nm와 1570 nm ~ 1600 nm의 이득 대역을 갖는 10 Gbps×64 채널 파장 다중화된 광신호 증폭 

유니트의 설계 및 특성 측정”, 이정찬, 정희상, 주무정, 김광준, 이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00 ~ p.204

“Loss Mechanism을 고려한 밀도 반전이 고정된 EDFA의 Black Box 모델링에 대한 연구”, 민범기, 이원재, 박재

형, 박남규(서울대) ·············································································································································· p.205 ~ p.211

“소광비, 처핑, 및 자기위상변조가 2.5 Gbit/s 직접변조한 DFB-LD의 전송성능에 미치는 영향”, 김근영, 이용기 

(한국통신) ······························································································································································ p.212 ~ p.218

“주파수 위상 간섭계를 이용한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시간적 특성 연구”, 강용훈, 홍경한, 남창희(한국과학기술원) 

················································································································································································ p.219 ~ p.224

“강유전성 고분자인 P(VDF-TrFE) 공중합체의 전기광학계수의 완화현상”, 임종선, 박광서(서강대), 이용산(대진

대) ········································································································································································· p.225 ~ p.229

“제2고조파발생을 이용한 LiNbO3의 중요 광굴절상수측정”, 김봉기, 이범구(서강대) ······················· p.230 ~ p.234

“AFLC 셀을 이용한 반사형 LCD의 설계 및 제작”, 김성철, 박원상, 이서헌, 황용석,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235 ~ p.239

“초소형 영상 전송 모듈용 DOE(Diffractive Optical Element) 렌즈의 설계 및 평가”, 이환선, 임천석, 조재흥, 

장수(한남대),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240 ~ p.249

제12권 4호 2001년 8월 25일 발간

“매개하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광자의 상관관계가 Mach-Zehnder 간섭계의 분해능에 미치는 영향”, 김헌

오, 고정훈,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251 ~ p.256

“Littman형 파장가변 다이오드 레이저 시스템의 설계 · 제작 및 성능평가”, 조재헌, 박준구, 백운식(경희대) ·············

················································································································································································ p.257 ~ p.262

“얽힘상태 광을 이용한 광학계에서 잡광이 동시계수에 미치는 영향”, 김헌오, 고정훈, 박구동, 엄영호, 김태수(울산

대) ········································································································································································· p.263 ~ p.269

“환형 위상변조 Apodizer가 광학 디스크 시스템의 재생 신호에 미치는 영향”, 정호정창섭(전남대), 박성종(순천청

암대학) ································································································································································· p.270 ~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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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결상원리의 오차 해석을 통한 다중모드간섭기의 최적화”, 홍정무, 오범환, 이승걸, 이일항(인하대),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38 ~ p.43

“포토폴리머 위상 격자를 이용한 파장 역다중화 구조 및 특성 분석”, 최원준, 안준원, 김남(충북대), 이권연(순천대) 

··················································································································································································· p.44 ~ p.50

“Variational 방법으로 구한 필드 분포와 Angular Spectrum 방법을 사용한 Buried 채널 도파로 소자 단면의 단층 

무반사 코팅 설계”, 김상택, 김형주, 김부균(숭실대) ························································································ p.51 ~ p.57

“완화진동억압을 이용한 10 GHz 고조모드잠근된 고리형 어븀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안정화 및 특성 측정”, 

장지웅, 이유승, 전영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동건(고려대) ····································································· p.58 ~ p.64

“연속발진 불화중수소 화학 레이저 출력특성”, 이정환, 박병서,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 p.65 ~ p.69

“헤테로다인 방법을 이용한 펄스 증폭된 레이저빔의 주파수 Chirping 연구”, 김진태(조선대) ··········· p.70 ~ p.72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하는 Nd:YAG 레이저의 내부 발생형 제2차 고조파의 On-Off 간헐성”, 김규욱, 추한태(금오

공대), 김동익, 박영재(서강대), 김칠민(배재대) ································································································· p.73 ~ p.78

“이중 임의 위상판을 이용한 광학상의 암호화 및 암호화 수준 분석”, 김병철, 차성도, 신승호(강원대) ·······················

···················································································································································································· p.79 ~ p.83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이용한 5 Gb/s 전광 XOR 논리소자”, 김재헌, 변영태,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84 ~ p.87

제13권 2호 2002년 4월 25일 발간

“가시광선을 이용한 불투과 평면창의 평행도 및 상대적 표면형상 동시측정”, 김연수,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 p.89 ~ p.91

“카메라 렌즈 평가용으로 제작된 Nodal Slide식 실시간 OTF 측정 장치”, 이지영, 송종섭, 조재흥, 장수, 임천석 

(한남대),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92 ~ p.97

“2축 층밀리기 간섭계의 계통오차 보정”, 이혁교,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98 ~ p.104

“이온빔 보조 증착 Nb2O5 박막의 광학적 특성”, 우석훈, 남성림, 정부영, 황보창권(인하대), 문일춘, 강건모(삼성테

크윈㈜) ··································································································································································· p.105 ~ p.112

“40 Gb/s(16×2.5 Gb/s) WDM 신호의 10,880 km 전송실험”, 전상배, 정환석, 윤천주, 박근주, 정윤철(한국과학기

술원), 신승균(테라링크) ······································································································································ p.113 ~ p.116

“그레이스케일 마스크를 이용한 미소렌즈 배열의 제작”, 성승훈, 조두진(아주대) ·································· p.117 ~ p.122

“13C2H2 분자를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및 그 파장 측정”, 문한섭, 서호성,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

구원) ······································································································································································· p.123 ~ p.127

“전기발광고분자의 양자효율 측정”, 박성흠, 김진영, 이광희, 진영읍, 서홍석(부산대) ························ p.128 ~ p.133

“금속 클래드 평면 도파로와 결합된 측면 연마 광섬유의 파장 및 편광 선택성”, 황중호, 이준옥, 김철호, 황보승, 

김광택, 마재평(호남대), 손경락, 송재원(경북대) ·························································································· p.134 ~ p.139

“파장가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로 펌핑하는 연속발진 Nd:YVO4/KTP 레이저의 출력 특성”, 추한태, 안범수, 

김규욱(금오공대), 이치원(공주대) ··················································································································· p.140 ~ p.145

“장파장에서 동작하는 Optical Thyristor”, 김두근, 김형수, 정성재, 최영완(중앙대), 이 석, 우덕하, 전영민(한국과

학기술연구원), 유병길(항공대) ························································································································ p.146 ~ p.150

“반도체 광증폭기(SOA)를 이용한 2.5 Gbit/s 전광 OR 논리 게이트”, 변영태, 김재헌,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51 ~ p.154

“손톱하부면 조상(Nail Bed) 패턴의 콘포칼 광 스케닝 방법을 이용한 추출과 개인인증”, 김태근, 김용우(세종대), 

김해일(㈜미래시스) ············································································································································· p.155 ~ p.161

“색 편광판을 이용한 3층 구조 TN LCD의 설계”, 박경호,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425 ~ p.428

제12권 6호 2001년 12월 25일 발간

“매개하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자쌍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시계수 측정”, 김헌오, 고정훈, 김태수(울산대) ·······

················································································································································································ p.431 ~ p.436

“표면 플라즈몬과 결합된 에바네슨트파가 Mie 입자에 미치는 광압 분석”, 송영곤, 한봉명, 장수(한남대) ···················

················································································································································································ p.437 ~ p.445

“레이저 유도 격자 분광장치 제작 및 C3H8 화염에서 열 격자 측정”, 박철웅, 한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중

재, 이영우, 고동섭(목원대) ······························································································································· p.446 ~ p.451

“국산 CRT 모니터 ICC 프로파일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김홍석, 박승옥, 정연우, 김성현(대진대) ····················

··············································································································································································· p.452 ~ p.459

“밀봉재를 이용한 적외선 렌즈 마운팅 분석”, 김연수, 김현숙, 최세철, 김창우(국방과학연구소) ······ p.460 ~ p.462

“Si 다이아프램을 사용한 FFPI 압력센서의 압력특성에 관한 연구”, 정주영, 김경찬, 박재희(계명대) ···························

················································································································································································ p.463 ~ p.467

“분광기를 이용한 반사형 TN LCD의 셀갭 측정”, 이기동, 박경호,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468 ~ p.471

“가변입사각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유기 발광 박막의 광학상수 및 두께 결정”, 김상열, 류장위(아주대), 김동현, 

정혜인(삼성 SNMD) ··········································································································································· p.472 ~ p.478

“FDTD 방법을 이용한 2차원 광자 크리스탈의 밴드 구조와 분산 곡선의 계산”, 홍수완, 김창모, 정교방(홍익대) ···

··············································································································································································· p.479 ~ p.484

“기계적으로 유도된 장주기 광섬유격자의 제작 및 특성분석”, 함정우, 이종훈, 이경식(성균관대) ··· p.485 ~ p.488

“난반사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횡여기 Nd:YAG 레이저의 최적화 설계 및 분석”, 이성만, 윤미정, 김선국, 김현수, 

차병헌(한국원자력연구소), 문희종(세종대) ································································································· p.489 ~ p.495

“원고리형 레이저광에 의한 근사 무회절 광의 발진”, 김현태, 박대윤, 김기식(인하대) ························ p.496 ~ p.502

“전기적 광학적 변화가 테라헤르츠 전자기 펄스의 모양에 미치는 영향”, 전태인(한국해양대학교) · p.503 ~ p.506

“비선형 증폭 루프에서의 평균 솔리톤의 안정성”, 심숙이, 이성서(공주대), 김광훈(한국전기연구소), 김기옥(우석

대) ·········································································································································································· p.507 ~ p.510

“회절광학소자를 이용한 Head Mounted Display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단국대) ······························ p.512 ~ p.518

제13권 1호 2002년 2월 25일 발간

“위성용 대구경 반사경의 광 기계변형 연구”, 이준호, 엄태경, 이완술,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 p.1 ~ p.8

“표면 플라즈몬 공명에 의한 에탄올의 농도 및 굴절률 분석”, 도용화, 이관수, 송석호, 손대원, 이상선(한양대) ·········

······················································································································································································· p.9 ~ p.14

“고리형 반도체-광섬유 레이저에서 4광파 혼합에 의한 광대역 및 고속 파장 변환기”, 최경선, 서동선(명지대), 

이유승, 기호진, 전영민,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동환(노베라옵틱스) ············································· p.15 ~ p.20

“성형결합기 및 광도파로열 격자 파장 필터 손실특성 개선”, 박준오, 정영철(광운대), 백수현, 이형종(㈜피피아이) ··

···················································································································································································· p.21 ~ p.26

“광자 크리스탈로 구성된 광 분배기의 특성 연구”, 윤지수, 정교방(홍익대) ··············································· p.27 ~ p.31

“1.55 ㎛ Ti:LiNbO3 광도파로의 두 모드 간섭을 이용한 편광모드 분리기”, 김정희, 정기조, 정홍식(홍익대), 이한

영(전자부품연구원) ··············································································································································· p.32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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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결상원리의 오차 해석을 통한 다중모드간섭기의 최적화”, 홍정무, 오범환, 이승걸, 이일항(인하대),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38 ~ p.43

“포토폴리머 위상 격자를 이용한 파장 역다중화 구조 및 특성 분석”, 최원준, 안준원, 김남(충북대), 이권연(순천대) 

··················································································································································································· p.44 ~ p.50

“Variational 방법으로 구한 필드 분포와 Angular Spectrum 방법을 사용한 Buried 채널 도파로 소자 단면의 단층 

무반사 코팅 설계”, 김상택, 김형주, 김부균(숭실대) ························································································ p.51 ~ p.57

“완화진동억압을 이용한 10 GHz 고조모드잠근된 고리형 어븀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안정화 및 특성 측정”, 

장지웅, 이유승, 전영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동건(고려대) ····································································· p.58 ~ p.64

“연속발진 불화중수소 화학 레이저 출력특성”, 이정환, 박병서,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 p.65 ~ p.69

“헤테로다인 방법을 이용한 펄스 증폭된 레이저빔의 주파수 Chirping 연구”, 김진태(조선대) ··········· p.70 ~ p.72

“반도체 레이저로 펌핑하는 Nd:YAG 레이저의 내부 발생형 제2차 고조파의 On-Off 간헐성”, 김규욱, 추한태(금오

공대), 김동익, 박영재(서강대), 김칠민(배재대) ································································································· p.73 ~ p.78

“이중 임의 위상판을 이용한 광학상의 암호화 및 암호화 수준 분석”, 김병철, 차성도, 신승호(강원대) ·······················

···················································································································································································· p.79 ~ p.83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이용한 5 Gb/s 전광 XOR 논리소자”, 김재헌, 변영태,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84 ~ p.87

제13권 2호 2002년 4월 25일 발간

“가시광선을 이용한 불투과 평면창의 평행도 및 상대적 표면형상 동시측정”, 김연수,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 p.89 ~ p.91

“카메라 렌즈 평가용으로 제작된 Nodal Slide식 실시간 OTF 측정 장치”, 이지영, 송종섭, 조재흥, 장수, 임천석 

(한남대),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92 ~ p.97

“2축 층밀리기 간섭계의 계통오차 보정”, 이혁교,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98 ~ p.104

“이온빔 보조 증착 Nb2O5 박막의 광학적 특성”, 우석훈, 남성림, 정부영, 황보창권(인하대), 문일춘, 강건모(삼성테

크윈㈜) ··································································································································································· p.105 ~ p.112

“40 Gb/s(16×2.5 Gb/s) WDM 신호의 10,880 km 전송실험”, 전상배, 정환석, 윤천주, 박근주, 정윤철(한국과학기

술원), 신승균(테라링크) ······································································································································ p.113 ~ p.116

“그레이스케일 마스크를 이용한 미소렌즈 배열의 제작”, 성승훈, 조두진(아주대) ·································· p.117 ~ p.122

“13C2H2 분자를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및 그 파장 측정”, 문한섭, 서호성,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

구원) ······································································································································································· p.123 ~ p.127

“전기발광고분자의 양자효율 측정”, 박성흠, 김진영, 이광희, 진영읍, 서홍석(부산대) ························ p.128 ~ p.133

“금속 클래드 평면 도파로와 결합된 측면 연마 광섬유의 파장 및 편광 선택성”, 황중호, 이준옥, 김철호, 황보승, 

김광택, 마재평(호남대), 손경락, 송재원(경북대) ·························································································· p.134 ~ p.139

“파장가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로 펌핑하는 연속발진 Nd:YVO4/KTP 레이저의 출력 특성”, 추한태, 안범수, 

김규욱(금오공대), 이치원(공주대) ··················································································································· p.140 ~ p.145

“장파장에서 동작하는 Optical Thyristor”, 김두근, 김형수, 정성재, 최영완(중앙대), 이 석, 우덕하, 전영민(한국과

학기술연구원), 유병길(항공대) ························································································································ p.146 ~ p.150

“반도체 광증폭기(SOA)를 이용한 2.5 Gbit/s 전광 OR 논리 게이트”, 변영태, 김재헌,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51 ~ p.154

“손톱하부면 조상(Nail Bed) 패턴의 콘포칼 광 스케닝 방법을 이용한 추출과 개인인증”, 김태근, 김용우(세종대), 

김해일(㈜미래시스) ············································································································································· p.155 ~ p.161

“색 편광판을 이용한 3층 구조 TN LCD의 설계”, 박경호, 이기동,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425 ~ p.428

제12권 6호 2001년 12월 25일 발간

“매개하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자쌍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시계수 측정”, 김헌오, 고정훈, 김태수(울산대) ·······

················································································································································································ p.431 ~ p.436

“표면 플라즈몬과 결합된 에바네슨트파가 Mie 입자에 미치는 광압 분석”, 송영곤, 한봉명, 장수(한남대) ···················

················································································································································································ p.437 ~ p.445

“레이저 유도 격자 분광장치 제작 및 C3H8 화염에서 열 격자 측정”, 박철웅, 한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중

재, 이영우, 고동섭(목원대) ······························································································································· p.446 ~ p.451

“국산 CRT 모니터 ICC 프로파일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김홍석, 박승옥, 정연우, 김성현(대진대) ····················

··············································································································································································· p.452 ~ p.459

“밀봉재를 이용한 적외선 렌즈 마운팅 분석”, 김연수, 김현숙, 최세철, 김창우(국방과학연구소) ······ p.460 ~ p.462

“Si 다이아프램을 사용한 FFPI 압력센서의 압력특성에 관한 연구”, 정주영, 김경찬, 박재희(계명대) ···························

················································································································································································ p.463 ~ p.467

“분광기를 이용한 반사형 TN LCD의 셀갭 측정”, 이기동, 박경호,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468 ~ p.471

“가변입사각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유기 발광 박막의 광학상수 및 두께 결정”, 김상열, 류장위(아주대), 김동현, 

정혜인(삼성 SNMD) ··········································································································································· p.472 ~ p.478

“FDTD 방법을 이용한 2차원 광자 크리스탈의 밴드 구조와 분산 곡선의 계산”, 홍수완, 김창모, 정교방(홍익대) ···

··············································································································································································· p.479 ~ p.484

“기계적으로 유도된 장주기 광섬유격자의 제작 및 특성분석”, 함정우, 이종훈, 이경식(성균관대) ··· p.485 ~ p.488

“난반사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횡여기 Nd:YAG 레이저의 최적화 설계 및 분석”, 이성만, 윤미정, 김선국, 김현수, 

차병헌(한국원자력연구소), 문희종(세종대) ································································································· p.489 ~ p.495

“원고리형 레이저광에 의한 근사 무회절 광의 발진”, 김현태, 박대윤, 김기식(인하대) ························ p.496 ~ p.502

“전기적 광학적 변화가 테라헤르츠 전자기 펄스의 모양에 미치는 영향”, 전태인(한국해양대학교) · p.503 ~ p.506

“비선형 증폭 루프에서의 평균 솔리톤의 안정성”, 심숙이, 이성서(공주대), 김광훈(한국전기연구소), 김기옥(우석

대) ·········································································································································································· p.507 ~ p.510

“회절광학소자를 이용한 Head Mounted Display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단국대) ······························ p.512 ~ p.518

제13권 1호 2002년 2월 25일 발간

“위성용 대구경 반사경의 광 기계변형 연구”, 이준호, 엄태경, 이완술,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 p.1 ~ p.8

“표면 플라즈몬 공명에 의한 에탄올의 농도 및 굴절률 분석”, 도용화, 이관수, 송석호, 손대원, 이상선(한양대) ·········

······················································································································································································· p.9 ~ p.14

“고리형 반도체-광섬유 레이저에서 4광파 혼합에 의한 광대역 및 고속 파장 변환기”, 최경선, 서동선(명지대), 

이유승, 기호진, 전영민,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동환(노베라옵틱스) ············································· p.15 ~ p.20

“성형결합기 및 광도파로열 격자 파장 필터 손실특성 개선”, 박준오, 정영철(광운대), 백수현, 이형종(㈜피피아이) ··

···················································································································································································· p.21 ~ p.26

“광자 크리스탈로 구성된 광 분배기의 특성 연구”, 윤지수, 정교방(홍익대) ··············································· p.27 ~ p.31

“1.55 ㎛ Ti:LiNbO3 광도파로의 두 모드 간섭을 이용한 편광모드 분리기”, 김정희, 정기조, 정홍식(홍익대), 이한

영(전자부품연구원) ··············································································································································· p.32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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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가 서로 다른 얽힘상태 광자쌍의 4차 간섭”, 김헌오, 고정훈, 김태수(울산대) ·························· p.308 ~ p.313

“초소형 전자 칼럼 설계를 위한 전자 방출원 연구”, 김영철, 김대욱, 안승준, 김호섭(선문대), 장원권(한서대) ············

················································································································································································· p.314 ~ p.318

“대면적 레이저 다이오드의 필라멘테이션과 α-Factor”, 한일기, 허두창, 이정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주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19 ~ p.323

“LED 램프의 기본 설계이론”, 김선원, 송병기, 이성재(충남대) ································································ p.324 ~ p.331

“ArF 엑시머 레이저에 의한 가류 고무의 표면처리”, 이봉주(조선대) ··················································· p.332 ~ p.335

“저산란 반사경을 이용한 링레이저 자이로의 주파수 잠긴 개선”, 조민식, 심규민, 권용율, 정태호, 오문수(국방과학

연구소), 이수상, 조현주, 손승현, 문건,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p.336 ~ p.339

“수동 큐스위칭 Nd:YAG 레이저에서 포화흡수체 Cr4+:YAG의 초기 광흡수 효과와 출력 특성”, 최영수, 윤주홍, 

김기홍(국방과학연구소) ··································································································································· p.340 ~ p.346

“Z-형태의 대칭형 레이저 공진기 구조를 갖는 연속 발진 및 Kerr-렌즈 모드-록킹되는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설계와 동작 특성”, 추한태, 안범수, 김규욱, 이태동(금오공대), 윤병운(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47 ~ p.355

“펄스 Corona 배향된 비선형광학 고분자박막의 제2 고조파발생”, 김준수, 이종하, 이황운, 김상열, 원영희(아주대) 

··············································································································································································· p.356 ~ p.362

“[TiO2|Ti|Ag|TiO2] 다층구조를 이용한 전도성 투과필터의 설계 및 특성분석”, 이승휴, 이장훈, 황보창권(인하대) ··

··············································································································································································· p.363 ~ p.369

제13권 5호 2002년 10월 25일 발간

“비대칭 구조의 커플러를 이용한 EDFA 이득평탄필터 설계”, 조준용, 이경식(성균관대) ···················· p.373 ~ p.376

“개회로 FOG용 폐회로 신호처리기의 안정화”, 김도익, 예윤해(경희대) ················································· p.377 ~ p.383

“DWDM용 다채널 파장 가변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을 위한 다수개의 광 수신 소자를 갖는 50GHz 내장형 파장 안

정화 모듈의 파장 미세 조정”, 박흥우, 윤호경, 최병석, 이종현, 최광성, 엄용성, 문종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384 ~ p.389

“DuPont 포토폴리머를 이용한 다중 홀로그램 저장”, 이선균, 손창원, 최경희, 정선주, 김중표, 임기수, 이재봉(충북

대) ········································································································································································· p.390 ~ p.395

“TiO2와 SiO2 박막 쌍을 이용한 광모드 변환기가 집적된 반도체 레이저 단면의 무반사 코팅”, 송현우, 김성복, 

심재식, 김제하, 오대곤, 남은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96 ~ p.399

“유기 단결정 Polydiacetylene Para-Toluene Sulfonate에서 2차원 공간고립파의 진행과 상호 작용 전산모의”, 

류재명, 조재흥(한남대), 황보창권(인하대), 정진호(프로옵틱스) ······························································ p.400 ~ p.407

“FLC SLM을 이용한 편광의존형 2×2 광스위치”, 김인태, 유연석(청주대) ············································ p.408 ~ p.413

“박테리아로돕신의 광순환 특성을 이용한 광학적 논리회로 구현”, 오세권, 유연석(청주대) ·············· p.414 ~ p.420

“반도체 광증폭기에 기반을 둔 10 Gb/s 전광 반가산기”, 김재헌, 전영민, 변영태,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421 ~ p.424

“SLALOM을 이용한 전광 직렬-병렬 데이터 형식 변환기”, 이성철(명지전문대), 이기철(삼성전자), 이 석(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박진우(고려대) ··························································································································· p.425 ~ p.429

“좁은 간격의 테라헤르츠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한 이진신호의 발생과 검출”, 전태인, 김근주(한국해양대) ···············

··············································································································································································· p.430 ~ p.434

“초고속 광 코드분할 다원접속 네트웍용 최적 2차 코드 생성 알고리즘 제안 및 연구”, 신종윤(한국전자통신연구

원), 박남규(서울대) ············································································································································ p.435 ~ p.441

“적응광학계 변형거울의 구동기 배열에 따른 성능 변화 연구”, 엄태경, 이완술, 윤성기,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

··············································································································································································· p.442 ~ p.448

“AFLC Cell을 이용한 반투과 LCD 모드의 새로운 광학적 구조”, 최덕운, 김성철, 강진우, 박원상, 심사용,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2 ~ p.165

“반사형 LCD용 반사판의 표면구조의 최적화”, 김홍철, 박원상, 황용석,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6 ~ p.170

제13권 3호 2002년 6월 25일 발간

“Fly-Eye Lens를 사용하는 액정 Projector용 조명 광학계의 설계”, 류재명, 조재흥(한남대), 정진호(서울광학산업

㈜), 이종진(KOLEN㈜) ········································································································································· p.173 ~ p.181

“위상이동 간섭무늬 투영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 시스템의 위상계산오차 해석”, 류현미, 김석성, 홍석경, 연규황

(충북대) ································································································································································· p.182 ~ p.188

“2400 grooves/mm 비등간격 오목에돌이발을 이용하는 평면결상형 연엑스선 분광기의 특성 해석”, 최일우(동신

대), 남창희(한국과학기술원) ····························································································································· p.189 ~ p.196

“졸-겔 침지코팅법으로 제조된 TiO2 박막의 구조적 · 광학적 특성”, 김동진, 이학준,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

················································································································································································ p.197 ~ p.203

“상온 이온 보조 증착된 ITO 박막의 특성”, 이임영, 최상대, 이기암(단국대) ·········································· p.204 ~ p.208

“기판의 표면거칠기와 반사경 산란에 대한 연구”, 조현주, 신명진,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p.209 ~ p.214

“In-Situ Ellipsometry를 사용한 광기록매체용 Ge-Sb-Te 다층박막성장의 실시간 제어”, 김종혁, 이학철, 김상준, 

김상열, 안성혁, 원영희(아주대) ······················································································································ p.215 ~ p.222

“Hot Embossing 기술을 이용한 병렬 광접속용 고분자 광도파로 제작”, 최춘기, 김병철, 한상필, 안승호, 정명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23 ~ p.227

“금속층이 포함된 측면 연마 광섬유 결합기의 편광 분리 특성”, 김광택, 황보승(호남대) ·················· p.228 ~ p.234

“극미세선폭 단일모드 FBG 고리구조 공동 DFB 레이저”, 김준원, 진용옥(경희대), 최규남(Texas A&M Univ.) ··········

················································································································································································ p.235 ~ p.239

“광 위상지연기를 이용한 온도측정”, 전상민, 김용평(경희대) ······························································ p.240 ~ p.244

“극초단 고차솔리톤펄스를 이용한 전광위상천이스위치에서 고차 비선형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윤기홍, 송재원 

(경북대) ································································································································································ p.245 ~ p.250

“적응광학시스템의 고속 파면측정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박승규, 백성훈, 서영석,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박준식, 나성웅(충남대) ······································································································································ p.251 ~ p.257

“단매와 대칭 2매로 구성된 DOE 렌즈의 광학성능 비교 및 분석”, 이환선, 임천석, 조재흥(한남대) · p.258 ~ p.265

“구면수차를 이용한 정밀모형안의 최적화”, 김상기, 박성찬(단국대) ····················································· p.266 ~ p.271

제13권 4호 2002년 8월 25일 발간

“얇은 렌즈 근사를 이용한 Telephoto Lens계수의 수차해석”, 문준석,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 p.275 ~ p.282

“유연부품조립을 위한 시각측정시스템의 설계”, 김진영(동명정보대), 조형석(한국과학기술원) ····· p.283 ~ p.288

“2×2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위상배열 안테나용 실시간 지연선로”, 이갑용, 최연봉,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289 ~ p.294

“전기적 시분할 다중 방식을 이용한 20 Gb/s 광송 · 수신기의 제작 및 성능 평가”, 임상규, 조현우, 류갑열, 이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95 ~ p.300

“근접장 주사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광 도파로 특성 연구”, 지원수, 김대찬, 이승걸, 오범환, 이일항(인하대) ············

················································································································································································ p.301 ~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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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가 서로 다른 얽힘상태 광자쌍의 4차 간섭”, 김헌오, 고정훈, 김태수(울산대) ·························· p.308 ~ p.313

“초소형 전자 칼럼 설계를 위한 전자 방출원 연구”, 김영철, 김대욱, 안승준, 김호섭(선문대), 장원권(한서대) ············

················································································································································································· p.314 ~ p.318

“대면적 레이저 다이오드의 필라멘테이션과 α-Factor”, 한일기, 허두창, 이정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주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19 ~ p.323

“LED 램프의 기본 설계이론”, 김선원, 송병기, 이성재(충남대) ································································ p.324 ~ p.331

“ArF 엑시머 레이저에 의한 가류 고무의 표면처리”, 이봉주(조선대) ··················································· p.332 ~ p.335

“저산란 반사경을 이용한 링레이저 자이로의 주파수 잠긴 개선”, 조민식, 심규민, 권용율, 정태호, 오문수(국방과학

연구소), 이수상, 조현주, 손승현, 문건,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p.336 ~ p.339

“수동 큐스위칭 Nd:YAG 레이저에서 포화흡수체 Cr4+:YAG의 초기 광흡수 효과와 출력 특성”, 최영수, 윤주홍, 

김기홍(국방과학연구소) ··································································································································· p.340 ~ p.346

“Z-형태의 대칭형 레이저 공진기 구조를 갖는 연속 발진 및 Kerr-렌즈 모드-록킹되는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설계와 동작 특성”, 추한태, 안범수, 김규욱, 이태동(금오공대), 윤병운(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347 ~ p.355

“펄스 Corona 배향된 비선형광학 고분자박막의 제2 고조파발생”, 김준수, 이종하, 이황운, 김상열, 원영희(아주대) 

··············································································································································································· p.356 ~ p.362

“[TiO2|Ti|Ag|TiO2] 다층구조를 이용한 전도성 투과필터의 설계 및 특성분석”, 이승휴, 이장훈, 황보창권(인하대) ··

··············································································································································································· p.363 ~ p.369

제13권 5호 2002년 10월 25일 발간

“비대칭 구조의 커플러를 이용한 EDFA 이득평탄필터 설계”, 조준용, 이경식(성균관대) ···················· p.373 ~ p.376

“개회로 FOG용 폐회로 신호처리기의 안정화”, 김도익, 예윤해(경희대) ················································· p.377 ~ p.383

“DWDM용 다채널 파장 가변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을 위한 다수개의 광 수신 소자를 갖는 50GHz 내장형 파장 안

정화 모듈의 파장 미세 조정”, 박흥우, 윤호경, 최병석, 이종현, 최광성, 엄용성, 문종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384 ~ p.389

“DuPont 포토폴리머를 이용한 다중 홀로그램 저장”, 이선균, 손창원, 최경희, 정선주, 김중표, 임기수, 이재봉(충북

대) ········································································································································································· p.390 ~ p.395

“TiO2와 SiO2 박막 쌍을 이용한 광모드 변환기가 집적된 반도체 레이저 단면의 무반사 코팅”, 송현우, 김성복, 

심재식, 김제하, 오대곤, 남은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96 ~ p.399

“유기 단결정 Polydiacetylene Para-Toluene Sulfonate에서 2차원 공간고립파의 진행과 상호 작용 전산모의”, 

류재명, 조재흥(한남대), 황보창권(인하대), 정진호(프로옵틱스) ······························································ p.400 ~ p.407

“FLC SLM을 이용한 편광의존형 2×2 광스위치”, 김인태, 유연석(청주대) ············································ p.408 ~ p.413

“박테리아로돕신의 광순환 특성을 이용한 광학적 논리회로 구현”, 오세권, 유연석(청주대) ·············· p.414 ~ p.420

“반도체 광증폭기에 기반을 둔 10 Gb/s 전광 반가산기”, 김재헌, 전영민, 변영태,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421 ~ p.424

“SLALOM을 이용한 전광 직렬-병렬 데이터 형식 변환기”, 이성철(명지전문대), 이기철(삼성전자), 이 석(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박진우(고려대) ··························································································································· p.425 ~ p.429

“좁은 간격의 테라헤르츠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한 이진신호의 발생과 검출”, 전태인, 김근주(한국해양대) ···············

··············································································································································································· p.430 ~ p.434

“초고속 광 코드분할 다원접속 네트웍용 최적 2차 코드 생성 알고리즘 제안 및 연구”, 신종윤(한국전자통신연구

원), 박남규(서울대) ············································································································································ p.435 ~ p.441

“적응광학계 변형거울의 구동기 배열에 따른 성능 변화 연구”, 엄태경, 이완술, 윤성기,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

··············································································································································································· p.442 ~ p.448

“AFLC Cell을 이용한 반투과 LCD 모드의 새로운 광학적 구조”, 최덕운, 김성철, 강진우, 박원상, 심사용,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2 ~ p.165

“반사형 LCD용 반사판의 표면구조의 최적화”, 김홍철, 박원상, 황용석,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6 ~ p.170

제13권 3호 2002년 6월 25일 발간

“Fly-Eye Lens를 사용하는 액정 Projector용 조명 광학계의 설계”, 류재명, 조재흥(한남대), 정진호(서울광학산업

㈜), 이종진(KOLEN㈜) ········································································································································· p.173 ~ p.181

“위상이동 간섭무늬 투영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 시스템의 위상계산오차 해석”, 류현미, 김석성, 홍석경, 연규황

(충북대) ································································································································································· p.182 ~ p.188

“2400 grooves/mm 비등간격 오목에돌이발을 이용하는 평면결상형 연엑스선 분광기의 특성 해석”, 최일우(동신

대), 남창희(한국과학기술원) ····························································································································· p.189 ~ p.196

“졸-겔 침지코팅법으로 제조된 TiO2 박막의 구조적 · 광학적 특성”, 김동진, 이학준,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

················································································································································································ p.197 ~ p.203

“상온 이온 보조 증착된 ITO 박막의 특성”, 이임영, 최상대, 이기암(단국대) ·········································· p.204 ~ p.208

“기판의 표면거칠기와 반사경 산란에 대한 연구”, 조현주, 신명진,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p.209 ~ p.214

“In-Situ Ellipsometry를 사용한 광기록매체용 Ge-Sb-Te 다층박막성장의 실시간 제어”, 김종혁, 이학철, 김상준, 

김상열, 안성혁, 원영희(아주대) ······················································································································ p.215 ~ p.222

“Hot Embossing 기술을 이용한 병렬 광접속용 고분자 광도파로 제작”, 최춘기, 김병철, 한상필, 안승호, 정명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23 ~ p.227

“금속층이 포함된 측면 연마 광섬유 결합기의 편광 분리 특성”, 김광택, 황보승(호남대) ·················· p.228 ~ p.234

“극미세선폭 단일모드 FBG 고리구조 공동 DFB 레이저”, 김준원, 진용옥(경희대), 최규남(Texas A&M Univ.) ··········

················································································································································································ p.235 ~ p.239

“광 위상지연기를 이용한 온도측정”, 전상민, 김용평(경희대) ······························································ p.240 ~ p.244

“극초단 고차솔리톤펄스를 이용한 전광위상천이스위치에서 고차 비선형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윤기홍, 송재원 

(경북대) ································································································································································ p.245 ~ p.250

“적응광학시스템의 고속 파면측정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박승규, 백성훈, 서영석,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박준식, 나성웅(충남대) ······································································································································ p.251 ~ p.257

“단매와 대칭 2매로 구성된 DOE 렌즈의 광학성능 비교 및 분석”, 이환선, 임천석, 조재흥(한남대) · p.258 ~ p.265

“구면수차를 이용한 정밀모형안의 최적화”, 김상기, 박성찬(단국대) ····················································· p.266 ~ p.271

제13권 4호 2002년 8월 25일 발간

“얇은 렌즈 근사를 이용한 Telephoto Lens계수의 수차해석”, 문준석, 이종웅(청주대), 박성찬(단국대) ······················

················································································································································································ p.275 ~ p.282

“유연부품조립을 위한 시각측정시스템의 설계”, 김진영(동명정보대), 조형석(한국과학기술원) ····· p.283 ~ p.288

“2×2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위상배열 안테나용 실시간 지연선로”, 이갑용, 최연봉,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289 ~ p.294

“전기적 시분할 다중 방식을 이용한 20 Gb/s 광송 · 수신기의 제작 및 성능 평가”, 임상규, 조현우, 류갑열, 이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95 ~ p.300

“근접장 주사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광 도파로 특성 연구”, 지원수, 김대찬, 이승걸, 오범환, 이일항(인하대) ············

················································································································································································ p.301 ~ p.307

5663부•부록 567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기계적으로 유도된 장주기 광섬유격자 소자와 이를 이용한 EDFA 이득평탄화”, 김륜경, 조준용, 이경식(성군관대) 

························································································································································································ p.8 ~ p.11

“L-Band EDFA에서의 온도에 따른 이득 변화와 가변 감쇄기를 이용한 온도 보상”, 이원경, 정희상, 주무정(한국

전자통신연구원) ······················································································································································ p.12 ~ p.16

“G.652, G.653, G.655 광섬유에 대해 측정된 FWM 및 XPM 효율의 채널간격에 대한 의존성”, 김근영, 이용기(KT) 

····················································································································································································· p.17 ~ p.22

“In situ 타원법을 사용한 광기록매체용 Ge-Sb-Te 박막의 최적성장조건 연구”, 김상열, 이학철(아주대) ·················

···················································································································································································· p.23 ~ p.32

“트렌치 구조를 이용한 저전력 1×2 폴리머 열 광학 스위치의 제작”, 여동민, 김기홍,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

···················································································································································································· p.33 ~ p.37

“LiNbO3의 스트레인광학형 광도파로를 이용한 세기 광 변조기와 광 파워 분배기”, 정홍식(홍익대) ·······················

···················································································································································································· p.38 ~ p.43

“반도체 레이저 측면 여기 Nd:YAG 매질에서의 열영향”, 양동옥, 김병태(청주대) ·································· p.44 ~ p.50

“홀로그램 정보를 이용한 깊이위치 추출과 3차원 영양인식”, 김태근(세종대) ············································ p.51 ~ p.57

“디스크 형 홀로그램 정보저장장치를 위한 광축상 서보 컨트롤”,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전자) ················································································································································ p.58 ~ p.64

“이웃한 국소 홀로그램 기록을 위한 기준빔의 겹침 특성”, 오용석, 김복수, 장주석(부경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종

합기술원) ·································································································································································· p.65 ~ p.71

“부분적인 Feed Forward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한 고차 PMD 보상에 대한 연구”, 김나영, 박남규(서울대) ·············

····················································································································································································· p.72 ~ p.79

“광섬유의 직접 구동에 의한 공초점 현미경”, 김종배, 류광현, 박두성, 노정은, 권남익(한국외국어대학교) ················

···················································································································································································· p.80 ~ p.84

“비평면 고리형 공진기를 이용한 단일 모드 Nd:YAG 레이저의 내부 공진기 주파수 배가”, 박종락(㈜삼성전자), 

윤태현(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85 ~ p.91

“개구 크기에 따른 테라헤르츠 표면 발광 반도체 레이저의 광손실에 대한 연구”, 유영훈(제주대) ········ p.92 ~ p.96

“표면 플라즈몬 현미경을 이용한 자기조립 단분자막의 이미징”, 표현봉, 신용범, 윤현철, 양해식, 김윤태(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p.97 ~ p.102

“국소장이 원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Ⅱ: 이준위 원자계에서의 거시 양자 Langevin 방정식의 유도”, 

안성혁(아주대) ···················································································································································· p.103 ~ p.106

제14권 2호 2003년 4월 25일 발간

“홀로그래픽 고분자 분산 액정을 이용한 홀로그램 이중 초점 렌즈 제작”, 이정훈, 성기영, 이상조, 김기현, 조영걸, 

곽종훈(영남대), 송재봉,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09 ~ p.115

“HOM 간섭계에서 세기가 다른 수직편광된 빔사이의 4차 간섭”, 김헌오, 김태수(울산대), 고정훈(한국원자력연구

소) ············································································································································································ p.116 ~ p.121

“측면 식각된 LED의 광추출 효율에 관한 연구”, 노영광, 권기영(공주대) ··············································· p.122 ~ p.129

“광자쌍을 이용한 Hanbury Brown-Twiss 실험”, 김헌오, 고정훈,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130 ~ p.134

“폴리머 상부클래드를 이용한 온도무의존 AWG 파장분할 다중화 소자의 설계 및 제작”, 한영탁, 김덕준, 신장욱, 

박상호, 박윤정, 성희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135 ~ p.141

“자기 광학적층을 갖는 광 도파로 아이솔레이터 제작을 위한 비가역적 위상변위에 대한 연구”, 양정수, 김영일, 

변영태, 우덕하, 이 석,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창(홍익대) ····················································· p.142 ~ p.145

“전자기 유도 흡수에서의 비결맞음 펌핑 효과”,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수경, 김경대, 이충희, 이림, 김행

화, 김중복(한국교원대) ····································································································································· p.449 ~ p.454

“비정질 투명전도막 In2O3:Zn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노경헌, 최문구, 박승한, 주홍렬(연세대), 정창오, 정규하 

(삼성전자), 박장우(한밭대) ······························································································································· p.455 ~ p.459

제13권 6호 2002년 12월 25일 발간

“측면 연마 광섬유 결합기를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화 채널분리 필터”, 손경락(구미기능대학), 김광택(호남대), 송재

원(경북대) ···························································································································································· p.461 ~ p.466

“측면 연마 광섬유와 결합된 상부 도파로의 클래딩을 이용한 편광 무의존 온도센서”, 손경락(구미기능대학), 김광

택(호남대), 송재원(경북대) ······························································································································· p.467 ~ p.472

“언덕형 굴절률 분포를 갖는 굽은 평판도파로에서의 누설모드 해석”, 김경암, 곽재곤, 박권동, 김창민(서울시립대) 

················································································································································································ p.473 ~ p.478

“임의 분배 비율의 다중모드간섭 광전력 분배기에 대한 벡터 해석법”, 김진희, 이상선, 송석호(한양대) ······················

················································································································································································ p.479 ~ p.485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위한 1차원 및 2차원 최소 평균-제곱-에러 등화에 관한 연구”, 최안식, 

전영식, 정종래, 백운식(경희대) ···················································································································· p.486 ~ p.492

“광학적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문인식 방법에 관한 연구”, 김상백, 주성현, 정만호(청주대) ·· p.493 ~ p.500

“초고속 광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PN 부호와 FBG를 이용한 광 CDMA의 특성분석”, 김봉규, 연영희, 김병휘(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박상조(서원대) ··················································································································· p.501 ~ p.505

“비디오 입체영상녹화를 위한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506 ~ p.509

“광변조기의 양방향 변조를 이용한 Chirped Fiber Grating의 시간지연 측정법”, 전금수, 이용구, 반재경(전북대), 

허현(순천청암대학) ············································································································································ p.510 ~ p.514

“다층박막에서의 입사광과 반사광의 광로정변화”, 김문환, 최영규(신라대) ·········································· p.515 ~ p.520

“삼차원 좌표 측정을 위한 부피 간섭계의 오차분석 및 성능평가”, 이혁교, 주지영,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521 ~ p.529

“음향광변조기를 이용한 고분해능의 헤테로다인 간섭식 열팽창 측정기술”, 최병일, 이상현, 김종철(한국표준과

학연구원), 임동건(고려대) ······························································································································ p.530 ~ p.536

“Null CGH를 이용한 포물면경 형상 측정”, 김태희, 김성하, 문일권(삼성전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537 ~ p.542

“9.2 GHz 주파수 차이로 위상잠금된 두 외부 공진기 다이오드 레이저의 제작 및 특성 조사”, 권택용, 신은주, 유대

혁,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민교, 조혁(충남대), 박상언(한국원자력연구소) ·························· p.543 ~ p.547

“유도 브릴루앙 산란 위상공액 거울을 이용한 Nd:YAG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특성”, 이동원, 이성구, 박승현, 공홍

진(한국과학기술원) ··········································································································································· p.548 ~ p.553

“Nd:LSB 마이크로 칩 레이저 연구”, 장원권(한서대), 김태훈, 유영문(한국광기술원) ························· p.554 ~ p.558

“Scanned Point-Detecting System을 이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방출되는 광의 3차원 시간 분해 

측정”, 최훈영, 이석현, 이승걸(인하대), 김준엽(세종대) ········································································· p.559 ~ p.563

제14권 1호 2003년 4월 25일 발간

“포로히-블루머(Forouhi-Bloomer) 분산식을 이용한 유기발광물질 Alq3의 광학 상수 결정”, 정부영, 우석

훈, 이석목, 황보창권(인하대) ···································································································································· p.1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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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유도된 장주기 광섬유격자 소자와 이를 이용한 EDFA 이득평탄화”, 김륜경, 조준용, 이경식(성군관대) 

························································································································································································ p.8 ~ p.11

“L-Band EDFA에서의 온도에 따른 이득 변화와 가변 감쇄기를 이용한 온도 보상”, 이원경, 정희상, 주무정(한국

전자통신연구원) ······················································································································································ p.12 ~ p.16

“G.652, G.653, G.655 광섬유에 대해 측정된 FWM 및 XPM 효율의 채널간격에 대한 의존성”, 김근영, 이용기(KT) 

····················································································································································································· p.17 ~ p.22

“In situ 타원법을 사용한 광기록매체용 Ge-Sb-Te 박막의 최적성장조건 연구”, 김상열, 이학철(아주대) ·················

···················································································································································································· p.23 ~ p.32

“트렌치 구조를 이용한 저전력 1×2 폴리머 열 광학 스위치의 제작”, 여동민, 김기홍, 신상영(한국과학기술원) ·····

···················································································································································································· p.33 ~ p.37

“LiNbO3의 스트레인광학형 광도파로를 이용한 세기 광 변조기와 광 파워 분배기”, 정홍식(홍익대) ·······················

···················································································································································································· p.38 ~ p.43

“반도체 레이저 측면 여기 Nd:YAG 매질에서의 열영향”, 양동옥, 김병태(청주대) ·································· p.44 ~ p.50

“홀로그램 정보를 이용한 깊이위치 추출과 3차원 영양인식”, 김태근(세종대) ············································ p.51 ~ p.57

“디스크 형 홀로그램 정보저장장치를 위한 광축상 서보 컨트롤”,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전자) ················································································································································ p.58 ~ p.64

“이웃한 국소 홀로그램 기록을 위한 기준빔의 겹침 특성”, 오용석, 김복수, 장주석(부경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종

합기술원) ·································································································································································· p.65 ~ p.71

“부분적인 Feed Forward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한 고차 PMD 보상에 대한 연구”, 김나영, 박남규(서울대) ·············

····················································································································································································· p.72 ~ p.79

“광섬유의 직접 구동에 의한 공초점 현미경”, 김종배, 류광현, 박두성, 노정은, 권남익(한국외국어대학교) ················

···················································································································································································· p.80 ~ p.84

“비평면 고리형 공진기를 이용한 단일 모드 Nd:YAG 레이저의 내부 공진기 주파수 배가”, 박종락(㈜삼성전자), 

윤태현(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85 ~ p.91

“개구 크기에 따른 테라헤르츠 표면 발광 반도체 레이저의 광손실에 대한 연구”, 유영훈(제주대) ········ p.92 ~ p.96

“표면 플라즈몬 현미경을 이용한 자기조립 단분자막의 이미징”, 표현봉, 신용범, 윤현철, 양해식, 김윤태(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p.97 ~ p.102

“국소장이 원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Ⅱ: 이준위 원자계에서의 거시 양자 Langevin 방정식의 유도”, 

안성혁(아주대) ···················································································································································· p.103 ~ p.106

제14권 2호 2003년 4월 25일 발간

“홀로그래픽 고분자 분산 액정을 이용한 홀로그램 이중 초점 렌즈 제작”, 이정훈, 성기영, 이상조, 김기현, 조영걸, 

곽종훈(영남대), 송재봉,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09 ~ p.115

“HOM 간섭계에서 세기가 다른 수직편광된 빔사이의 4차 간섭”, 김헌오, 김태수(울산대), 고정훈(한국원자력연구

소) ············································································································································································ p.116 ~ p.121

“측면 식각된 LED의 광추출 효율에 관한 연구”, 노영광, 권기영(공주대) ··············································· p.122 ~ p.129

“광자쌍을 이용한 Hanbury Brown-Twiss 실험”, 김헌오, 고정훈,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130 ~ p.134

“폴리머 상부클래드를 이용한 온도무의존 AWG 파장분할 다중화 소자의 설계 및 제작”, 한영탁, 김덕준, 신장욱, 

박상호, 박윤정, 성희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135 ~ p.141

“자기 광학적층을 갖는 광 도파로 아이솔레이터 제작을 위한 비가역적 위상변위에 대한 연구”, 양정수, 김영일, 

변영태, 우덕하, 이 석,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창(홍익대) ····················································· p.142 ~ p.145

“전자기 유도 흡수에서의 비결맞음 펌핑 효과”,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수경, 김경대, 이충희, 이림, 김행

화, 김중복(한국교원대) ····································································································································· p.449 ~ p.454

“비정질 투명전도막 In2O3:Zn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노경헌, 최문구, 박승한, 주홍렬(연세대), 정창오, 정규하 

(삼성전자), 박장우(한밭대) ······························································································································· p.455 ~ p.459

제13권 6호 2002년 12월 25일 발간

“측면 연마 광섬유 결합기를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화 채널분리 필터”, 손경락(구미기능대학), 김광택(호남대), 송재

원(경북대) ···························································································································································· p.461 ~ p.466

“측면 연마 광섬유와 결합된 상부 도파로의 클래딩을 이용한 편광 무의존 온도센서”, 손경락(구미기능대학), 김광

택(호남대), 송재원(경북대) ······························································································································· p.467 ~ p.472

“언덕형 굴절률 분포를 갖는 굽은 평판도파로에서의 누설모드 해석”, 김경암, 곽재곤, 박권동, 김창민(서울시립대) 

················································································································································································ p.473 ~ p.478

“임의 분배 비율의 다중모드간섭 광전력 분배기에 대한 벡터 해석법”, 김진희, 이상선, 송석호(한양대) ······················

················································································································································································ p.479 ~ p.485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위한 1차원 및 2차원 최소 평균-제곱-에러 등화에 관한 연구”, 최안식, 

전영식, 정종래, 백운식(경희대) ···················································································································· p.486 ~ p.492

“광학적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문인식 방법에 관한 연구”, 김상백, 주성현, 정만호(청주대) ·· p.493 ~ p.500

“초고속 광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PN 부호와 FBG를 이용한 광 CDMA의 특성분석”, 김봉규, 연영희, 김병휘(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박상조(서원대) ··················································································································· p.501 ~ p.505

“비디오 입체영상녹화를 위한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506 ~ p.509

“광변조기의 양방향 변조를 이용한 Chirped Fiber Grating의 시간지연 측정법”, 전금수, 이용구, 반재경(전북대), 

허현(순천청암대학) ············································································································································ p.510 ~ p.514

“다층박막에서의 입사광과 반사광의 광로정변화”, 김문환, 최영규(신라대) ·········································· p.515 ~ p.520

“삼차원 좌표 측정을 위한 부피 간섭계의 오차분석 및 성능평가”, 이혁교, 주지영,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521 ~ p.529

“음향광변조기를 이용한 고분해능의 헤테로다인 간섭식 열팽창 측정기술”, 최병일, 이상현, 김종철(한국표준과

학연구원), 임동건(고려대) ······························································································································ p.530 ~ p.536

“Null CGH를 이용한 포물면경 형상 측정”, 김태희, 김성하, 문일권(삼성전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537 ~ p.542

“9.2 GHz 주파수 차이로 위상잠금된 두 외부 공진기 다이오드 레이저의 제작 및 특성 조사”, 권택용, 신은주, 유대

혁,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민교, 조혁(충남대), 박상언(한국원자력연구소) ·························· p.543 ~ p.547

“유도 브릴루앙 산란 위상공액 거울을 이용한 Nd:YAG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특성”, 이동원, 이성구, 박승현, 공홍

진(한국과학기술원) ··········································································································································· p.548 ~ p.553

“Nd:LSB 마이크로 칩 레이저 연구”, 장원권(한서대), 김태훈, 유영문(한국광기술원) ························· p.554 ~ p.558

“Scanned Point-Detecting System을 이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방출되는 광의 3차원 시간 분해 

측정”, 최훈영, 이석현, 이승걸(인하대), 김준엽(세종대) ········································································· p.559 ~ p.563

제14권 1호 2003년 4월 25일 발간

“포로히-블루머(Forouhi-Bloomer) 분산식을 이용한 유기발광물질 Alq3의 광학 상수 결정”, 정부영, 우석

훈, 이석목, 황보창권(인하대) ···································································································································· p.1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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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여기 Nd:YVO4 단일모드 녹색광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이용우, 이종훈(영남대) ····· p.292 ~ p.297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여러 가지 양 단면 반사율 조합에 따른 문턱 전류 이상에서 단일 모드 수율 해

석”, 김상택, 전재두, 김부균(숭실대) ·············································································································· p.298 ~ p.305

“광통신용 박막필터형 광소자 분석을 위한 최적화 모델링과 특성분석”, 김명진(전자부품연구원), 이승걸(인하대) ···

················································································································································································· p.306 ~ p.311

“355 nm 파장의 DPSSL을 이용한 폴리머의 3차원 미세 형상 광가공기술”, 장원석, 신보성, 김재구, 황경현(한국기

계연구원) ····························································································································································· p.312 ~ p.320

“1.55 ㎛ 연속 가변 외부 공진기형 레이저”, 김강호, 권오기, 심은덕, 이동훈, 김종회, 김현수, 오광룡(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김동유(광주과학기술원) ···················································································································· p.321 ~ p.326

“Butt-Coupled DBR-LD 제작 및 동작특성”, 오수환, 이철욱, 김기수, 이지면,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p.327 ~ p.330

“이중 이온빔 스퍼터링 방식을 사용한 채널 간격 50 GHz 광통신용 협대역 투과 필터의 제작 및 특성”, 김회경, 

김명진(전자부품연구원) ······································································································································· p.331 ~ p.337

“광펄스신호와 연속광원을 이용한 광섬유내의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비교 연구”, 이한협, 최현범, 이동한

(충남대), 남성현, 김대연, 윤형규(국방과학연구소) ····················································································· p.338 ~ p.342

“제작 온도 및 산소 분압에 의존하는 인듐 주석 산화물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 황석민, 주홍렬(연세대), 박장우 

(한밭대) ································································································································································ p.343 ~ p.348

제14권 4호 2003년 8월 25일 발간

“Beat-Frequency-Locking 기술을 이용한 12.5 GHz 채널간격 양방향 초고밀도 WDM 광채널 전송”, 이재승, 

김상엽(광운대), 서경희(성신여대) ··················································································································· p.351 ~ p.354

“얇은 금속 중간층이 포함된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 김광택, 윤대성(호남대), 손경락(구미기능대학) ················

··············································································································································································· p.355 ~ p.358

“편광에 무관한 매우 짧은 결합 길이를 가지는 새로운 수직 방향성 결합기”,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 p.359 ~ p.364

“기계적으로 구현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 Mach-Zehnder 간섭계”, 장현수, 조준용, 이경식(성균관대) ·······················

··············································································································································································· p.365 ~ p.368

“장파장 적외선 렌즈의 비구면 및 회절면 효과 분석”, 김현수, 이동한(충남대), 김현규, 이국환(국방과학연구소) ······

················································································································································································ p.369 ~ p.376

“이진 위상 홀로그램과 광학적 간섭계를 이용한 디지털 워터마킹”, 김병열, 서동환, 조규보, 신창목, 김수중(경북

대), 김철수(경주대) ············································································································································ p.377 ~ p.382

“개인신원정보 보호를 위한 광 보호 시스템”, 윤종수(에스케이테크), 도양회(제주대) ························· p.383 ~ p.391

“오목 거울 측정용 위상천이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92 ~ p.398

“Faraday 효과를 이용한 클램프형 광-전류 변류기의 특성 및 분석”, 김수길(호서대), 이용욱, 이병호(서울대), 송민

호(전북대), 임용훈(전력연구원) ······················································································································ p.399 ~ p.405

“고주파 여기식 슬랩형 도파관 CO2 레이저”, 김규식, 이영우(목원대), 우삼용(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운(호남

대) ········································································································································································ p.406 ~ p.412

“문턱 전류 이상에서 양 단면 반사율 조합에 따른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파워 추출 효율과 발진 파장 분

포”, 김상택, 김부균(숭실대) ······························································································································ p.413 ~ p.422

“반도체 레이저의 전류 차단층 구조들이 정적 및 동적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철, 심종인, 박문규, 강중구, 방동

수, 장동훈, 어영선(한양대) ······························································································································ p.423 ~ p.428

“랜덤 선로상의 광 국재현상에 관한 해석(1): 해의 국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영규(신라대) ···· p.429 ~ p.433

“2단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고출력 펄스 증폭”, 김병준, 이한협, 최현범, 이동한(충남대), 김대연(국방

과학연구소),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46 ~ p.149

“공간적 빔 세기 불 균일성을 가지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위한 수정된 패리티 코딩”, 최안식,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p.150 ~ p.154

“단일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비편광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의 잡음특성”,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전북대) ····················

················································································································································································· p.155 ~ p.160

“반도체 레이저의 Side-Band Injection-Locking을 이용한 광학적 60 GHz 신호생성”, 유혜승, 서영광, 최우영 

(연세대) ·································································································································································· p.161 ~ p.165

“반도체 광증폭기를 이용한 10 Gb/s 전광 AND 논리소자”, 김재헌, 김병채, 변영태,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66 ~ p.168

“표면 플라즈몬 광섬유 편광기 설계 및 제작”, 이준옥, 김철호, 김광택(호남대), 권광희, 송재원(경북대) ·····················

················································································································································································· p.169 ~ p.174

“비선형 간섭계 파라메트릭 광증폭기”, 이상용, 김재관, 정제명(한양대), 장호성(단국대) ················· p.175 ~ p.183

“TE 모드의 위상변화만을 일으키는 P-I-i-I-N GaAs / Al0.35Ga0.65As 도파로 위 상변조기의 제작 및 변조 특성”, 

김선필, 이상선(한양대),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84 ~ p.188

“EDFA로 증폭된 고출력 펄스 신호의 소광비 향상”, 김병준, 최현범, 이한협, 이동한(충남대), 김대연(국방과학연구

소),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89 ~ p.193

“초소형 전자 렌즈의 전자 광학적 분석”, 김호섭, 김대욱, 김영철, 최상국, 김대용 ································ p.194 ~ p.199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3차원 상대 거리 측정”, 김현, 이연호(성균관대) ················· p.200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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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ming 기능을 생략한 광/전/광 파장변환기의 Cascadability 분석 및 측정”, 장윤선,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

구원) ······································································································································································ p.215 ~ p.218

“광섬유의 잔류응력 측정 방법”, 박용우, 백문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애경, 백운출, 김덕영(광주과학기술원) ····

················································································································································································ p.219 ~ p.223

“WDM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단일모드 광섬유 무편광기”, 이동렬, 전상민, 김용평(경희대) ·············· p.224 ~ p.229

“스페클 패턴을 이용한 광섬유 침입자 센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인수(한국전기연구원), 박재희(계명대) ·············

··············································································································································································· p.230 ~ p.235

“정밀모형안을 이용한 Head Mounted Display용 렌즈계 설계”, 박성찬, 안현경(단국대) ·················· p.236 ~ p.243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의 공초점 렌즈계를 이용한 보다 큰 물체의 기록”, 김성규, 최현희, 손정영(한국과학기술연

구원) ····································································································································································· p.244 ~ p.248

“가상 위상 영상을 이용한 광학적 암호화 시스템”, 서동환, 신창목, 김수중(경북대), 배장근(구미1대학), 김철수 

(경주대), 도양회(제주대) ··································································································································· p.249 ~ p.254

“가상 영상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광학적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서동환, 조규보, 박세준, 김수중(경북대), 

김정우(동양대), 노덕수(경일대) ······················································································································ p.255 ~ p.259

“미소 변위 진동측정을 위한 광학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황웅, 권진혁(영남대) ···································· p.260 ~ p.265

“굴절률 분산을 반영한 고속 푸리에 변환 및 막두께 정밀결정”,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 p.266 ~ p.271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PDP용 ITO 박막의 패턴 분석”, 윤희삼, 김상열(아주대) ····································· p.272 ~ p.278

“비대칭 다중 양자우물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모드이득의 이론 및 실험적 분석”, 권오기, 김강호, 김현수, 김종회,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79 ~ p.285

“광대역 이득 레이저 다이오드 설계 및 제작”, 권오기, 김강호, 김현수, 김종회, 심은덕,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

구원) ····································································································································································· p.286 ~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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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여기 Nd:YVO4 단일모드 녹색광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이용우, 이종훈(영남대) ····· p.292 ~ p.297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여러 가지 양 단면 반사율 조합에 따른 문턱 전류 이상에서 단일 모드 수율 해

석”, 김상택, 전재두, 김부균(숭실대) ·············································································································· p.298 ~ p.305

“광통신용 박막필터형 광소자 분석을 위한 최적화 모델링과 특성분석”, 김명진(전자부품연구원), 이승걸(인하대) ···

················································································································································································· p.306 ~ p.311

“355 nm 파장의 DPSSL을 이용한 폴리머의 3차원 미세 형상 광가공기술”, 장원석, 신보성, 김재구, 황경현(한국기

계연구원) ····························································································································································· p.312 ~ p.320

“1.55 ㎛ 연속 가변 외부 공진기형 레이저”, 김강호, 권오기, 심은덕, 이동훈, 김종회, 김현수, 오광룡(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김동유(광주과학기술원) ···················································································································· p.321 ~ p.326

“Butt-Coupled DBR-LD 제작 및 동작특성”, 오수환, 이철욱, 김기수, 이지면,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p.327 ~ p.330

“이중 이온빔 스퍼터링 방식을 사용한 채널 간격 50 GHz 광통신용 협대역 투과 필터의 제작 및 특성”, 김회경, 

김명진(전자부품연구원) ······································································································································· p.331 ~ p.337

“광펄스신호와 연속광원을 이용한 광섬유내의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비교 연구”, 이한협, 최현범, 이동한

(충남대), 남성현, 김대연, 윤형규(국방과학연구소) ····················································································· p.338 ~ p.342

“제작 온도 및 산소 분압에 의존하는 인듐 주석 산화물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 황석민, 주홍렬(연세대), 박장우 

(한밭대) ································································································································································ p.343 ~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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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Frequency-Locking 기술을 이용한 12.5 GHz 채널간격 양방향 초고밀도 WDM 광채널 전송”, 이재승, 

김상엽(광운대), 서경희(성신여대) ··················································································································· p.351 ~ p.354

“얇은 금속 중간층이 포함된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 김광택, 윤대성(호남대), 손경락(구미기능대학) ················

··············································································································································································· p.355 ~ p.358

“편광에 무관한 매우 짧은 결합 길이를 가지는 새로운 수직 방향성 결합기”,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 p.359 ~ p.364

“기계적으로 구현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 Mach-Zehnder 간섭계”, 장현수, 조준용, 이경식(성균관대) ·······················

··············································································································································································· p.365 ~ p.368

“장파장 적외선 렌즈의 비구면 및 회절면 효과 분석”, 김현수, 이동한(충남대), 김현규, 이국환(국방과학연구소) ······

················································································································································································ p.369 ~ p.376

“이진 위상 홀로그램과 광학적 간섭계를 이용한 디지털 워터마킹”, 김병열, 서동환, 조규보, 신창목, 김수중(경북

대), 김철수(경주대) ············································································································································ p.377 ~ p.382

“개인신원정보 보호를 위한 광 보호 시스템”, 윤종수(에스케이테크), 도양회(제주대) ························· p.383 ~ p.391

“오목 거울 측정용 위상천이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392 ~ p.398

“Faraday 효과를 이용한 클램프형 광-전류 변류기의 특성 및 분석”, 김수길(호서대), 이용욱, 이병호(서울대), 송민

호(전북대), 임용훈(전력연구원) ······················································································································ p.399 ~ p.405

“고주파 여기식 슬랩형 도파관 CO2 레이저”, 김규식, 이영우(목원대), 우삼용(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운(호남

대) ········································································································································································ p.406 ~ p.412

“문턱 전류 이상에서 양 단면 반사율 조합에 따른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파워 추출 효율과 발진 파장 분

포”, 김상택, 김부균(숭실대) ······························································································································ p.413 ~ p.422

“반도체 레이저의 전류 차단층 구조들이 정적 및 동적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철, 심종인, 박문규, 강중구, 방동

수, 장동훈, 어영선(한양대) ······························································································································ p.423 ~ p.428

“랜덤 선로상의 광 국재현상에 관한 해석(1): 해의 국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영규(신라대) ···· p.429 ~ p.433

“2단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고출력 펄스 증폭”, 김병준, 이한협, 최현범, 이동한(충남대), 김대연(국방

과학연구소),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46 ~ p.149

“공간적 빔 세기 불 균일성을 가지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위한 수정된 패리티 코딩”, 최안식,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p.150 ~ p.154

“단일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비편광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의 잡음특성”, 진영준, 박태용, 박희갑(전북대) ····················

················································································································································································· p.155 ~ p.160

“반도체 레이저의 Side-Band Injection-Locking을 이용한 광학적 60 GHz 신호생성”, 유혜승, 서영광, 최우영 

(연세대) ·································································································································································· p.161 ~ p.165

“반도체 광증폭기를 이용한 10 Gb/s 전광 AND 논리소자”, 김재헌, 김병채, 변영태,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66 ~ p.168

“표면 플라즈몬 광섬유 편광기 설계 및 제작”, 이준옥, 김철호, 김광택(호남대), 권광희, 송재원(경북대) ·····················

················································································································································································· p.169 ~ p.174

“비선형 간섭계 파라메트릭 광증폭기”, 이상용, 김재관, 정제명(한양대), 장호성(단국대) ················· p.175 ~ p.183

“TE 모드의 위상변화만을 일으키는 P-I-i-I-N GaAs / Al0.35Ga0.65As 도파로 위 상변조기의 제작 및 변조 특성”, 

김선필, 이상선(한양대),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84 ~ p.188

“EDFA로 증폭된 고출력 펄스 신호의 소광비 향상”, 김병준, 최현범, 이한협, 이동한(충남대), 김대연(국방과학연구

소),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89 ~ p.193

“초소형 전자 렌즈의 전자 광학적 분석”, 김호섭, 김대욱, 김영철, 최상국, 김대용 ································ p.194 ~ p.199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3차원 상대 거리 측정”, 김현, 이연호(성균관대) ················· p.200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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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ming 기능을 생략한 광/전/광 파장변환기의 Cascadability 분석 및 측정”, 장윤선,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

구원) ······································································································································································ p.215 ~ p.218

“광섬유의 잔류응력 측정 방법”, 박용우, 백문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애경, 백운출, 김덕영(광주과학기술원) ····

················································································································································································ p.219 ~ p.223

“WDM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단일모드 광섬유 무편광기”, 이동렬, 전상민, 김용평(경희대) ·············· p.224 ~ p.229

“스페클 패턴을 이용한 광섬유 침입자 센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인수(한국전기연구원), 박재희(계명대) ·············

··············································································································································································· p.230 ~ p.235

“정밀모형안을 이용한 Head Mounted Display용 렌즈계 설계”, 박성찬, 안현경(단국대) ·················· p.236 ~ p.243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의 공초점 렌즈계를 이용한 보다 큰 물체의 기록”, 김성규, 최현희, 손정영(한국과학기술연

구원) ····································································································································································· p.244 ~ p.248

“가상 위상 영상을 이용한 광학적 암호화 시스템”, 서동환, 신창목, 김수중(경북대), 배장근(구미1대학), 김철수 

(경주대), 도양회(제주대) ··································································································································· p.249 ~ p.254

“가상 영상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광학적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서동환, 조규보, 박세준, 김수중(경북대), 

김정우(동양대), 노덕수(경일대) ······················································································································ p.255 ~ p.259

“미소 변위 진동측정을 위한 광학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황웅, 권진혁(영남대) ···································· p.260 ~ p.265

“굴절률 분산을 반영한 고속 푸리에 변환 및 막두께 정밀결정”,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 p.266 ~ p.271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PDP용 ITO 박막의 패턴 분석”, 윤희삼, 김상열(아주대) ····································· p.272 ~ p.278

“비대칭 다중 양자우물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모드이득의 이론 및 실험적 분석”, 권오기, 김강호, 김현수, 김종회,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279 ~ p.285

“광대역 이득 레이저 다이오드 설계 및 제작”, 권오기, 김강호, 김현수, 김종회, 심은덕,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

구원) ····································································································································································· p.286 ~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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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 기반의 광통신망을 위한 저가형 광신호 삽입/추출 모듈”, 조승현, 박재동, 정의석, 김병휘(한국전자통신연

구원),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신동욱(한양대) ····································································· p.578 ~ p.582

“최적의 2차 편광모드분산 보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상인(아주대) ··················································· p.583 ~ p.587

“지능형 구조물을 위한 간섭형 광섬유 센서 신호처리기”, 홍영준, 예윤해(경희대) ······························ p.588 ~ p.593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Pr 첨가 Ge-Sb-Se 계열 셀레나이드 유리의 굴절률 결정”, 신상균, 김상준, 김상열(아주

대), 최용규, 박봉제, 서홍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594 ~ p.599

“Radio-Over-Fiber 시스템을 위한 40 GHz 대역에서 직접 광스위칭 CDMA 연구”, 최재원, 전영민, 변영태, 우덕

하(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종대, 서동선(명지대) ······················································································· p.600 ~ p.605

“위상형 직선격자의 자체결상과 가시도 분석”, 백승선, 이상일, 조재흥(한남대), 김영란(㈜삼성테크윈) ······················

················································································································································································ p.606 ~ p.612

“줌 구조를 이용하여 물체거리가 변해도 상면과 배율이 고정되는 현미경 광학계의 설계”, 류재명(서울광합산업㈜),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정진호, 전영세, 이강배(프로옵틱스) ··································································· p.613 ~ p.622

“위상 변조 Exclusive-OR 연산을 이용한 광학적 암호화 방법”, 신창목, 서동환, 김수중(경북대) · p.623 ~ p.629

“시각 암호화와 가상 위상영상을 이용한 광 암호화 시스템”, 김인식, 서동환, 신창목, 조규보, 김수중(경북대), 노덕

수(경일대) ··························································································································································· p.630 ~ p.635

“무작위 분할 영상과 결합변환 광 상관기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 최상규, 서동환, 신창목, 김수중(경북대), 배장

근(구미1대학) ······················································································································································ p.636 ~ p.642

“위상편이 회절격자 간섭계의 가시도 최적화”,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643 ~ p.648

“링레이저 자이로의 출력오차 최소화를 위한 불규칙 몸체진동잡음 연구”, 심규민(국방과학연구소), 손승현(고등기

술연구원) ····························································································································································· p.649 ~ p.656

“Tilted Film-Loaded SAW 도파로를 이용한 2×2 Ti:LiNbO3 광 삽입 / 분기 멀티플렉서”, 강창민, 정홍식(홍익대) 

················································································································································································ p.657 ~ p.662

“국소 홀로그램 기록방식에 기초한 홀로그래픽 디스크 메모리”, 오용석, 김복수, 장주석, 강영수(부경대) ··················

··············································································································································································· p.663 ~ p.668

“Buried-Ridge Waveguide Laser Diode 제작 및 특성평가”, 오수환, 이지면, 김기수, 이철욱, 고현성, 박상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669 ~ p.673

“파장가변 광섬유 링 레이저를 이용한 아세틸렌(13C2H2) 분광”, 유한영, 오정미, 이동한(충남대), 문한섭, 이원규, 

박갑동,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674 ~ 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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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레이저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산소 동위원소의 성분비 측정”, 박상언(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도영, 김재

우, 고광훈, 임권, 정의창,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1 ~ p.5

“포토폴리머에서 압착에 의한 중심파장 이동과 광학특성 안정화 실험”, 김은석, 김남(충북대) ················· p.6 ~ p.11

“편광에 관계없이 매우 짧은 결합길이를 가지는 Double-Sided Deep-Ridge 도파관구조 수직 방향성 결합기의 

소멸비 향상”,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p.12 ~ p.16

“S/S+ Band에서 넓은 파장가변 영역을 가지고 50-GHz ITU-T 격자에 맞는 채널을 생성하는 Thulium이 첨가

된 광섬유 레이저”, 안성준, 박철근, 안승준(선문대), 박종한, 박남규(서울대) ············································ p.17 ~ p.21

“주기적으로 분리된 광도파로로 구성된 모드 크기의 변환기의 설계 및 분석”, 박보근, 정영철(광운대) ·····················

····················································································································································································· p.22 ~ p.27

“중간 결합층이 적층된 측면연마 광섬유 결합기의 해석 및 결합효율 개선”, 손경락(한국해양대), 김광택(호남대) ····

···················································································································································································· p.28 ~ p.33

“시간지연 샘플링을 이용한 광섬유 격자 센서어레이의 선형 복조”, 김종섭, 송민호(전북대) ·············· p.34 ~ p.38

“랜덤 선로상의 광 국재현상에 관한 해석(2): 시뮬레이션”, 최영규(신라대) ········································· p.434 ~ p.442

“경량화 반사경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박강수, 박현철, 조지현, 윤성기,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

··············································································································································································· p.443 ~ p.448

“자이로용 Er-첨가 광섬유 광원에서 편광 스크램블링을 이용한 편광효과의 억제”, 김택중, 진영준, 박희갑(전북대) 

··············································································································································································· p.449 ~ p.453

“Loss-Coupled DFB LD 집적 Mach-Zehnder 간섭계형 파장 변환기”, 김현수, 김종회, 심은덕, 백용순, 김강호, 

권오기,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454 ~ p.459

“Double-Pass Forward 방식으로 구성된 자이로스코프용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특성”, 진영준, 허영순, 

김택중, 박희갑(전북대) ···································································································································· p.460 ~ p.465

“광 2×2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10 GHz 선형 위상배열 안테나 용 광 실시간 지연선로”, 이백

송,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466 ~ p.472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한 스캐너-모니터간 색보정에 관한 연구”, 박진희, 김홍석, 박승옥(대진대) ··························

················································································································································································ p.473 ~ p.479

제14권 5호 2003년 10월 25일 발간

“밀도 반전 없는 증폭 매질에서 광펄스 군속도의 제어 과정 분석”, 김행화, 김경대, 이림, 안문희, 김중복(한국교원

대) ········································································································································································· p.483 ~ p.490

“Binary CGH를 사용한 JTC 광암호화 시스템 연구”, 주성현, 정만호(청주대) ······································· p.491 ~ p.497

“액정표시소자에서 화면의 명암대비와 밝기를 극대화하는 기본조건: Ⅱ. 다색광의 경우”,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노봉규(세심광전자기술㈜) ······························································································································ p.498 ~ p.503

“광산란 거친표면의 고정밀 삼차원 형상 측정을 위한 점회절 간섭계”, 김병창, 이호재,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504 ~ p.508

“SOA 집적 XPM형 파장변환기 모듈 제작 및 특성”, 김종회, 김현수, 심은덕, 백용순, 김강호, 권오기, 엄용성, 윤호

경,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509 ~ p.514

“섬광등 펌프형 100 W급 4 중통과 Nd:YAG 증폭기 시스템의 증폭특성”, 고광훈, 정도영, 김재우, 박상언, 임창환,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515 ~ p.520

“문턱 전류 이상에서 Complex-Coupled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 여러 가지 결합 계수 비와 양 단면 반사율 조합

에 따른 단일 모드 수율 해석”, 김부균, 김상택, 전재두(숭실대) ································································ p.521 ~ p.529

“새로운 10 Gbit/s 전광 NOR 논리 게이트”, 변영태, 김재헌,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530 ~ p.534

“제르니케(Zernike) 계수를 이용한 20:1 줌 적외선 광학계 민감도 분석”, 최세철, 김현숙, 김창우, 김연수, 이국환,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535 ~ p.544

“완전 스위칭이 가능한 Ti:LiNbO3 진행파 광변조기”, 곽재곤, 김경암, 김영문, 정은주, 피중호, 박권동, 김창민(서울

시립대) ································································································································································ p.545 ~ p.554

“등가 박막을 이용한 광통신용 파장분할 다중화(WDM) 박막필터 설계”, 오남석, 이상현, 황보창권(인하대), 김회경, 

김명진, 임영민(전자부품연구원) ···················································································································· p.555 ~ p.564

“Twisted VA 모드를 이용한 반투과형 LCD의 설계”, 백봉진, 도희욱,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565 ~ 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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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쌍의 뭉침현상이 단일계수에 미치는 영향”, 김헌오, 신하림,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573 ~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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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 기반의 광통신망을 위한 저가형 광신호 삽입/추출 모듈”, 조승현, 박재동, 정의석, 김병휘(한국전자통신연

구원),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신동욱(한양대) ····································································· p.578 ~ p.582

“최적의 2차 편광모드분산 보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상인(아주대) ··················································· p.583 ~ p.587

“지능형 구조물을 위한 간섭형 광섬유 센서 신호처리기”, 홍영준, 예윤해(경희대) ······························ p.588 ~ p.593

“분광타원법을 이용한 Pr 첨가 Ge-Sb-Se 계열 셀레나이드 유리의 굴절률 결정”, 신상균, 김상준, 김상열(아주

대), 최용규, 박봉제, 서홍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594 ~ p.599

“Radio-Over-Fiber 시스템을 위한 40 GHz 대역에서 직접 광스위칭 CDMA 연구”, 최재원, 전영민, 변영태, 우덕

하(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종대, 서동선(명지대) ······················································································· p.600 ~ p.605

“위상형 직선격자의 자체결상과 가시도 분석”, 백승선, 이상일, 조재흥(한남대), 김영란(㈜삼성테크윈) ······················

················································································································································································ p.606 ~ p.612

“줌 구조를 이용하여 물체거리가 변해도 상면과 배율이 고정되는 현미경 광학계의 설계”, 류재명(서울광합산업㈜),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정진호, 전영세, 이강배(프로옵틱스) ··································································· p.613 ~ p.622

“위상 변조 Exclusive-OR 연산을 이용한 광학적 암호화 방법”, 신창목, 서동환, 김수중(경북대) · p.623 ~ p.629

“시각 암호화와 가상 위상영상을 이용한 광 암호화 시스템”, 김인식, 서동환, 신창목, 조규보, 김수중(경북대), 노덕

수(경일대) ··························································································································································· p.630 ~ p.635

“무작위 분할 영상과 결합변환 광 상관기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 최상규, 서동환, 신창목, 김수중(경북대), 배장

근(구미1대학) ······················································································································································ p.636 ~ p.642

“위상편이 회절격자 간섭계의 가시도 최적화”,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643 ~ p.648

“링레이저 자이로의 출력오차 최소화를 위한 불규칙 몸체진동잡음 연구”, 심규민(국방과학연구소), 손승현(고등기

술연구원) ····························································································································································· p.649 ~ p.656

“Tilted Film-Loaded SAW 도파로를 이용한 2×2 Ti:LiNbO3 광 삽입 / 분기 멀티플렉서”, 강창민, 정홍식(홍익대) 

················································································································································································ p.657 ~ p.662

“국소 홀로그램 기록방식에 기초한 홀로그래픽 디스크 메모리”, 오용석, 김복수, 장주석, 강영수(부경대) ··················

··············································································································································································· p.663 ~ p.668

“Buried-Ridge Waveguide Laser Diode 제작 및 특성평가”, 오수환, 이지면, 김기수, 이철욱, 고현성, 박상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669 ~ p.673

“파장가변 광섬유 링 레이저를 이용한 아세틸렌(13C2H2) 분광”, 유한영, 오정미, 이동한(충남대), 문한섭, 이원규, 

박갑동,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674 ~ p.679

제15권 1호 2004년 2월 25일 발간

“다이오드 레이저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산소 동위원소의 성분비 측정”, 박상언(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도영, 김재

우, 고광훈, 임권, 정의창,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1 ~ p.5

“포토폴리머에서 압착에 의한 중심파장 이동과 광학특성 안정화 실험”, 김은석, 김남(충북대) ················· p.6 ~ p.11

“편광에 관계없이 매우 짧은 결합길이를 가지는 Double-Sided Deep-Ridge 도파관구조 수직 방향성 결합기의 

소멸비 향상”,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p.12 ~ p.16

“S/S+ Band에서 넓은 파장가변 영역을 가지고 50-GHz ITU-T 격자에 맞는 채널을 생성하는 Thulium이 첨가

된 광섬유 레이저”, 안성준, 박철근, 안승준(선문대), 박종한, 박남규(서울대) ············································ p.17 ~ p.21

“주기적으로 분리된 광도파로로 구성된 모드 크기의 변환기의 설계 및 분석”, 박보근, 정영철(광운대) ·····················

····················································································································································································· p.22 ~ p.27

“중간 결합층이 적층된 측면연마 광섬유 결합기의 해석 및 결합효율 개선”, 손경락(한국해양대), 김광택(호남대) ····

···················································································································································································· p.28 ~ p.33

“시간지연 샘플링을 이용한 광섬유 격자 센서어레이의 선형 복조”, 김종섭, 송민호(전북대) ·············· p.34 ~ p.38

“랜덤 선로상의 광 국재현상에 관한 해석(2): 시뮬레이션”, 최영규(신라대) ········································· p.434 ~ p.442

“경량화 반사경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박강수, 박현철, 조지현, 윤성기,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

··············································································································································································· p.443 ~ p.448

“자이로용 Er-첨가 광섬유 광원에서 편광 스크램블링을 이용한 편광효과의 억제”, 김택중, 진영준, 박희갑(전북대) 

··············································································································································································· p.449 ~ p.453

“Loss-Coupled DFB LD 집적 Mach-Zehnder 간섭계형 파장 변환기”, 김현수, 김종회, 심은덕, 백용순, 김강호, 

권오기,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454 ~ p.459

“Double-Pass Forward 방식으로 구성된 자이로스코프용 Erbium 첨가 광섬유 광원의 특성”, 진영준, 허영순, 

김택중, 박희갑(전북대) ···································································································································· p.460 ~ p.465

“광 2×2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10 GHz 선형 위상배열 안테나 용 광 실시간 지연선로”, 이백

송,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466 ~ p.472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한 스캐너-모니터간 색보정에 관한 연구”, 박진희, 김홍석, 박승옥(대진대) ··························

················································································································································································ p.473 ~ p.479

제14권 5호 2003년 10월 25일 발간

“밀도 반전 없는 증폭 매질에서 광펄스 군속도의 제어 과정 분석”, 김행화, 김경대, 이림, 안문희, 김중복(한국교원

대) ········································································································································································· p.483 ~ p.490

“Binary CGH를 사용한 JTC 광암호화 시스템 연구”, 주성현, 정만호(청주대) ······································· p.491 ~ p.497

“액정표시소자에서 화면의 명암대비와 밝기를 극대화하는 기본조건: Ⅱ. 다색광의 경우”,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노봉규(세심광전자기술㈜) ······························································································································ p.498 ~ p.503

“광산란 거친표면의 고정밀 삼차원 형상 측정을 위한 점회절 간섭계”, 김병창, 이호재,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504 ~ p.508

“SOA 집적 XPM형 파장변환기 모듈 제작 및 특성”, 김종회, 김현수, 심은덕, 백용순, 김강호, 권오기, 엄용성, 윤호

경, 오광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509 ~ p.514

“섬광등 펌프형 100 W급 4 중통과 Nd:YAG 증폭기 시스템의 증폭특성”, 고광훈, 정도영, 김재우, 박상언, 임창환,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 p.515 ~ p.520

“문턱 전류 이상에서 Complex-Coupled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 여러 가지 결합 계수 비와 양 단면 반사율 조합

에 따른 단일 모드 수율 해석”, 김부균, 김상택, 전재두(숭실대) ································································ p.521 ~ p.529

“새로운 10 Gbit/s 전광 NOR 논리 게이트”, 변영태, 김재헌, 전영민,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530 ~ p.534

“제르니케(Zernike) 계수를 이용한 20:1 줌 적외선 광학계 민감도 분석”, 최세철, 김현숙, 김창우, 김연수, 이국환,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535 ~ p.544

“완전 스위칭이 가능한 Ti:LiNbO3 진행파 광변조기”, 곽재곤, 김경암, 김영문, 정은주, 피중호, 박권동, 김창민(서울

시립대) ································································································································································ p.545 ~ p.554

“등가 박막을 이용한 광통신용 파장분할 다중화(WDM) 박막필터 설계”, 오남석, 이상현, 황보창권(인하대), 김회경, 

김명진, 임영민(전자부품연구원) ···················································································································· p.555 ~ p.564

“Twisted VA 모드를 이용한 반투과형 LCD의 설계”, 백봉진, 도희욱, 이서헌,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 p.565 ~ 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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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쌍의 뭉침현상이 단일계수에 미치는 영향”, 김헌오, 신하림,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573 ~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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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3호 2004년 6월 25일 발간

“이중공명 광펌핑을 이용한 1.5 ㎛ 반도체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문한섭, 이원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 림, 

김중복(한국교원대) ············································································································································· p.193 ~ p.199

“등방성 빔 단면과 비등방성 공간 부분 코히어런스 특성을 갖는 가우시안 셸 모델 빔의 구현에 대한 해석적 연구”, 

김휘, 김태수, 최경식, 이병호(서울대) ············································································································ p.200 ~ p.213

“색분산 보상을 위한 선형 첩 광섬유 격자의 Apodization”, 박제형, 최선민, 한영근, 김상혁, 이상배(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p.214 ~ p.221

“측면 연마 광섬유를 이용한 가변 광 감쇠기”, 구숙영, 정치섭(청주대) ··················································· p.222 ~ p.228

“전 광학적인 차동 검출 방법을 이용한 코히런트 시간 광 CDMA 시스템에서의 다중 접근 간섭 제거”, 김선종, 

김태영, 박철수, 박창수(광주과학기술원) ······································································································ p.229 ~ p.233

“집적결상된 3차원 영상의 중복 및 누락 왜곡에 대한 연구”, 서장일, 차성도, 신승호(강원대) ··········· p.234 ~ p.240

“직경 450 mm Cassegrain 형태 시준장치의 제작”, 양호순, 이재협,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종운, 

김도형(㈜쎄트렉아이 ) ······································································································································· p.241 ~ p.247

“광섬유 탐침의 반사를 이용한 파면 분석 근접장 주사 광간섭계”, 유장훈, 임상엽, 이현호, 박승한(연세대) ···············

················································································································································································ p.248 ~ p.253

“광집속장치의 광학정렬을 위한 Null 광학계”, 김연수, 김현숙,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254 ~ p.257

“레이저 스폿의 칼날주사 방법에 의한 복사계 개구 면적의 정밀측정”, 강창호, 김석원(울산대), 박승남(한국표준과

학연구원) ····························································································································································· p.258 ~ p.262

“Cr4+:YAG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Ti:Sapphire 레이저 여기 Nd:YAG 레이저의 수동형 Q-Switching 특성”, 안범수, 

추한태, 김규욱(금오공대) ································································································································· p.263 ~ p.267

“이론적 정밀모형안에 기초한 환산모형안의 광학상수”, 김상기(동남보건대) ········································ p.268 ~ p.273

“전기광학폴리머 변조기를 이용한 집적광학적 RF 위상변환기”, 이상신(광운대) ·································· p.274 ~ p.277

“지속시간 펨토초 수준의 빛펄스를 재는 이차조화파발생 프로그(SHG FROG) 장치개발”,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

··············································································································································································· p.278 ~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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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커넥터 접합면의 스크래치가 삽입손실에 미치는 영향”, 윤영민, 윤정현, 김부균(숭실대), 신영곤, 송국현(산업

자원부) ································································································································································· p.287 ~ p.292

“Double-Sided Deep-Ridge 도파관 구조 수직 방향성 결합기의 날개구조부 폭과 두께가 편광 특성에 미치는 영

향”, 정병민, 윤정현, 김부균(숭실대) ·············································································································· p.293 ~ p.298

“PAL-SLM을 이용한 다채널 부호화 방법에 따른 다위상형 CGH의 광학적 구현”, 정종래, 백운식(경희대), 김정회, 

김남(충북대) ······················································································································································· p.299 ~ p.308

“레이저 홀로그래피 방법과 반응성 이온식각 방법을 이용한 InP/InGaAsP 광자 결정 구조 제작”, 이지면(국립순천

대), 이민수(국립상주대), 이철욱, 오수환,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09 ~ p.312

“이진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을 이용한 비구면 형상 측정용 위상편이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

술원) ····································································································································································· p.313 ~ p.320

“광섬유 출력 측정용 광검출기의 비선형성 평가 연구”, 이덕희, 류지욱(공주대), 서정철(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21 ~ p.324

“광학부품의 진공자외선특성 측정용 분광반사율계 제작”, 신동주, 김현종,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25 ~ p.330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퓨리어 변환을 이용한 0차 회절광의 제거와 위상홀로그램의 생성에 대한 전산 모사”, 

김성규, 박민철,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순(서울대), 손정영(한양대) ··········································· p.39 ~ p.45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펄스의 변조를 이용한 이미징의 해상도 연구”, 오승재, 강철, 손주혁(서울시립대) ··················

···················································································································································································· p.46 ~ p.50

“근접장 주사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플라즈몬의 측정”, 고선아, 이관수, 박승룡, 윤재웅, 김필수, 오차환, 송석

호(한양대) ································································································································································ p.51 ~ p.55

“거친 표면 형상측정을 위한 큰 등가파장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56 ~ p.62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콜레스테릭 액정 필름의 광학 상수 결정”, 박종락(조선대), 류기한(LG전선㈜) ······

···················································································································································································· p.63 ~ p.67

“링레이저 자이로의 플렉셔 각도측정과 플렉셔 오차개선 연구”, 조민식, 김광진(국방과학연구소), 김정주(고등기

술연구원) ································································································································································· p.68 ~ p.73

“돔 유리를 이용한 위치이동 다중화 홀로그램 정보저장장치용 서보 컨트롤”,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

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전자) ························································································································· p.74 ~ p.78

“후면 위상 패턴을 이용한 투과율 조절 포토마스크”, 박종락(조선대), 박진홍(㈜삼성전자) ···················· p.79 ~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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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왼손잡이 메타-물질의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표면 폴라리톤의 전파 특성”, 윤재웅,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

(한양대) ···································································································································································· p.89 ~ p.99

“회전기와 첩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가변 분산 보상기”, 김준희, 배준기, 한영근, 김상혁,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정제명(한양대) ············································································································································ p.100 ~ p.103

“Fabry-Perot 레이저의 자기궤환 레이저 발진을 이용한 색분산 측정법”, 윤기홍, 송재원, 김현덕(경북대) ················

················································································································································································ p.104 ~ p.108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를 이용한 광변색성 디아릴에텐 유도체의 광유도 굴절률 변화에 관한 연구”, 조강민, 

윤정현(경북대), 임선정, 박수영(서울대), 강신원(경북대) ············································································ p.109 ~ p.113

“생체신호인 조상(Nail Bed)패턴을 이용한 영상정보의 광 암호화 및 복호화”, 김용우, 김태근(세종대) ·······················

·················································································································································································· p.114 ~ p.122

“시차정보를 이용한 수평이동방식 입체영상 카메라의 주시각제어”, 권기철, 김남(충북대) ··············· p.123 ~ p.129

“동적 마이크로 렌즈 배열을 사용한 3차원 완전 결상에서의 해상도 개선 특성”, 조명진, 김복수, 장주석(부경대) ·····

················································································································································································· p.130 ~ p.136

“전광선속 측정을 위한 고니오광도계 제작”, 김용완, 신동주,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운(호남대) ··············

·················································································································································································· p.137 ~ p.141

“Ti:LiNbO3 집적광학형 편광모드 조절기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

················································································································································································· p.142 ~ p.148

“양 단면 반사율 조합과 결합 계수 비에 따른 Complex-Coupled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파워 추출 효율과 발진 

파장 분포”, 김상택, 김부균(숭실대) ················································································································· p.149 ~ p.157

“초고속 무선 광통신을 위한 송신광학계의 설계”, 권영훈, 임천석(한남대) ············································· p.158 ~ p.170

“광 편향기 집적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 및 광의 편향”, 김강호, 권오기, 김종회, 김현수, 심은덕, 오광룡(한국전자

통신연구원), 김석원(울산대) ······························································································································ p.171 ~ p.176

“1550 nm 영역에서 아세틸렌 분자의 포화분광”, 문한섭, 이원규,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77 ~ p.182

“디지털 카메라 색 특성분석을 통한 sRGB 이미지 생성”, 유종우, 김홍석, 박승옥(대진대), 박철호, 박진희(디지털색

채연구소) ····························································································································································· p.183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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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명 광펌핑을 이용한 1.5 ㎛ 반도체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문한섭, 이원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 림, 

김중복(한국교원대) ············································································································································· p.193 ~ p.199

“등방성 빔 단면과 비등방성 공간 부분 코히어런스 특성을 갖는 가우시안 셸 모델 빔의 구현에 대한 해석적 연구”, 

김휘, 김태수, 최경식, 이병호(서울대) ············································································································ p.200 ~ p.213

“색분산 보상을 위한 선형 첩 광섬유 격자의 Apodization”, 박제형, 최선민, 한영근, 김상혁, 이상배(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p.214 ~ p.221

“측면 연마 광섬유를 이용한 가변 광 감쇠기”, 구숙영, 정치섭(청주대) ··················································· p.222 ~ p.228

“전 광학적인 차동 검출 방법을 이용한 코히런트 시간 광 CDMA 시스템에서의 다중 접근 간섭 제거”, 김선종, 

김태영, 박철수, 박창수(광주과학기술원) ······································································································ p.229 ~ p.233

“집적결상된 3차원 영상의 중복 및 누락 왜곡에 대한 연구”, 서장일, 차성도, 신승호(강원대) ··········· p.234 ~ p.240

“직경 450 mm Cassegrain 형태 시준장치의 제작”, 양호순, 이재협, 이윤우,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종운, 

김도형(㈜쎄트렉아이 ) ······································································································································· p.241 ~ p.247

“광섬유 탐침의 반사를 이용한 파면 분석 근접장 주사 광간섭계”, 유장훈, 임상엽, 이현호, 박승한(연세대) ···············

················································································································································································ p.248 ~ p.253

“광집속장치의 광학정렬을 위한 Null 광학계”, 김연수, 김현숙, 김현규(국방과학연구소) ···················· p.254 ~ p.257

“레이저 스폿의 칼날주사 방법에 의한 복사계 개구 면적의 정밀측정”, 강창호, 김석원(울산대), 박승남(한국표준과

학연구원) ····························································································································································· p.258 ~ p.262

“Cr4+:YAG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Ti:Sapphire 레이저 여기 Nd:YAG 레이저의 수동형 Q-Switching 특성”, 안범수, 

추한태, 김규욱(금오공대) ································································································································· p.263 ~ p.267

“이론적 정밀모형안에 기초한 환산모형안의 광학상수”, 김상기(동남보건대) ········································ p.268 ~ p.273

“전기광학폴리머 변조기를 이용한 집적광학적 RF 위상변환기”, 이상신(광운대) ·································· p.274 ~ p.277

“지속시간 펨토초 수준의 빛펄스를 재는 이차조화파발생 프로그(SHG FROG) 장치개발”, 양병관, 김진승(전북대) ··

··············································································································································································· p.278 ~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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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커넥터 접합면의 스크래치가 삽입손실에 미치는 영향”, 윤영민, 윤정현, 김부균(숭실대), 신영곤, 송국현(산업

자원부) ································································································································································· p.287 ~ p.292

“Double-Sided Deep-Ridge 도파관 구조 수직 방향성 결합기의 날개구조부 폭과 두께가 편광 특성에 미치는 영

향”, 정병민, 윤정현, 김부균(숭실대) ·············································································································· p.293 ~ p.298

“PAL-SLM을 이용한 다채널 부호화 방법에 따른 다위상형 CGH의 광학적 구현”, 정종래, 백운식(경희대), 김정회, 

김남(충북대) ······················································································································································· p.299 ~ p.308

“레이저 홀로그래피 방법과 반응성 이온식각 방법을 이용한 InP/InGaAsP 광자 결정 구조 제작”, 이지면(국립순천

대), 이민수(국립상주대), 이철욱, 오수환,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09 ~ p.312

“이진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을 이용한 비구면 형상 측정용 위상편이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

술원) ····································································································································································· p.313 ~ p.320

“광섬유 출력 측정용 광검출기의 비선형성 평가 연구”, 이덕희, 류지욱(공주대), 서정철(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21 ~ p.324

“광학부품의 진공자외선특성 측정용 분광반사율계 제작”, 신동주, 김현종,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25 ~ p.330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퓨리어 변환을 이용한 0차 회절광의 제거와 위상홀로그램의 생성에 대한 전산 모사”, 

김성규, 박민철,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순(서울대), 손정영(한양대) ··········································· p.39 ~ p.45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펄스의 변조를 이용한 이미징의 해상도 연구”, 오승재, 강철, 손주혁(서울시립대) ··················

···················································································································································································· p.46 ~ p.50

“근접장 주사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플라즈몬의 측정”, 고선아, 이관수, 박승룡, 윤재웅, 김필수, 오차환, 송석

호(한양대) ································································································································································ p.51 ~ p.55

“거친 표면 형상측정을 위한 큰 등가파장 회절격자 간섭계”, 황태준,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p.56 ~ p.62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콜레스테릭 액정 필름의 광학 상수 결정”, 박종락(조선대), 류기한(LG전선㈜) ······

···················································································································································································· p.63 ~ p.67

“링레이저 자이로의 플렉셔 각도측정과 플렉셔 오차개선 연구”, 조민식, 김광진(국방과학연구소), 김정주(고등기

술연구원) ································································································································································· p.68 ~ p.73

“돔 유리를 이용한 위치이동 다중화 홀로그램 정보저장장치용 서보 컨트롤”,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

대), 김지덕, 이홍석(㈜삼성전자) ························································································································· p.74 ~ p.78

“후면 위상 패턴을 이용한 투과율 조절 포토마스크”, 박종락(조선대), 박진홍(㈜삼성전자) ···················· p.79 ~ p.85

제15권 2호 2004년 4월 25일 발간

“금속과 왼손잡이 메타-물질의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표면 폴라리톤의 전파 특성”, 윤재웅,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

(한양대) ···································································································································································· p.89 ~ p.99

“회전기와 첩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가변 분산 보상기”, 김준희, 배준기, 한영근, 김상혁, 이상배(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정제명(한양대) ············································································································································ p.100 ~ p.103

“Fabry-Perot 레이저의 자기궤환 레이저 발진을 이용한 색분산 측정법”, 윤기홍, 송재원, 김현덕(경북대) ················

················································································································································································ p.104 ~ p.108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를 이용한 광변색성 디아릴에텐 유도체의 광유도 굴절률 변화에 관한 연구”, 조강민, 

윤정현(경북대), 임선정, 박수영(서울대), 강신원(경북대) ············································································ p.109 ~ p.113

“생체신호인 조상(Nail Bed)패턴을 이용한 영상정보의 광 암호화 및 복호화”, 김용우, 김태근(세종대) ·······················

·················································································································································································· p.114 ~ p.122

“시차정보를 이용한 수평이동방식 입체영상 카메라의 주시각제어”, 권기철, 김남(충북대) ··············· p.123 ~ p.129

“동적 마이크로 렌즈 배열을 사용한 3차원 완전 결상에서의 해상도 개선 특성”, 조명진, 김복수, 장주석(부경대) ·····

················································································································································································· p.130 ~ p.136

“전광선속 측정을 위한 고니오광도계 제작”, 김용완, 신동주,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운(호남대) ··············

·················································································································································································· p.137 ~ p.141

“Ti:LiNbO3 집적광학형 편광모드 조절기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

················································································································································································· p.142 ~ p.148

“양 단면 반사율 조합과 결합 계수 비에 따른 Complex-Coupled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파워 추출 효율과 발진 

파장 분포”, 김상택, 김부균(숭실대) ················································································································· p.149 ~ p.157

“초고속 무선 광통신을 위한 송신광학계의 설계”, 권영훈, 임천석(한남대) ············································· p.158 ~ p.170

“광 편향기 집적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 및 광의 편향”, 김강호, 권오기, 김종회, 김현수, 심은덕, 오광룡(한국전자

통신연구원), 김석원(울산대) ······························································································································ p.171 ~ p.176

“1550 nm 영역에서 아세틸렌 분자의 포화분광”, 문한섭, 이원규,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77 ~ p.182

“디지털 카메라 색 특성분석을 통한 sRGB 이미지 생성”, 유종우, 김홍석, 박승옥(대진대), 박철호, 박진희(디지털색

채연구소) ····························································································································································· p.183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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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대역폭을 갖는 광대역 분산 및 분산 경사 보상을 위한 순 위상 샘플링 광섬유 Bragg 격자”, 이호준(호서

대) ········································································································································································· p.485 ~ p.489

“외부 공진기 레이저 구현을 위한 평면도파로 격자 제작”, 임종훈, 임군, 이경식(성균관대), 송정환, 조재걸, 정선태, 

오윤경(삼성전자) ··············································································································································· p.490 ~ p.494

“파장가변 필터를 위한 Plane-Concave Fabry-Perot 공진기의 해석”, 예윤해(경희대) ··················· p.495 ~ p.502

“편광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소멸비와 짧은 길이를 가지는 수직 방향성 결합기 스위치”,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 p.503 ~ p.510

“기울어진 비구면 프레넬 렌즈와 C-8 type 전구를 이용한 해상용 랜턴의 배광곡선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평가”, 

조현석, 조재흥(한남대), 박승남, 박철웅, 김용완(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종태(부경대) ······················· p.511 ~ p.518

“생물 광자의 이차원 영상을 위한 렌즈계 최적화와 장치 구성”, 이승호(경희대), 심성보, 김재순, 양준모, 이창

훈, 소광섭(서울대) ·············································································································································· p.519 ~ p.526

“편광법을 이용한 LCD 편광판과 보상판의 광축 정렬오차 측정”, 안성혁,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 p.527 ~ p.530

“편광변조 타원해석법에 의한 정밀 흡착측정기술”, 최병일, 남현수, 박남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윤화식(포항가속

기연구소), 임동건(고려대) ································································································································ p.531 ~ p.538

“Arrayed-Waveguide Grating의 경로 오차 측정을 위한 저 간섭 광원 간섭계”, 송영기, 허남춘, 정영철(광운대) ·····

··············································································································································································· p.539 ~ p.546

“Ti:LiNbO3 편광모드 조절기 제작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 p.547 ~ p.554

“Implicit와 Explicit 방법의 결합에 의한 3차원 유한차분 빔전파 방법의 개선”, 김현준,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

걸(인하대) ··························································································································································· p.555 ~ p.562

“고온 양자교환법으로 제작된 LiNbO3 도파로의 굴절률 분포”, 신명진, 조현주,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 p.563 ~ p.568

“광음향 효과에 의한 고주파 여기식 CO2 레이저의 주파수 및 출력 안정화”, 최종운, 유문종(호남대), 우삼용, 서호

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69 ~ p.574

“두개의 렌즈형 레이저 막대들로 구성된 대칭형 공진기의 안정도 및 빔질의 수치적 분석”, 김현수(조선대) ············

················································································································································································ p.575 ~ p.582

“공초점 원리와 광섬유 광원 변조를 이용한 무한보정 현미경 자동초점”, 박정재,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p.583 ~ p.590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연속적인 광학적 RF 실시간 지연”, 채호동, 김도환, 김형준, 이상신 

(광운대), 김효겸, 이규호, 김광택(호남대) ····································································································· p.591 ~ p.596

제16권 1호 2005년 2월 25일 발간

“결합광 세기에 따른 Rb 원자의 사다리형 전자기 유도 투과”,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림, 김중복(한국교원

대) ··················································································································································································· p.1 ~ p.6

“Rb D1 전이선에서 원자결맞음에 의한 비선형 광자기 효과”, 문한섭, 이원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문희, 

김중복(한국교원대) ··················································································································································· p.7 ~ p.12

“WDM-PON 시스템용 저가형 Fiber Grating Laser의 제작 및 성능 분석”, 조승현, 이우람, 이지현, 박재동, 김병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신동욱(한양대) ············································ p.13 ~ p.20

“TOAD를 이용한 40 Gbit/s OPLL Clock Recovery 시스템에 대한 연구”, 기호진, 전영민, 변영태, 우덕하(한국과

학기술연구원) ·························································································································································· p.21 ~ p.26

“백색광주사간섭계에서 편광을 고려한 반사시 위상 변화에 대한 연구”, 김영식,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331 ~ p.336

“Opto-Hertzian 효과를 이용한 고주파 여기식 슬랩 CO2 레이저의 출력 안정화”, 최종운(호남대), 우삼용(한국표

준과학연구원), 김규식, 이영우(목원대) ········································································································· p.337 ~ p.342

“고주파 여기식 매트릭스형 도파관 이산화탄소 레이저”, 최종운(호남대), 안명수, 이영우(목원대) ·· p.343 ~ p.348

“10 Gb/s XFP Transceiver용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TOSA)의 RF 설계/제작 및 주파수 특성 해석”, 

김동철, 심종인(한양대), 박문규(삼성전자), 어영선(한양대) ······································································ p.349 ~ p.354

“생물광자의 좌우 및 손바닥과 손등의 상관성 조사”, 양준모, 정현희, 우원명, 이승호, 양종수, 소광섭(서울대), 윤길

원(서울산업대) ··················································································································································· p.355 ~ p.360

“Nd:YAG 레이저에 의한 다층 박막의 미소 점 마킹”, 김현진, 신용진(조선대) ····································· p.361 ~ p.368

“추출격자 분포 브래그 반사기가 집적된 광대역 파장가변 추출격자 분포 궤환 레이저 다이오드”, 김수현, 정영철

(광운대) ································································································································································ p.369 ~ p.374

“Ti:LiNbO3 세 도파로형 진행파 광변조기; 바깥입사, 반대칭 Detuning”, 이우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은주, 

피중호, 김창민(서울시립대) ····························································································································· p.375 ~ p.384

“2×2 광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위상배열 안테나용 4-비트 광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윤영민,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385 ~ p.390

“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의 광학정렬”, 김도형, 최영완, 강명석, 김이을(㈜써트렉아이), 양호순(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391 ~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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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640 nm와 660 nm 광자쌍의 간섭”, 김헌오, 신하림, 김원식, 권오성, 김태수(울산대) ········· p.399 ~ p.404

“이중 스펙클 간섭계를 이용한 전단간섭계의 변형 측정 한계 측정”, 윤병곤, 윤재선(강릉대) ······· p.405 ~ p.408

“SLD 동조 광원을 이용한 브라그 파장 측정 LPG 센서의 신호처리 시스템”, 이호준, 배윤경(호서대) ··························

················································································································································································ p.409 ~ p.414

“광커넥터의 반사를 이용한 다중화된 굽힘 손실형 단일모드 광섬유 변위센서”, 유정애, 조재흥(한남대), 권일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15 ~ p.422

“320×240 적외선 검출기를 이용한 열상센서의 설계”, 홍석민, 송인섭, 김창우, 유위경,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 p.423 ~ p.428

“고 분해능 안구내시경 개발을 위한 광학적 특성 평가”, 이봉수, 조동현(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 p.429 ~ p.434

“정밀한 선형 횡변위 측정용 Elongated Circular 격자의 자체결상을 이용한 무아레 무늬의 신호처리법”, 이상일, 

백승선, 조재흥(한남대) ··································································································································· p.435 ~ p.442

“극저온 절대복사계에 소급한 칸델라 국가표준 실현”, 박승남, 김용완, 이동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443 ~ p.448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현탁액의 광 리미팅 특성”, 유효정, 김석원(울산대) ·········································· p.449 ~ p.454

“극초단 펄스 Cr4+:YAG 레이저의 제작 및 동작 특성”, 이봉연, 이동한(충남대), 이치원, 윤석범(공주대), 추한태 

(금오공대) ···························································································································································· p.455 ~ p.460

“대비감도함수와 변조전달함수를 이용한 시기능 예측”, 김상기(동남보건대), 박성찬(단국대) ··········· p.461 ~ p.468

“저 전류 및 고 효율로 동작하는 양자 우물 매립형 Butt-Coupled Sampled Grating Distributed Bragg Reflector 

Laser Diode 설계 및 제작”, 오수환, 이철욱, 김기수,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지면(순천대) 

················································································································································································ p.469 ~ p.474

“CPW 진행파 전극, M-Z형 Ti:LiNbO3 광 변조기”, 피중호, 정은주, 최정성, 김창민(서울시립대) ···· p.475 ~ p.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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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대역폭을 갖는 광대역 분산 및 분산 경사 보상을 위한 순 위상 샘플링 광섬유 Bragg 격자”, 이호준(호서

대) ········································································································································································· p.485 ~ p.489

“외부 공진기 레이저 구현을 위한 평면도파로 격자 제작”, 임종훈, 임군, 이경식(성균관대), 송정환, 조재걸, 정선태, 

오윤경(삼성전자) ··············································································································································· p.490 ~ p.494

“파장가변 필터를 위한 Plane-Concave Fabry-Perot 공진기의 해석”, 예윤해(경희대) ··················· p.495 ~ p.502

“편광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소멸비와 짧은 길이를 가지는 수직 방향성 결합기 스위치”, 정병민, 김부균(숭실대) ····

················································································································································································ p.503 ~ p.510

“기울어진 비구면 프레넬 렌즈와 C-8 type 전구를 이용한 해상용 랜턴의 배광곡선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평가”, 

조현석, 조재흥(한남대), 박승남, 박철웅, 김용완(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종태(부경대) ······················· p.511 ~ p.518

“생물 광자의 이차원 영상을 위한 렌즈계 최적화와 장치 구성”, 이승호(경희대), 심성보, 김재순, 양준모, 이창

훈, 소광섭(서울대) ·············································································································································· p.519 ~ p.526

“편광법을 이용한 LCD 편광판과 보상판의 광축 정렬오차 측정”, 안성혁, 김상준, 김상열(아주대) ·· p.527 ~ p.530

“편광변조 타원해석법에 의한 정밀 흡착측정기술”, 최병일, 남현수, 박남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윤화식(포항가속

기연구소), 임동건(고려대) ································································································································ p.531 ~ p.538

“Arrayed-Waveguide Grating의 경로 오차 측정을 위한 저 간섭 광원 간섭계”, 송영기, 허남춘, 정영철(광운대) ·····

··············································································································································································· p.539 ~ p.546

“Ti:LiNbO3 편광모드 조절기 제작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 p.547 ~ p.554

“Implicit와 Explicit 방법의 결합에 의한 3차원 유한차분 빔전파 방법의 개선”, 김현준,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

걸(인하대) ··························································································································································· p.555 ~ p.562

“고온 양자교환법으로 제작된 LiNbO3 도파로의 굴절률 분포”, 신명진, 조현주, 이재철(고등기술연구원) ··················

··············································································································································································· p.563 ~ p.568

“광음향 효과에 의한 고주파 여기식 CO2 레이저의 주파수 및 출력 안정화”, 최종운, 유문종(호남대), 우삼용, 서호

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69 ~ p.574

“두개의 렌즈형 레이저 막대들로 구성된 대칭형 공진기의 안정도 및 빔질의 수치적 분석”, 김현수(조선대) ············

················································································································································································ p.575 ~ p.582

“공초점 원리와 광섬유 광원 변조를 이용한 무한보정 현미경 자동초점”, 박정재,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p.583 ~ p.590

“측면 연마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연속적인 광학적 RF 실시간 지연”, 채호동, 김도환, 김형준, 이상신 

(광운대), 김효겸, 이규호, 김광택(호남대) ····································································································· p.591 ~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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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광 세기에 따른 Rb 원자의 사다리형 전자기 유도 투과”,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림, 김중복(한국교원

대) ··················································································································································································· p.1 ~ p.6

“Rb D1 전이선에서 원자결맞음에 의한 비선형 광자기 효과”, 문한섭, 이원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문희, 

김중복(한국교원대) ··················································································································································· p.7 ~ p.12

“WDM-PON 시스템용 저가형 Fiber Grating Laser의 제작 및 성능 분석”, 조승현, 이우람, 이지현, 박재동, 김병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민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신동욱(한양대) ············································ p.13 ~ p.20

“TOAD를 이용한 40 Gbit/s OPLL Clock Recovery 시스템에 대한 연구”, 기호진, 전영민, 변영태, 우덕하(한국과

학기술연구원) ·························································································································································· p.21 ~ p.26

“백색광주사간섭계에서 편광을 고려한 반사시 위상 변화에 대한 연구”, 김영식, 김승우(한국과학기술원) ·················

················································································································································································ p.331 ~ p.336

“Opto-Hertzian 효과를 이용한 고주파 여기식 슬랩 CO2 레이저의 출력 안정화”, 최종운(호남대), 우삼용(한국표

준과학연구원), 김규식, 이영우(목원대) ········································································································· p.337 ~ p.342

“고주파 여기식 매트릭스형 도파관 이산화탄소 레이저”, 최종운(호남대), 안명수, 이영우(목원대) ·· p.343 ~ p.348

“10 Gb/s XFP Transceiver용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TOSA)의 RF 설계/제작 및 주파수 특성 해석”, 

김동철, 심종인(한양대), 박문규(삼성전자), 어영선(한양대) ······································································ p.349 ~ p.354

“생물광자의 좌우 및 손바닥과 손등의 상관성 조사”, 양준모, 정현희, 우원명, 이승호, 양종수, 소광섭(서울대), 윤길

원(서울산업대) ··················································································································································· p.355 ~ p.360

“Nd:YAG 레이저에 의한 다층 박막의 미소 점 마킹”, 김현진, 신용진(조선대) ····································· p.361 ~ p.368

“추출격자 분포 브래그 반사기가 집적된 광대역 파장가변 추출격자 분포 궤환 레이저 다이오드”, 김수현, 정영철

(광운대) ································································································································································ p.369 ~ p.374

“Ti:LiNbO3 세 도파로형 진행파 광변조기; 바깥입사, 반대칭 Detuning”, 이우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은주, 

피중호, 김창민(서울시립대) ····························································································································· p.375 ~ p.384

“2×2 광 MEMS 스위치와 광섬유 지연선로를 이용한 위상배열 안테나용 4-비트 광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윤영민,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385 ~ p.390

“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의 광학정렬”, 김도형, 최영완, 강명석, 김이을(㈜써트렉아이), 양호순(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391 ~ p.396

제15권 5호 2004년 10월 25일 발간

“파장 640 nm와 660 nm 광자쌍의 간섭”, 김헌오, 신하림, 김원식, 권오성, 김태수(울산대) ········· p.399 ~ p.404

“이중 스펙클 간섭계를 이용한 전단간섭계의 변형 측정 한계 측정”, 윤병곤, 윤재선(강릉대) ······· p.405 ~ p.408

“SLD 동조 광원을 이용한 브라그 파장 측정 LPG 센서의 신호처리 시스템”, 이호준, 배윤경(호서대) ··························

················································································································································································ p.409 ~ p.414

“광커넥터의 반사를 이용한 다중화된 굽힘 손실형 단일모드 광섬유 변위센서”, 유정애, 조재흥(한남대), 권일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15 ~ p.422

“320×240 적외선 검출기를 이용한 열상센서의 설계”, 홍석민, 송인섭, 김창우, 유위경,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 p.423 ~ p.428

“고 분해능 안구내시경 개발을 위한 광학적 특성 평가”, 이봉수, 조동현(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 p.429 ~ p.434

“정밀한 선형 횡변위 측정용 Elongated Circular 격자의 자체결상을 이용한 무아레 무늬의 신호처리법”, 이상일, 

백승선, 조재흥(한남대) ··································································································································· p.435 ~ p.442

“극저온 절대복사계에 소급한 칸델라 국가표준 실현”, 박승남, 김용완, 이동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443 ~ p.448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현탁액의 광 리미팅 특성”, 유효정, 김석원(울산대) ·········································· p.449 ~ p.454

“극초단 펄스 Cr4+:YAG 레이저의 제작 및 동작 특성”, 이봉연, 이동한(충남대), 이치원, 윤석범(공주대), 추한태 

(금오공대) ···························································································································································· p.455 ~ p.460

“대비감도함수와 변조전달함수를 이용한 시기능 예측”, 김상기(동남보건대), 박성찬(단국대) ··········· p.461 ~ p.468

“저 전류 및 고 효율로 동작하는 양자 우물 매립형 Butt-Coupled Sampled Grating Distributed Bragg Reflector 

Laser Diode 설계 및 제작”, 오수환, 이철욱, 김기수, 고현성, 박상기,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지면(순천대) 

················································································································································································ p.469 ~ p.474

“CPW 진행파 전극, M-Z형 Ti:LiNbO3 광 변조기”, 피중호, 정은주, 최정성, 김창민(서울시립대) ···· p.475 ~ p.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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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방법에 의한 원통형 물체의 지름 측정”, 임복룡(울산공업고등학교), 김석원(울산대) ········· p.177 ~ p.181

“라만증폭기의 효율적인 성능분석을 위한 라만방정식의 적분형 전개와 수치해석 알고리즘”, 최락권(KT 마케팅연

구소), 박재형, 김필한, 박종한, 박남규(서울대) ···························································································· p.182 ~ p.190

“압력이 인가되는 지점에만 광섬유 장주기 격자가 형성되는 광섬유 소자 제작 및 특성 분석”, 이남권, 송재원(경북

대), 박재희(계명대) ·············································································································································· p.191 ~ p.195

“0.75Δ% 굴절율차를 가진 40채널 광파장 다중화 및 역다중화 소자”, 문형명, 최기선, 이길현, 김동훈, 이지훈, 

이동환, 오진경, 곽승찬, 권오관, 강동수(㈜피피아이), 최준석, 정건, 이현용(전남대), 박만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196 ~ p.200

“조명각 변조 방식의 3차원 입체영상 표시장치설계 및 공차분석”, 정우철, 하상우, 박헌용,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 p.201 ~ p.208

“원적외선 2세대 열상조준경의 설계”, 홍석민, 김현숙, 박용찬(국방과학연구소) ·································· p.209 ~ p.216

“Micro Fresnel Lens Array를 이용한 Backlight Unit 설계”, 유재성, 정만호(청주대) ··························· p.217 ~ p.224

“집적결상법에서 기본영상의 크기 변환에 따른 3차원 재생영상의 특성 분석”, 서장일, 신승호(강원대) ····················

················································································································································································ p.225 ~ p.234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멀티빔 리소그라피 연구”, 최상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천희(청주대) ················· p.235 ~ p.238

“Dual-Beam Shearography를 이용한 물체의 내부결함 측정”, 함효식, 최성을(인천대) ··················· p.239 ~ p.247

“‘Improved QS-MMI’ 1.31/1.55 ㎛ 파장분리기의 최적화 설계 및 제작”, 김남국, 김장겸, 최철현, 오범환,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인하대) ····································································································································· p.248 ~ p.253

“대형 코어 폴리머 광도파로를 이용한 가변 광감쇠기 설계”, 조수홍, 오민철(부산대) ························· p.254 ~ p.260

“최대 광밴드갭을 위한 2차원 광결정 구조”, 성준호, 오범환,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인하대) ··········· p.261 ~ p.265

“WDM 시스템에 적합한 광결정 대역 통과 필터 설계”, 박동수, 김상인, 박익모, 임한조(아주대) ······ p.266 ~ p.274

“InGaN LED에서 칩 구조 및 칩마운트 구조에 따른 광추출효율에 관한 연구”, 이성재(충남대) ········ p.275 ~ p.286

“2차원 X-밴드 위상 배열 안테나용 광 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김성철,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 p.287 ~ p.294

제16권 4호 2005년 8월 25일 발간

“루비듐 5S1/2-5P3/2-4D3/2, 5/2 전이선에서의 이중공명 광펌핑 분광”,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림, 김중복

(한국교원대) ······················································································································································· p.297 ~ p.303

“극자외선 영역에서 곡면 DOEs에 관한 연구”, 최성을, 이용우, 권명회(인천대), 김용후(한국과학기술원) ·················

················································································································································································ p.304 ~ p.312

“차동 위상 변조 전송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 눈열림 특성을 이용한 직접 검수신단 최적화 및 안정화 제어 연구”, 

장윤선, 박혁, 김광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313 ~ p.318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이용한 백색광 간섭 피크의 검출”, 예윤해, 이종권(경희대) ······························· p.319 ~ p.325

“푸리에 영역에서 위상 변조 Exclusive-OR 연산을 이용한 단일 경로 위상 암호화 시스템”, 신창목, 조규보, 김수

중(경북대), 노덕수(경일대) ······························································································································ p.326 ~ p.333

“홀로그램 광 저대역 필터의 MTF 특성 개선을 위한 다중 위상 설계”, 오용호, 고춘수(원광대) ········ p.334 ~ p.339

“가열용융 방법에 의한 Ge-BPSG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제작”, 정진호, 오진경, 최준석, 최기선, 이형종(전남대), 

배병성(경희대) ··················································································································································· p.340 ~ p.344

“포토 다이오드 조정방식을 이용한 광 픽업용 저가 홀로그램 모듈”, 정호섭, 경천수(삼성전기) ······· p.345 ~ p.353

“반도체 광 증폭기가 삽입된 광섬유 루프 미러를 이용한 NRZ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파장 변환기”, 이혁재(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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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모듈을 이용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용 줌 렌즈 설계”, 박성찬,이상훈(단국대) ······························· p.34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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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정원용(경남대) ··································································································································· p.500 ~ p.507

“가변 속도 이동식 마스크를 이용한 렌즈 곡면 형성”, 이준섭, 박우제,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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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 p.366 ~ p.375

“Ti:LiNbO3 집적광학형 파장가변 편광보드 조절기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 p.376 ~ p.383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폴리머 링 광공진기”, 김도환, 임정규, 이상신(광운대), 안세원, 이기동(LG전자기술

원) ·········································································································································································· p.384 ~ p.391

“반도체 광 증폭기의 상호 이득 변조를 이용한 2.5 Gbps 다채널 가변형 파장변환기 개발”, 손정민, 이상선(한양대) 

··············································································································································································· p.392 ~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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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선의 주기적인 배열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형성한 파장 가변 장주기 광섬유격자”, 손경락(한국해양대), 김광

택(호남대) ···························································································································································· p.401 ~ p.405

“외부 공진기 레이저의 발진 모드 수 조절에 관한 연구”, 육태경, 이경식(성균관대), 박만용, 김병휘(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p.406 ~ p.410

“장거리 광선로 감시용 1625 nm OTDR 신호 증폭을 위한 효율적인 Extended L-Band Erbium-Doped Fiber 

Amplifier”, 이한협, 서대동, 이동한(충남대), 최현범(FON system), 전정우(KT 차세대통신망연구소) ························

················································································································································································· p.411 ~ p.416

“광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대기 교란으로 인한 광 가우시안 펄스의 펄스 퍼짐과 부호간 간섭에 관한 연구”, 정진호

(호서대) ································································································································································· p.417 ~ p.422

“유한 물체거리를 갖는 2 반사경계의 곡률 선형 방정식”, 이정기, 임천석(한남대) ······························· p.423 ~ p.427

“전자 렌즈 Aperture 구조에 따른 마이크로칼럼의 전자빔 특성”, 최상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천희(청주대) ··············

················································································································································································ p.428 ~ p.432

“백색 광원과 컬러 센서를 이용한 잔류 농약 검출용 바이오 센서 측정기 개발”, 조형준, 유영훈, 현해남(제주대) ······

··············································································································································································· p.433 ~ p.439

“조정방식과 경통고정방식에 대한 자동무수차점 널 렌즈 광학계의 측정 정밀도 한계 및 신뢰도”, 이영훈, 임천석 

(한남대) ································································································································································ p.440 ~ p.445

“방향성 결합기 소멸비 특성의 일반화 경향과 파장분리기의 소형화 설계”, 최철현, 오범환,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인하대) ······························································································································································· p.446 ~ p.449

“종방향 여기 방식과 표면방전에 의한 질소레이저의 동작 특성”, 이봉연(충남대) ······························· p.450 ~ p.455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불안정 공진기형 Nd:YAG 레이저의 빔질 분석”, 김현수(조선대) ················ p.456 ~ p.461

“비트 방식 홀로그램 정보저장 장치의 다중화 방법”, 박우제,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김지덕(㈜삼

성전자) ································································································································································· p.462 ~ p.468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를 이용한 광학적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진원준, 김도환, 송주한, 이상신 

(광운대) ································································································································································ p.469 ~ p.475

“1.3 ㎛ 파장 Al2O3/a-Si 박막 에탈론과 광학 상수 측정”, 송현우, 김종희, 한원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476 ~ p.478

5803부•부록 581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제16권 6호 2005년 12월 25일 발간

“고전 상관관계를 갖는 두 빛을 이용한 고스트 이미징”, 배삼용, 윤선현(전남대) ·································· p.481 ~ p.484

“샘플링 광섬유 Bragg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 내의 유도 Brillouin 산란 억제”, 이호준(호서대) ········· p.485 ~ p.489

“광자 결정 광섬유에서 펌프광원의 파장과 입력파워에 따른 초 광대역 광원 발생의 특성”, 김종두, 이기주, 전민용

(충남대), 안성준(선문대), 최용규(한국항공대) ····························································································· p.490 ~ p.493

“측면 연마된 열확산 코어 광섬유와 외부 물질의 분산 특성 차이를 이용한 단파장 통과 필터”, 김광택, 이규효, 

신은수, 황보승(호남대), 손경락(한국항공대), 김정근(광주대), 이동호, 송재원(경북대) ······················ p.494 ~ p.499

“데이터 처리를 통한 테라헤르츠(THz)파의 2차원 이미지 개선”, 손채화, 진윤식, 전석기, 김근주, 정순신(한국전기

연구소), 정원용(경남대) ··································································································································· p.500 ~ p.507

“가변 속도 이동식 마스크를 이용한 렌즈 곡면 형성”, 이준섭, 박우제,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

················································································································································································ p.508 ~ p.515

“영점검출을 이용한 광섬유형 전자 스페클 패턴 간섭계의 위상이동”, 박형준, 송민호(전북대), 이준호(호서대) ·······

················································································································································································ p.516 ~ p.520

“직경 300 mm 광집속장치의 광학정렬”, 양호순,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정주, 엄해동, 이수상(두산 인프

라코어㈜), 김연수,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521 ~ p.526

“증폭된 광 귀환을 가지는 다중 전극 복소 결합 DFB 레이저에서 발생되는 Self-Pulsation 특성 해석”, 김상택, 

김태영, 김부균(숭실대), 임영안, 박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527 ~ p.534

“수동 모드 잠금된 100 MHz Cr4+:YAG 레이저에서의 펨토초 펄스 발생”, 조원배, 이상민(아주대), 김종두, 전민용

(충남대),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35 ~ p.541

“광간섭 단층촬영(OCT)용 PZT 광경로 지연기에서의 편광모드 분산 및 열요동 보상”, 김영관, 박성진, 김용평(경희

대) ········································································································································································· p.547 ~ p.552

“ZnTe 결정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특성”, 진윤식, 전석기, 김근주, 손채화, 정순신(한국전기연구

원) ········································································································································································· p.553 ~ p.559

“편광산란분광법을 이용한 표면의 입자 크기 측정”, 조형준, 최치규,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p.560 ~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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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Rb D1 전이선에서 원자결맞음을 이용한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의 특성”, 이림, 문한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중복(한국교원대) ····················································································································································· p.1 ~ p.6

“FBG 프리즘과 광섬유 지연선로 행렬을 이용한 평면 위상 배열 안테나용 광 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7 ~ p.17

“직렬 연결 위상 천이 장주기 격자의 특성과 초기 커플링 세기 효과에 관한 연구”, 김민성(동명정보대), 한영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8 ~ p.22

“폴리머 분산 액정의 전기 광학적 스위칭 특성에 대한 액정방울 크기의 효과”, 김인태, 유연석(청주대) ······················

···················································································································································································· p.23 ~ p.30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과 광전자적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 조규보, 신창목, 김수중(경북

대) ·············································································································································································· p.31 ~ p.37

“단일 CCD와 두개의 줌렌즈로 구성한 입체 카메라”, 이상은, 조재흥(한남대), 정의민, 이각현(범광기전㈜) ··········

·················································································································································································· p.38 ~ p.46

“총기 인식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현 및 해석 알고리즘 개발”, 이혁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Theodore 

Vorburger, and Brian Reneger(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p.47 ~ p.53

“줌 광학계를 이용한 원적외선 열상장비의 설계 및 제작”, 홍석민,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354 ~ p.360

“거친 표면 형상측정을 위한 점광원 절대간섭계의 오차해석과 시스템 변수의 보정”, 김병창(경남대), 김승우(한국

과학기술원) ························································································································································· p.361 ~ p.365

“전하량 제어에 의한 리튬나오베이트 주기적 분극반전(PPLN) 제작 공정에 관한 연구”, 김원정, 정홍식(홍익대),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 p.366 ~ p.375

“Ti:LiNbO3 집적광학형 파장가변 편광보드 조절기에 관한 연구”, 문제영, 정홍식(홍익대) ················ p.376 ~ p.383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폴리머 링 광공진기”, 김도환, 임정규, 이상신(광운대), 안세원, 이기동(LG전자기술

원) ·········································································································································································· p.384 ~ p.391

“반도체 광 증폭기의 상호 이득 변조를 이용한 2.5 Gbps 다채널 가변형 파장변환기 개발”, 손정민, 이상선(한양대) 

··············································································································································································· p.392 ~ p.396

제16권 5호 2005년 10월 25일 발간

“금속선의 주기적인 배열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형성한 파장 가변 장주기 광섬유격자”, 손경락(한국해양대), 김광

택(호남대) ···························································································································································· p.401 ~ p.405

“외부 공진기 레이저의 발진 모드 수 조절에 관한 연구”, 육태경, 이경식(성균관대), 박만용, 김병휘(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p.406 ~ p.410

“장거리 광선로 감시용 1625 nm OTDR 신호 증폭을 위한 효율적인 Extended L-Band Erbium-Doped Fiber 

Amplifier”, 이한협, 서대동, 이동한(충남대), 최현범(FON system), 전정우(KT 차세대통신망연구소) ························

················································································································································································· p.411 ~ p.416

“광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대기 교란으로 인한 광 가우시안 펄스의 펄스 퍼짐과 부호간 간섭에 관한 연구”, 정진호

(호서대) ································································································································································· p.417 ~ p.422

“유한 물체거리를 갖는 2 반사경계의 곡률 선형 방정식”, 이정기, 임천석(한남대) ······························· p.423 ~ p.427

“전자 렌즈 Aperture 구조에 따른 마이크로칼럼의 전자빔 특성”, 최상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천희(청주대) ··············

················································································································································································ p.428 ~ p.432

“백색 광원과 컬러 센서를 이용한 잔류 농약 검출용 바이오 센서 측정기 개발”, 조형준, 유영훈, 현해남(제주대) ······

··············································································································································································· p.433 ~ p.439

“조정방식과 경통고정방식에 대한 자동무수차점 널 렌즈 광학계의 측정 정밀도 한계 및 신뢰도”, 이영훈, 임천석 

(한남대) ································································································································································ p.440 ~ p.445

“방향성 결합기 소멸비 특성의 일반화 경향과 파장분리기의 소형화 설계”, 최철현, 오범환,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인하대) ······························································································································································· p.446 ~ p.449

“종방향 여기 방식과 표면방전에 의한 질소레이저의 동작 특성”, 이봉연(충남대) ······························· p.450 ~ p.455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불안정 공진기형 Nd:YAG 레이저의 빔질 분석”, 김현수(조선대) ················ p.456 ~ p.461

“비트 방식 홀로그램 정보저장 장치의 다중화 방법”, 박우제, 김성필,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김지덕(㈜삼

성전자) ································································································································································· p.462 ~ p.468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를 이용한 광학적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진원준, 김도환, 송주한, 이상신 

(광운대) ································································································································································ p.469 ~ p.475

“1.3 ㎛ 파장 Al2O3/a-Si 박막 에탈론과 광학 상수 측정”, 송현우, 김종희, 한원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476 ~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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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나노패턴 형성 연구”, 최성철, 이영락, 노영철, 이종민, 고도경(광주과학기술원), 

이정훈, 김강윤, 김창종, 이웅상, 허명구(㈜LG전자) ···················································································· p.203 ~ p.206

제17권 3호 2006년 6월 25일 발간

“천이영역을 갖는 원통형 격자필터 설계를 위한 간단한 해석적 방법”, 호광춘(한성대) ······················· p.209 ~ p.215

“광섬유격자 온도센서의 정밀도 개선”, 이현욱, 송민호(전북대), 이준호(호서대) ·································· p.216 ~ p.222

“공간 선택적 브릴루앙 산란을 이용한 분포형 광섬유 센서의 실험”, 서민성, 윤승철, 현진영, 박희갑(전북대) ···········

················································································································································································ p.223 ~ p.230

“직교성을 이용한 계층적 영상 암호화”, 김남진(경북대), 서동환, 이성근(한국해양대), 신창목, 조규보, 김수중(경북

대) ·········································································································································································· p.231 ~ p.239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프로젝션 TV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 이정열(단국대) ····················· p.240 ~ p.247

“결합 변환 상관 평면의 이동 변위와 무작위 위상 영상을 이용한 광 암호화 시스템”, 신창목, 이우혁, 조규보, 김수

중(경북대), 서동환, 이성근(한국해양대) ········································································································ p.248 ~ p.255

“레이저 빔의 파면 측정을 통한 비축 포물 거울의 성능 평가 및 정렬 오차 민감도”, 정태문, 최일우, 고도경,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 p.256 ~ p.261

“주입 전하량의 실시간 제어에 의한 PPLN 제작 및 분극반전 과정 분석”, 권재영, 김현덕, 송재원(경북대) ·················

················································································································································································ p.262 ~ p.267

“펨토초 레이저 주입잠금법을 이용한 광주파수 빗의 모드 선택과 증폭”, 문한섭, 김억봉, 박상언, 박창용(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268 ~ p.272

“Littman 타입 및 Littrow 타입 파장가변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에 관한 연구”, 백운식(경희대) ····· p.273 ~ p.277

“InAs/InGaAs 양자점을 이용한 전계광학변조기”, 옥성해, 문연태, 최영완(중앙대), 손창완, 이 석, 우덕하, 변영태, 

전영민,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창(홍익대), 오재응(한양대) ·················································· p.278 ~ p.284

“정렬에 무관한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형 필터”, 이종훈, 김현덕, 송재원(경북대) ················· p.285 ~ p.289

“구리선 도파로를 이용한 THz 전자기파의 결합 특성”, 전태인, 지영빈(한국해양대) ··························· p.290 ~ p.295

“졸-겔법으로 제작된 저온 TiO2 박막의 촉매농도에 따른 특성 분석”, 홍현주, 허민찬,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 IHL) ······································································································································ p.296 ~ p.302

제17권 4호 2006년 8월 25일 발간

“85Rb D1 선에서 이광자 결맞음을 고려한 포화흡수 분광”, 노종우, 강만일, 류지욱(공주대), 문한섭(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p.305 ~ p.311

“광학 필터를 이용한 광섬유 방사선 센서의 체렌코프 빛 제거”, 장경원, 이봉수, 조동현, 김형식, 이정한, 이정환 

(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p.312 ~ p.316

“나노임프린트 방법을 이용한 폴리머 광도파로 열 격자”, 임정규, 이상신(광운대), 이기동(LG전자기술원) ················

················································································································································································· p.317 ~ p.322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의 스캐닝 방법을 이용한 영차회절광 제거”,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

훈(AP & Tec.) ····················································································································································· p.323 ~ p.328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과 위상 펼침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정원기(전주대), 

신상훈(AP & Tec.) ············································································································································ p.329 ~ p.334

“반사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에서의 조사면적 및 재생면적의 확대기록”, 최규환, 김성규(한국과학기

술연구원), 조동현(고려대), 윤선규(제주대) ··································································································· p.335 ~ p.341

“브래그 격자 광도파로형 바이오 센서”, 이재현, 김경조, 오민철(부산대) ··················································· p.54 ~ p.59

“펄스형 고전압 전원에 의한 선전리 현상의 관측과 질소레이저의 동작 특성”, 이봉연(충남대) ············· p.60 ~ p.67

“DFB 반사기가 집적된 다중전극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RZ 및 NRZ 데이터 신호의 광클럭 재생”, 전민용(충남

대), 임영안, 김동철, 심은덕, 김성복, 박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68 ~ p.74

“포토폴리머와 희토류이온이 첨가된 유리 에서의 이광자흡수를 이용한 광정보저장”, 이명규, 김은경(연세대), 

Minh-Tuan Trinh, 임기수(충북대) ······················································································································· p.75 ~ p.80

“사람 손의 지연발광 특성”, 양준모, 최준호, 소광섭(서울대), 임우택, 이한상, 채승병, 윤세열, 이경일, 신은석(한국

과학영재학교), 최선미(한국한의학연구원) ········································································································ p.81 ~ p.88

“방향성 결합기 입사도파로의 최적 접근각도와 광모드 과잉쏠림 현상의 조절”, 이현식, 오범환, 최철현, 노현식,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인하대) ··························································································································· p.89 ~ p.93

“반사형 마이크로미러와 듀얼 코어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광 마이크로폰”, 송주한, 김도환, 구현모, 박현정, 이상신 

(광운대), 조일주(LG전자기술원) ·························································································································· p.94 ~ p.98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폴리머 도파로 기반의 브래그 격자형 파장 가변 필터”, 김도환, 진원준, 이상신(광운

대), 안세원, 이기동(LG전자기술원) ·················································································································· p.99 ~ p.103

“동시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Cu 도핑한 TiO2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및 광분해 특성”, 허민찬, 홍현주,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IHL) ·········································································································· p.104 ~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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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카메라용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113 ~ p.119

“격자구조형 광섬유 결합기 에서 최적 전력결합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 호광춘(한성대), 호광수(계명대) ····

················································································································································································· p.120 ~ p.126

“공간 선택적 브릴루앙 산란을 이용한 분포형 광섬유 센서의 시뮬레이션”, 윤승철, 서민성, 박희갑(전북대) ···········

················································································································································································· p.127 ~ p.135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광섬유의 투광 조도분포 모델링”, 신우철, 홍준희(충남대) ································ p.136 ~ p.142

“레이저 다이오드의 직접 광주파수 변조를 이용한 광섬유의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 측정”, 서민성, 윤승철, 박희

갑(전북대) ····························································································································································· p.143 ~ p.148

“반도체 와이어 본딩 검사용 다중배치 현미경 광학계에 대한 공차분석”,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테크윈㈜), 

정진호(프로옵틱스), 백승선(대전보건대학), 조재흥(한남대) ····································································· p.149 ~ p.158

“실린더형 압전소자 광지연선을 이용한 광 간섭형 단층촬영(OCT) 시스템 제작”, 박성진, 김영관, 김용평(경희대) ···

················································································································································································· p.159 ~ p.164

“자동무수차점 방식 널 렌즈 광학계를 이용한 직경 450 mm(f/2.7) 포물면경의 제작 및 측정 평가”, 이영훈,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이윤우, 양호순, 이재협,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65 ~ p.174

“LiNbO3 기판의 분극반전을 이용한 5.5 GHz 대역 SSB 광변조기의 설계 및 제작”, 정우진(서울시립대), 김우경, 

양우석, 이형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권순우(한국항공대) ·································································· p.175 ~ p.180

“Quasi-Velocity-Matching을 이용한 60 GHz 광캐리어 발생기”, 김우경, 양우석, 이형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

원), 정우진(서울시립대), 권순우(한국항공대) ································································································ p.181 ~ p.185

“불안정형 레이저 공진기 정렬을 위한 Null 렌즈 설계”, 김현숙,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 p.186 ~ p.190

“매우 넓은 영역의 Self-Pulsation 주파수와 높은 변조 지수를 가지는 다중 영역 복소 결합 DFB 레이저”, 김부균, 

김태영, 김상택(숭실대),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191 ~ p.197

“렌즈형 레이저 막대들로 구성된 대칭형 Nd: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분석”, 김현수(조선대), 이성만, 이용주(한국

원자력연구소) ····················································································································································· p.198 ~ p.202

5823부•부록 58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나노패턴 형성 연구”, 최성철, 이영락, 노영철, 이종민, 고도경(광주과학기술원), 

이정훈, 김강윤, 김창종, 이웅상, 허명구(㈜LG전자) ···················································································· p.203 ~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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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영역을 갖는 원통형 격자필터 설계를 위한 간단한 해석적 방법”, 호광춘(한성대) ······················· p.209 ~ p.215

“광섬유격자 온도센서의 정밀도 개선”, 이현욱, 송민호(전북대), 이준호(호서대) ·································· p.216 ~ p.222

“공간 선택적 브릴루앙 산란을 이용한 분포형 광섬유 센서의 실험”, 서민성, 윤승철, 현진영, 박희갑(전북대) ···········

················································································································································································ p.223 ~ p.230

“직교성을 이용한 계층적 영상 암호화”, 김남진(경북대), 서동환, 이성근(한국해양대), 신창목, 조규보, 김수중(경북

대) ·········································································································································································· p.231 ~ p.239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프로젝션 TV용 광학계 설계”, 박성찬, 이정열(단국대) ····················· p.240 ~ p.247

“결합 변환 상관 평면의 이동 변위와 무작위 위상 영상을 이용한 광 암호화 시스템”, 신창목, 이우혁, 조규보, 김수

중(경북대), 서동환, 이성근(한국해양대) ········································································································ p.248 ~ p.255

“레이저 빔의 파면 측정을 통한 비축 포물 거울의 성능 평가 및 정렬 오차 민감도”, 정태문, 최일우, 고도경,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 p.256 ~ p.261

“주입 전하량의 실시간 제어에 의한 PPLN 제작 및 분극반전 과정 분석”, 권재영, 김현덕, 송재원(경북대) ·················

················································································································································································ p.262 ~ p.267

“펨토초 레이저 주입잠금법을 이용한 광주파수 빗의 모드 선택과 증폭”, 문한섭, 김억봉, 박상언, 박창용(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p.268 ~ p.272

“Littman 타입 및 Littrow 타입 파장가변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에 관한 연구”, 백운식(경희대) ····· p.273 ~ p.277

“InAs/InGaAs 양자점을 이용한 전계광학변조기”, 옥성해, 문연태, 최영완(중앙대), 손창완, 이 석, 우덕하, 변영태, 

전영민,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창(홍익대), 오재응(한양대) ·················································· p.278 ~ p.284

“정렬에 무관한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형 필터”, 이종훈, 김현덕, 송재원(경북대) ················· p.285 ~ p.289

“구리선 도파로를 이용한 THz 전자기파의 결합 특성”, 전태인, 지영빈(한국해양대) ··························· p.290 ~ p.295

“졸-겔법으로 제작된 저온 TiO2 박막의 촉매농도에 따른 특성 분석”, 홍현주, 허민찬,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 IHL) ······································································································································ p.296 ~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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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Rb D1 선에서 이광자 결맞음을 고려한 포화흡수 분광”, 노종우, 강만일, 류지욱(공주대), 문한섭(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p.305 ~ p.311

“광학 필터를 이용한 광섬유 방사선 센서의 체렌코프 빛 제거”, 장경원, 이봉수, 조동현, 김형식, 이정한, 이정환 

(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p.312 ~ p.316

“나노임프린트 방법을 이용한 폴리머 광도파로 열 격자”, 임정규, 이상신(광운대), 이기동(LG전자기술원) ················

················································································································································································· p.317 ~ p.322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의 스캐닝 방법을 이용한 영차회절광 제거”,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

훈(AP & Tec.) ····················································································································································· p.323 ~ p.328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과 위상 펼침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정원기(전주대), 

신상훈(AP & Tec.) ············································································································································ p.329 ~ p.334

“반사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에서의 조사면적 및 재생면적의 확대기록”, 최규환, 김성규(한국과학기

술연구원), 조동현(고려대), 윤선규(제주대) ··································································································· p.335 ~ p.341

“브래그 격자 광도파로형 바이오 센서”, 이재현, 김경조, 오민철(부산대) ··················································· p.54 ~ p.59

“펄스형 고전압 전원에 의한 선전리 현상의 관측과 질소레이저의 동작 특성”, 이봉연(충남대) ············· p.60 ~ p.67

“DFB 반사기가 집적된 다중전극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RZ 및 NRZ 데이터 신호의 광클럭 재생”, 전민용(충남

대), 임영안, 김동철, 심은덕, 김성복, 박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68 ~ p.74

“포토폴리머와 희토류이온이 첨가된 유리 에서의 이광자흡수를 이용한 광정보저장”, 이명규, 김은경(연세대), 

Minh-Tuan Trinh, 임기수(충북대) ······················································································································· p.75 ~ p.80

“사람 손의 지연발광 특성”, 양준모, 최준호, 소광섭(서울대), 임우택, 이한상, 채승병, 윤세열, 이경일, 신은석(한국

과학영재학교), 최선미(한국한의학연구원) ········································································································ p.81 ~ p.88

“방향성 결합기 입사도파로의 최적 접근각도와 광모드 과잉쏠림 현상의 조절”, 이현식, 오범환, 최철현, 노현식,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인하대) ··························································································································· p.89 ~ p.93

“반사형 마이크로미러와 듀얼 코어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광 마이크로폰”, 송주한, 김도환, 구현모, 박현정, 이상신 

(광운대), 조일주(LG전자기술원) ·························································································································· p.94 ~ p.98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폴리머 도파로 기반의 브래그 격자형 파장 가변 필터”, 김도환, 진원준, 이상신(광운

대), 안세원, 이기동(LG전자기술원) ·················································································································· p.99 ~ p.103

“동시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Cu 도핑한 TiO2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및 광분해 특성”, 허민찬, 홍현주,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IHL) ·········································································································· p.104 ~ p.109

제17권 2호 2006년 4월 25일 발간

“망막 카메라용 광학계 설계, 홍경희(육군사관학교) ······················································································ p.113 ~ p.119

“격자구조형 광섬유 결합기 에서 최적 전력결합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 호광춘(한성대), 호광수(계명대) ····

················································································································································································· p.120 ~ p.126

“공간 선택적 브릴루앙 산란을 이용한 분포형 광섬유 센서의 시뮬레이션”, 윤승철, 서민성, 박희갑(전북대) ···········

················································································································································································· p.127 ~ p.135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광섬유의 투광 조도분포 모델링”, 신우철, 홍준희(충남대) ································ p.136 ~ p.142

“레이저 다이오드의 직접 광주파수 변조를 이용한 광섬유의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 측정”, 서민성, 윤승철, 박희

갑(전북대) ····························································································································································· p.143 ~ p.148

“반도체 와이어 본딩 검사용 다중배치 현미경 광학계에 대한 공차분석”,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테크윈㈜), 

정진호(프로옵틱스), 백승선(대전보건대학), 조재흥(한남대) ····································································· p.149 ~ p.158

“실린더형 압전소자 광지연선을 이용한 광 간섭형 단층촬영(OCT) 시스템 제작”, 박성진, 김영관, 김용평(경희대) ···

················································································································································································· p.159 ~ p.164

“자동무수차점 방식 널 렌즈 광학계를 이용한 직경 450 mm(f/2.7) 포물면경의 제작 및 측정 평가”, 이영훈,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이윤우, 양호순, 이재협,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65 ~ p.174

“LiNbO3 기판의 분극반전을 이용한 5.5 GHz 대역 SSB 광변조기의 설계 및 제작”, 정우진(서울시립대), 김우경, 

양우석, 이형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권순우(한국항공대) ·································································· p.175 ~ p.180

“Quasi-Velocity-Matching을 이용한 60 GHz 광캐리어 발생기”, 김우경, 양우석, 이형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

원), 정우진(서울시립대), 권순우(한국항공대) ································································································ p.181 ~ p.185

“불안정형 레이저 공진기 정렬을 위한 Null 렌즈 설계”, 김현숙,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 p.186 ~ p.190

“매우 넓은 영역의 Self-Pulsation 주파수와 높은 변조 지수를 가지는 다중 영역 복소 결합 DFB 레이저”, 김부균, 

김태영, 김상택(숭실대),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191 ~ p.197

“렌즈형 레이저 막대들로 구성된 대칭형 Nd: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분석”, 김현수(조선대), 이성만, 이용주(한국

원자력연구소) ····················································································································································· p.198 ~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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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주파수를 스위칭할 수 있는 듀얼 모드 외부 공진기 레이저”, 김철섭, 김륜경, 이경식(성균관대), 송정환, 오윤

경(삼성전자) ······················································································································································· p.489 ~ p.492

“언덕형 Hollow Optical Fiber의 전계 해석”, 피중호(LS전선), 정우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p.493 ~ p.499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광강도 변조방식 변위센서 설계모델 연구”, 신우철(한국기계연구원), 홍준

희(충남대) ··························································································································································· p.500 ~ p.506

“주파수 위상 부호화와 위상 랩핑 방법을 이용한 영상 암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서동환(한국해양대), 신창목, 

조규보(경북대) ···················································································································································· p.507 ~ p.513

“위상잡음 제거에 의한 광섬유망에서의 높은 안정도의 RF 전송”, 이원규, 이대수, 김영범, 권택용(한국표준과학연

구원) ······································································································································································ p.514 ~ p.518

“원형 셀을 이용한 Lohmann형 컴퓨터형성 홀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춘수, 정만호(청주대) ············ p.519 ~ p.524

“3차원 좌표변환에 의한 입체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에 관한 연구”, 류원현, 정만호(청주대) ············· p.525 ~ p.531

“수평이동방식 입체카메라의 입체영상의 결상 위치 추정 방법”, 임영태, 김 남(충북대), 권기철(㈜프리즘테크) ········

················································································································································································ p.532 ~ p.536

“양안 줌렌즈를 이용한 물체의 거리추정”, 황은섭, 김 남(충북대), 권기철(㈜프리즘테크) ················· p.537 ~ p.543

“결합 링 반사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대역 파장 가변 및 변조 특성 해석”, 윤필환, 김수현, 정영철(광운대) ···········

················································································································································································ p.544 ~ p.547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다중 영역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영, 유종인, 김부균(숭실대) ······················································································································ p.548 ~ p.555

“KHz 반복률에서의 Ti:Sapphire 이득 스위칭 레이저 발진과 펨토초 처프펄스 재생 증폭”, 이용인, 안영환, 이상민

(아주대), 서민아, 김대식(서울대) ···················································································································· p.556 ~ p.563

“반도체 광증폭기를 이용한 다기능 전광 논리 소자의 설계 및 측정”, 손창완, 윤태훈(부산대), 김상헌, 전영민, 

변영태,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564 ~ p.568

제18권 1호 2007년 2월 25일 발간

“등색함수 필터의 설계와 이를 이용한 LCD 평판 디스플레이의 색채 측정에 대한 오차 분석”, 전지호, 조재흥(한남

대), 박승남, 박철웅, 이동훈, 정기룡(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 ~ p.7

“투과형 기록구조에서 반사형 포토폴리머의 광학 특성 및 미세패턴 기록”, 정현섭, 김남, 윤진선, 박태형(충북대), 

신창원(㈜ 프리즘테크) ·············································································································································· p.8 ~ p.13

“모세관 적층 방법에 의한 광 결정 광섬유의 제작”, 조형수, 정해양(경희대), 김길환, 고동연, 이상배(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p.14 ~ p.18

“유한 물체거리를 갖는 코마수차가 보정된 2 반사경계의 곡률선형방정식”, 황석주·임천석·조재흥(한남대) ···············

····················································································································································································· p.19 ~ p.23

“3차원 영상 재생을 위한 집적결상법에서 기본영상 재조합을 통한 재생영상의 깊이 변환”, 서장일, 신승호(강원대) 

···················································································································································································· p.24 ~ p.30

“카메라폰 렌즈의 MTF 측정장치 개발”, 홍성목, 조재흥(한남대), 이윤우, 이회윤, 양호순,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

구원), 허문회(지우기술) ········································································································································ p.31 ~ p.36

“LCD 기판 검사 광학계의 MTF 측정장치 제작”, 홍성목, 김희남, 조재흥(한남대), 이윤우, 이회윤, 양호순, 이인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진호(PRO OPTICS) ·································································································· p.37 ~ p.43

“소멸비가 가변되는 폴리머 링 레조네이터”, 송주한, 김도환, 이상신(광운대) ······································· p.342 ~ p.346

“광량 측정을 통한 전자습윤 현상의 동작 특성 평가”, 박승룡,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오병도(삼성전

기), 정상국(University of Pittsburgh) ············································································································ p.347 ~ p.353

“마이크로 전자렌즈의 광학적 정렬과 조립”, 박종선, 장원권(한서대), 김호섭(선문대) ························ p.354 ~ p.358

“이동 최소제곱 근사법을 이용한 파면오차 계산 알고리즘”, 연정흠, 강금실, 윤형식(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p.359 ~ p.365

“반사형 마이크로 미러를 이용한 광마이크로폰”, 송주한, 이상신(광운대) ············································· p.366 ~ p.370

“금속선 광 도파로를 이용한 장거리 표면-플라즈몬 파장가변 필터”, 김기철, 송석호(한양대), 원형식, 이관수(㈜삼

성전기) ·································································································································································· p.371 ~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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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ck-Hartmann 센서를 이용한 파면측정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노경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엄태경, 

김지연, 박상훈,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이준호(공주대) ········································································ p.383 ~ p.390

“수동형 원격탐지 FTIR 분광계의 Radiometric Calibration”, 김대성, 박도현(고등기술연구원), 최승기(국방과학연

구소), 나성웅(충남대) ········································································································································· p.391 ~ p.395

“이득 포화된 광섬유증폭기를 사용하는 기상에 둔감한 무선광통신”, 신경운, 허윤석, 이상훈, 이재승(광운대) ··········

··············································································································································································· p.396 ~ p.400

“2-단계 위상 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이진 정보 광 암호화 기법”, 변현중, 길상근(수원대) ························

················································································································································································· p.401 ~ p.411

“경통고정식 자동무수차점 널 렌즈 테스트법을 이용한 직경 300 mm(f/1.98) 알루미늄 쌍곡면 거울의 형상측정”, 

이영훈,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양순철, 김건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종호(충남대), 정연홍(경동대) ············

················································································································································································· p.412 ~ p.419

“디지털 카메라용 줌렌즈에서 대칭성 오차요인에 의한 상면 변화의 보정과 이에 따른 불량률 예측”, 류재명, 강건

모, 이해진, 이혁기(삼성테크윈㈜), 조재흥(한남대) ····················································································· p.420 ~ p.429

“스트레인광학효과를 이용한 2×2 Ti:LiNbO3 삽입/분기 집적광학 멀티플렉서”, 정홍식, 최용욱(홍익대) ··················

··············································································································································································· p.430 ~ p.436

“마이크로 열소자 제작을 위한 고세장비 금속채널의 레이저 가공”, 오광환, 이민규, 정성호(광주과학기술원) ···········

················································································································································································ p.437 ~ p.446

“Cr4+:YAG 레이저에서 열 렌즈 효과에 따른 공진기의 안정영역과 빔 허리 및 비점수차의 보상”, 이봉연(충남대) ···

················································································································································································ p.447 ~ p.454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열렌즈 효과에 의한 출력특성”, 옥창민, 김병태(청주

대), 김덕래(단국대) ··········································································································································· p.455 ~ p.460

“새로운 n형 고분자인 DFPP 기반의 MEH-PPV/DFPP Blend 소자의 광전특성”, 김수현, 문지선, 이재

우, 이 석, 김선호, 변영태, 김동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창진(한국화학연구원), 김유진(홍익대), 정영철(광운대), 

이긍원(고려대) ···················································································································································· p.461 ~ p.468

“다중모드 간섭현상을 이용한 1×16 마하젠더 스위치 개발”, 김성원, 홍종균, 이상선(한양대) ·········· p.469 ~ p.474

“전기적으로 가변되는 전달특성을 갖는 폴리머 링 광공진기를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이상신(광운대) ···················································································································································· p.475 ~ p.479

“PMMA CeO2와 SiO2를 코팅하여 제작한 적외선 차단필터”, 유연석, 최상석(청주대) ······················ p.480 ~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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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주파수를 스위칭할 수 있는 듀얼 모드 외부 공진기 레이저”, 김철섭, 김륜경, 이경식(성균관대), 송정환, 오윤

경(삼성전자) ······················································································································································· p.489 ~ p.492

“언덕형 Hollow Optical Fiber의 전계 해석”, 피중호(LS전선), 정우진, 김창민(서울시립대) ··············· p.493 ~ p.499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광강도 변조방식 변위센서 설계모델 연구”, 신우철(한국기계연구원), 홍준

희(충남대) ··························································································································································· p.500 ~ p.506

“주파수 위상 부호화와 위상 랩핑 방법을 이용한 영상 암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서동환(한국해양대), 신창목, 

조규보(경북대) ···················································································································································· p.507 ~ p.513

“위상잡음 제거에 의한 광섬유망에서의 높은 안정도의 RF 전송”, 이원규, 이대수, 김영범, 권택용(한국표준과학연

구원) ······································································································································································ p.514 ~ p.518

“원형 셀을 이용한 Lohmann형 컴퓨터형성 홀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춘수, 정만호(청주대) ············ p.519 ~ p.524

“3차원 좌표변환에 의한 입체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에 관한 연구”, 류원현, 정만호(청주대) ············· p.525 ~ p.531

“수평이동방식 입체카메라의 입체영상의 결상 위치 추정 방법”, 임영태, 김 남(충북대), 권기철(㈜프리즘테크) ········

················································································································································································ p.532 ~ p.536

“양안 줌렌즈를 이용한 물체의 거리추정”, 황은섭, 김 남(충북대), 권기철(㈜프리즘테크) ················· p.537 ~ p.543

“결합 링 반사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대역 파장 가변 및 변조 특성 해석”, 윤필환, 김수현, 정영철(광운대) ···········

················································································································································································ p.544 ~ p.547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다중 영역 Ind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영, 유종인, 김부균(숭실대) ······················································································································ p.548 ~ p.555

“KHz 반복률에서의 Ti:Sapphire 이득 스위칭 레이저 발진과 펨토초 처프펄스 재생 증폭”, 이용인, 안영환, 이상민

(아주대), 서민아, 김대식(서울대) ···················································································································· p.556 ~ p.563

“반도체 광증폭기를 이용한 다기능 전광 논리 소자의 설계 및 측정”, 손창완, 윤태훈(부산대), 김상헌, 전영민, 

변영태, 이 석, 우덕하, 김선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564 ~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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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색함수 필터의 설계와 이를 이용한 LCD 평판 디스플레이의 색채 측정에 대한 오차 분석”, 전지호, 조재흥(한남

대), 박승남, 박철웅, 이동훈, 정기룡(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 ~ p.7

“투과형 기록구조에서 반사형 포토폴리머의 광학 특성 및 미세패턴 기록”, 정현섭, 김남, 윤진선, 박태형(충북대), 

신창원(㈜ 프리즘테크) ·············································································································································· p.8 ~ p.13

“모세관 적층 방법에 의한 광 결정 광섬유의 제작”, 조형수, 정해양(경희대), 김길환, 고동연, 이상배(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p.14 ~ p.18

“유한 물체거리를 갖는 코마수차가 보정된 2 반사경계의 곡률선형방정식”, 황석주·임천석·조재흥(한남대) ···············

····················································································································································································· p.19 ~ p.23

“3차원 영상 재생을 위한 집적결상법에서 기본영상 재조합을 통한 재생영상의 깊이 변환”, 서장일, 신승호(강원대) 

···················································································································································································· p.24 ~ p.30

“카메라폰 렌즈의 MTF 측정장치 개발”, 홍성목, 조재흥(한남대), 이윤우, 이회윤, 양호순, 이인원(한국표준과학연

구원), 허문회(지우기술) ········································································································································ p.31 ~ p.36

“LCD 기판 검사 광학계의 MTF 측정장치 제작”, 홍성목, 김희남, 조재흥(한남대), 이윤우, 이회윤, 양호순, 이인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진호(PRO OPTICS) ·································································································· p.37 ~ p.43

“소멸비가 가변되는 폴리머 링 레조네이터”, 송주한, 김도환, 이상신(광운대) ······································· p.342 ~ p.346

“광량 측정을 통한 전자습윤 현상의 동작 특성 평가”, 박승룡, 송석호, 오차환, 김필수(한양대), 오병도(삼성전

기), 정상국(University of Pittsburgh) ············································································································ p.347 ~ p.353

“마이크로 전자렌즈의 광학적 정렬과 조립”, 박종선, 장원권(한서대), 김호섭(선문대) ························ p.354 ~ p.358

“이동 최소제곱 근사법을 이용한 파면오차 계산 알고리즘”, 연정흠, 강금실, 윤형식(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p.359 ~ p.365

“반사형 마이크로 미러를 이용한 광마이크로폰”, 송주한, 이상신(광운대) ············································· p.366 ~ p.370

“금속선 광 도파로를 이용한 장거리 표면-플라즈몬 파장가변 필터”, 김기철, 송석호(한양대), 원형식, 이관수(㈜삼

성전기) ·································································································································································· p.371 ~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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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ck-Hartmann 센서를 이용한 파면측정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노경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엄태경, 

김지연, 박상훈,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이준호(공주대) ········································································ p.383 ~ p.390

“수동형 원격탐지 FTIR 분광계의 Radiometric Calibration”, 김대성, 박도현(고등기술연구원), 최승기(국방과학연

구소), 나성웅(충남대) ········································································································································· p.391 ~ p.395

“이득 포화된 광섬유증폭기를 사용하는 기상에 둔감한 무선광통신”, 신경운, 허윤석, 이상훈, 이재승(광운대) ··········

··············································································································································································· p.396 ~ p.400

“2-단계 위상 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이진 정보 광 암호화 기법”, 변현중, 길상근(수원대) ························

················································································································································································· p.401 ~ p.411

“경통고정식 자동무수차점 널 렌즈 테스트법을 이용한 직경 300 mm(f/1.98) 알루미늄 쌍곡면 거울의 형상측정”, 

이영훈, 조재흥, 임천석(한남대), 양순철, 김건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종호(충남대), 정연홍(경동대) ············

················································································································································································· p.412 ~ p.419

“디지털 카메라용 줌렌즈에서 대칭성 오차요인에 의한 상면 변화의 보정과 이에 따른 불량률 예측”, 류재명, 강건

모, 이해진, 이혁기(삼성테크윈㈜), 조재흥(한남대) ····················································································· p.420 ~ p.429

“스트레인광학효과를 이용한 2×2 Ti:LiNbO3 삽입/분기 집적광학 멀티플렉서”, 정홍식, 최용욱(홍익대) ··················

··············································································································································································· p.430 ~ p.436

“마이크로 열소자 제작을 위한 고세장비 금속채널의 레이저 가공”, 오광환, 이민규, 정성호(광주과학기술원) ···········

················································································································································································ p.437 ~ p.446

“Cr4+:YAG 레이저에서 열 렌즈 효과에 따른 공진기의 안정영역과 빔 허리 및 비점수차의 보상”, 이봉연(충남대) ···

················································································································································································ p.447 ~ p.454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열렌즈 효과에 의한 출력특성”, 옥창민, 김병태(청주

대), 김덕래(단국대) ··········································································································································· p.455 ~ p.460

“새로운 n형 고분자인 DFPP 기반의 MEH-PPV/DFPP Blend 소자의 광전특성”, 김수현, 문지선, 이재

우, 이 석, 김선호, 변영태, 김동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창진(한국화학연구원), 김유진(홍익대), 정영철(광운대), 

이긍원(고려대) ···················································································································································· p.461 ~ p.468

“다중모드 간섭현상을 이용한 1×16 마하젠더 스위치 개발”, 김성원, 홍종균, 이상선(한양대) ·········· p.469 ~ p.474

“전기적으로 가변되는 전달특성을 갖는 폴리머 링 광공진기를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이상신(광운대) ···················································································································································· p.475 ~ p.479

“PMMA CeO2와 SiO2를 코팅하여 제작한 적외선 차단필터”, 유연석, 최상석(청주대) ······················ p.480 ~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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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형 AWG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파장다중화/역다중화 소자의 제작 및 특성”, 문형명, 곽승찬, 홍진영, 이길현, 

김동훈, 김종진, 최상열, 이정길, 이지훈(㈜피피아이), 임기건, 김진봉(전남대) ······································ p.185 ~ p.189

“금속격자구조의 누설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광 결합용 필터”, 호광춘(한성대) ······································ p.190 ~ p.195

“두 대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 Brillouin OTDA의 이론적 분석”, 홍용현, 이호준(호서대) ···················· p.196 ~ p.201

“공간광변조 특성을 이용한 광비쥬얼 크립토그래피”, 이상이(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성민, 이승현, 유지상, 김동

욱(광운대) ···························································································································································· p.202 ~ p.207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열렌즈 효과의 보상”, 김덕래, 김영식(단국대), 김병

태(청주대) ···························································································································································· p.208 ~ p.215

“광대역 파장가변 이중 링 공진기 Add/Drop 필터”, 이동현, 이태형, 박준오, 김수현, 정영철(광운대) ·························

················································································································································································ p.216 ~ p.220

“Bi 첨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에서 Li 및 Ge 공첨가가 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서영석(한국원자력연구원) ·······

················································································································································································· p.221 ~ p.225

“이중 금속선 곡선형 도파로에서의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준, 김상인(아주대), 송석호(한양대) ··························

················································································································································································ p.226 ~ p.231

제18권 4호 2007년 8월 25일 발간

“10 Gbps급 데이터 전송용 Coplanar Waveguide Feed-Line을 이용한 세라믹 스템 기반 TO 패키지의 주파수 특

성 예측”, 윤의식, 이명진(㈜에이티아이), 정지채(고려대) ····································································· p.235 ~ p.240

“고 에너지 광자선 계측용 2차원 광섬유 방사선 센서의 제작 및 특성분석”, 장경원, 조동현, 신상훈, 김형식, 이정

한, 이봉수(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p.241 ~ p.245

“삼중 프렌넬 렌즈 시스템에서 재생된 입체부양영상의 올바른 깊이감을 구현하기 위한 시차보정 방법에 대한 연

구”, 이광훈, 김수호, 윤영수(건국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246 ~ p.255

“광 Pickup 용 Gradient-Index 대물렌즈 설계”, 박인규, 이종웅(청주대) ·············································· p.256 ~ p.263

“루미나리에(Luminarie)용 고출력 LED패키지 배광분포 모델링 및 광학적 특성 분석”, 조재문, 김병일, 곽준섭, 

윤동주(순천대), 유진열(㈜금산전자) ············································································································ p.264 ~ p.269

“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는 946 nm Nd: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박차곤, 추한태, 김규욱(금오공대) ················

················································································································································································ p.270 ~ p.273

“정현파로 구동되는 PZT 광경로 지연기를 이용한 광 간섭 단층촬영시스템”, 김영관, 김용평(경희대) ·························

················································································································································································ p.274 ~ p.279

“다중모드 광섬유 테이퍼를 이용한 모드 크기 변환기”, 김광택, 박규하, 현웅근(호남대), 정용민, 이병하(광주과학

기술원) ································································································································································· p.280 ~ p.285

“간섭성 반스톡스 라만 산란 현미경 후방 신호의 방사패턴에 관한 이론계산 연구”, 유용심(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혁(충남대) ························································································································································ p.286 ~ p.291

제18권 5호 2007년 10월 25일 발간

“Bragg 격자구조가 집적된 편광 무의존성 방향성 결합기와 다중모드 간섭 결합기의 설계”, 호광춘(한성대) ·············

··············································································································································································· p.295 ~ p.302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을 이용한 위상차 포토마스크 결함 측정”, 조형준, 임진웅,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훈

(AP & Tec.) ······················································································································································ p.303 ~ p.308

“광섬유를 통한 광 주파수 전송에서 광 위상 잡음의 능동 제거”, 이원규, 김재완, 유한영, 김억봉(한국표준과학연구

원) ············································································································································································· p.44 ~ p.49

“선택영역성장 기술을 이용한 전광 논리소자용 광소자의 제작 및 측정”, 손창완, 윤태훈(부산대), 이 석(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50 ~ p.55

“이득 분산이 다중 영역 복소 결합 DFB 레이저의 Self-Pulsation 특성에 미치는 효과”, 김태영, 김부균(숭실대) ······

···················································································································································································· p.56 ~ p.65

“Nd:YAG 레이저의 제2조화파로 종여기하는 펄스형 Ti:Sapphire 레이저 발진기와 이를 이용한 단일경로 형태의 

Ti:Sapphire 증폭기의 출력특성”, 김경남, 조재흥(한남대), 임권, 차병헌(한국원자력연구소) ················· p.66 ~ p.73

“투과율 조절 포토마스크 기술의 ArF 리소그래피 적용”, 이동근(삼성전자주식회사), 박종락(조선대) ·························

····················································································································································································· p.74 ~ p.78

“폴리머 링 공진기 기반의 스위치를 이용한 집적광학 채널 선택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이상신

(광운대) ····································································································································································· p.79 ~ p.83

“Hong-Ou-Mandel 간섭계를 이용한 Bell 상태”, 권오성, 김헌오,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84 ~ p.89

제18권 2호 2000년 4월 25일 발간

“이득과 분산을 조절한 광섬유의 변조 불안정성 분석”, 최병훈, 김상인(아주대) ··································· p.93 ~ p.99

“액정을 주입한 광자결정광섬유의 온도변화에 따른 파장 스위칭”, 전민용, 김종현(충남대) ··············· p.100 ~ p.104

“FBG를 삽입한 사냑 루프 대역 통과 필터의 해석”, 정은주, 정명영, 김창석(부산대) ···························· p.105 ~ p.110

“고출력 LED 모델링 및 광학적 특성 분석”, 한정아, 김종태(부경대) ··························································· p.111 ~ p.116

“In-Line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쌍둥이 상 제거연구”, 조형준, 유영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

··················································································································································································· p.117 ~ p.121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수정된 골드스테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 펼침”, 윤선규,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22 ~ p.129

“곡률에 근거한 형상 측정기술 개발”, 김병창(경남대) ················································································· p.130 ~ p.134

“셔터렌즈에 의한 검출기 불균일 보정을 적용한 이중배율 적외선 카메라 설계”, 안규봉, 김서현, 정재철, 조문신 

(삼성탈레스), 김창우,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135 ~ p.141

“기계적으로 유도되는 장주기 광섬유 격자 배열 소자 및 센서 응용”, 이남권, 송재원(경북대), 박재희(계명대) ··········

················································································································································································· p.142 ~ p.148

“나노임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유연성 브래그 반사 광도파로 소자”, 김경조, 이정아, 오민철(부산대) ·······················

················································································································································································ p.149 ~ p.154

“3차원의 회로 모델링을 이용한 청색 GaN/InGaN LED의 전류 확산 효과에 관한 연구”, 황성민, 심종인(한양대) ·····

·················································································································································································· p.155 ~ p.161

“X-밴드 위상 배열 안테나를 위한 WDM 광 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162 ~ p.166

“실안의 수정체 굴절률 분포를 갖는 정밀모형안 설계”, 김봉환(경북과학대학) ······································ p.167 ~ p.170

“산소 분압에 따라 전자빔 증창법으로 제작된 TiO2 박막의 구조적, 광학 특성”, 최원석, 김장섭, 정종민,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IHL) ············································································································ p.171 ~ p.177

제18권 3호 2007년 6월 25일 발간

“피부의 특성 추출을 위한 가시광선 반사 스펙트럼의 역 추적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최승호, 임창환, 정병조(연세

대) ·········································································································································································· p.179 ~ p.184

5863부•부록 587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평판형 AWG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파장다중화/역다중화 소자의 제작 및 특성”, 문형명, 곽승찬, 홍진영, 이길현, 

김동훈, 김종진, 최상열, 이정길, 이지훈(㈜피피아이), 임기건, 김진봉(전남대) ······································ p.185 ~ p.189

“금속격자구조의 누설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광 결합용 필터”, 호광춘(한성대) ······································ p.190 ~ p.195

“두 대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 Brillouin OTDA의 이론적 분석”, 홍용현, 이호준(호서대) ···················· p.196 ~ p.201

“공간광변조 특성을 이용한 광비쥬얼 크립토그래피”, 이상이(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성민, 이승현, 유지상, 김동

욱(광운대) ···························································································································································· p.202 ~ p.207

“광섬유 연결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열렌즈 효과의 보상”, 김덕래, 김영식(단국대), 김병

태(청주대) ···························································································································································· p.208 ~ p.215

“광대역 파장가변 이중 링 공진기 Add/Drop 필터”, 이동현, 이태형, 박준오, 김수현, 정영철(광운대) ·························

················································································································································································ p.216 ~ p.220

“Bi 첨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에서 Li 및 Ge 공첨가가 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서영석(한국원자력연구원) ·······

················································································································································································· p.221 ~ p.225

“이중 금속선 곡선형 도파로에서의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준, 김상인(아주대), 송석호(한양대) ··························

················································································································································································ p.226 ~ p.231

제18권 4호 2007년 8월 25일 발간

“10 Gbps급 데이터 전송용 Coplanar Waveguide Feed-Line을 이용한 세라믹 스템 기반 TO 패키지의 주파수 특

성 예측”, 윤의식, 이명진(㈜에이티아이), 정지채(고려대) ····································································· p.235 ~ p.240

“고 에너지 광자선 계측용 2차원 광섬유 방사선 센서의 제작 및 특성분석”, 장경원, 조동현, 신상훈, 김형식, 이정

한, 이봉수(건국대), 김신(제주대), 조효성(연세대) ························································································ p.241 ~ p.245

“삼중 프렌넬 렌즈 시스템에서 재생된 입체부양영상의 올바른 깊이감을 구현하기 위한 시차보정 방법에 대한 연

구”, 이광훈, 김수호, 윤영수(건국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246 ~ p.255

“광 Pickup 용 Gradient-Index 대물렌즈 설계”, 박인규, 이종웅(청주대) ·············································· p.256 ~ p.263

“루미나리에(Luminarie)용 고출력 LED패키지 배광분포 모델링 및 광학적 특성 분석”, 조재문, 김병일, 곽준섭, 

윤동주(순천대), 유진열(㈜금산전자) ············································································································ p.264 ~ p.269

“반도체 레이저로 종펌핑하는 946 nm Nd: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박차곤, 추한태, 김규욱(금오공대) ················

················································································································································································ p.270 ~ p.273

“정현파로 구동되는 PZT 광경로 지연기를 이용한 광 간섭 단층촬영시스템”, 김영관, 김용평(경희대) ·························

················································································································································································ p.274 ~ p.279

“다중모드 광섬유 테이퍼를 이용한 모드 크기 변환기”, 김광택, 박규하, 현웅근(호남대), 정용민, 이병하(광주과학

기술원) ································································································································································· p.280 ~ p.285

“간섭성 반스톡스 라만 산란 현미경 후방 신호의 방사패턴에 관한 이론계산 연구”, 유용심(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혁(충남대) ························································································································································ p.286 ~ p.291

제18권 5호 2007년 10월 25일 발간

“Bragg 격자구조가 집적된 편광 무의존성 방향성 결합기와 다중모드 간섭 결합기의 설계”, 호광춘(한성대) ·············

··············································································································································································· p.295 ~ p.302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을 이용한 위상차 포토마스크 결함 측정”, 조형준, 임진웅,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훈

(AP & Tec.) ······················································································································································ p.303 ~ p.308

“광섬유를 통한 광 주파수 전송에서 광 위상 잡음의 능동 제거”, 이원규, 김재완, 유한영, 김억봉(한국표준과학연구

원) ············································································································································································· p.44 ~ p.49

“선택영역성장 기술을 이용한 전광 논리소자용 광소자의 제작 및 측정”, 손창완, 윤태훈(부산대), 이 석(한국과학기

술연구원) ································································································································································· p.50 ~ p.55

“이득 분산이 다중 영역 복소 결합 DFB 레이저의 Self-Pulsation 특성에 미치는 효과”, 김태영, 김부균(숭실대) ······

···················································································································································································· p.56 ~ p.65

“Nd:YAG 레이저의 제2조화파로 종여기하는 펄스형 Ti:Sapphire 레이저 발진기와 이를 이용한 단일경로 형태의 

Ti:Sapphire 증폭기의 출력특성”, 김경남, 조재흥(한남대), 임권, 차병헌(한국원자력연구소) ················· p.66 ~ p.73

“투과율 조절 포토마스크 기술의 ArF 리소그래피 적용”, 이동근(삼성전자주식회사), 박종락(조선대) ·························

····················································································································································································· p.74 ~ p.78

“폴리머 링 공진기 기반의 스위치를 이용한 집적광학 채널 선택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이상신

(광운대) ····································································································································································· p.79 ~ p.83

“Hong-Ou-Mandel 간섭계를 이용한 Bell 상태”, 권오성, 김헌오, 박구동, 김태수(울산대) ·················· p.84 ~ p.89

제18권 2호 2000년 4월 25일 발간

“이득과 분산을 조절한 광섬유의 변조 불안정성 분석”, 최병훈, 김상인(아주대) ··································· p.93 ~ p.99

“액정을 주입한 광자결정광섬유의 온도변화에 따른 파장 스위칭”, 전민용, 김종현(충남대) ··············· p.100 ~ p.104

“FBG를 삽입한 사냑 루프 대역 통과 필터의 해석”, 정은주, 정명영, 김창석(부산대) ···························· p.105 ~ p.110

“고출력 LED 모델링 및 광학적 특성 분석”, 한정아, 김종태(부경대) ··························································· p.111 ~ p.116

“In-Line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쌍둥이 상 제거연구”, 조형준, 유영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

··················································································································································································· p.117 ~ p.121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수정된 골드스테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 펼침”, 윤선규,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22 ~ p.129

“곡률에 근거한 형상 측정기술 개발”, 김병창(경남대) ················································································· p.130 ~ p.134

“셔터렌즈에 의한 검출기 불균일 보정을 적용한 이중배율 적외선 카메라 설계”, 안규봉, 김서현, 정재철, 조문신 

(삼성탈레스), 김창우,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135 ~ p.141

“기계적으로 유도되는 장주기 광섬유 격자 배열 소자 및 센서 응용”, 이남권, 송재원(경북대), 박재희(계명대) ··········

················································································································································································· p.142 ~ p.148

“나노임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유연성 브래그 반사 광도파로 소자”, 김경조, 이정아, 오민철(부산대) ·······················

················································································································································································ p.149 ~ p.154

“3차원의 회로 모델링을 이용한 청색 GaN/InGaN LED의 전류 확산 효과에 관한 연구”, 황성민, 심종인(한양대) ·····

·················································································································································································· p.155 ~ p.161

“X-밴드 위상 배열 안테나를 위한 WDM 광 실시간 지연선로”, 정병민, 신종덕, 김부균(숭실대) ······· p.162 ~ p.166

“실안의 수정체 굴절률 분포를 갖는 정밀모형안 설계”, 김봉환(경북과학대학) ······································ p.167 ~ p.170

“산소 분압에 따라 전자빔 증창법으로 제작된 TiO2 박막의 구조적, 광학 특성”, 최원석, 김장섭, 정종민, 한성홍, 

김의정(울산대), 이충우, 주종현(㈜IHL) ············································································································ p.171 ~ p.177

제18권 3호 2007년 6월 25일 발간

“피부의 특성 추출을 위한 가시광선 반사 스펙트럼의 역 추적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최승호, 임창환, 정병조(연세

대) ·········································································································································································· p.179 ~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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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 1호 2008년 2월 25일 발간

“다중 해상도 중심점 탐색법을 이용한 샥-하트만 센서용 상관관계법의 속도 개선”, 유재은, 윤성기(한국과학기술

원) ··················································································································································································· p.1 ~ p.8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Yagi-Uda 안테나”, 한경호, 박용배, 김상인, 박익모, 임한조 

(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 p.9 ~ p.14

“중공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간섭계형 전압센서”, 배정환, 박재희, 김경찬(계명대), 김광택(호남대), 한원택(광주

과학기술원) ······························································································································································· p.15 ~ p.19

“광파장 이하의 주기를 갖는 다결정 실리콘 격자 기반의 컬러필터”, 윤여택, 이홍식, 이상신(광운대), 김상훈, 박주

도, 이기동(엘지전자기술원) ································································································································· p.20 ~ p.24

“나비형 격자구조 다중모드 간섭 결합기를 사용한 소자의 소형화”, 호광춘(한성대) ································ p.25 ~ p.30

“막대 형태의 비구면 렌즈를 이용한 광통신용 시준기의 설계”, 강석봉, 강은경, 황보창권(인하대), 강상도(AG광학), 

김종섭(한국광기술원) ············································································································································ p.31 ~ p.35

“OFDR을 이용한 PZT형 파장가변 필터의 이력 측정”, 박도현, 예윤해(경희대) ········································ p.36 ~ p.42

“BLU 패턴 크기에 따른 LGP 출력 특성 연구”, 김영철(선문대) ····································································· p.43 ~ p.47

“꼬인 네마틱 액정 셀의 Normally Black 모드 광학설계”, 김기한, 백종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 p.48 ~ p.53

“모드 잠금 Cr4+:YAG 레이저로부터 발생된 초 광대역 광원을 이용한 광통신 파장 영역의 표준 가스의 흡수스펙트

럼”, 이종민, 전민용(충남대), 유한영,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4 ~ p.59

“전광 그레이코드 이진코드 변환기”, 정영진, 박남규(서울대), 전영민, 우덕하,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60 ~ p.67

“도파로 어레이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 브래그 스트레인 센서의 반사파장 신호 복원 기술”, 서준규, 김경조, 오민철, 

이상민, 김영제, 김명현(부산대) ·························································································································· p.68 ~ p.72

“이중-금속 장거리 표면-플라즈몬 도파로”, 주양현, 정명진, 송석호(한양대) ·········································· p.73 ~ p.79

“FDTD 방법을 이용한 광집게의 포획 힘 계산”, 성승용, 이용구(광주과학기술원) ···································· p.80 ~ p.83

제19권 2호 2008년 4월 25일 발간

“광섬유 다발과 Gradient-Index Lens가 결합된 고 분해능 및 최소침습 직경의 공초점 내시 현미경 대물렌즈의 설

계”, 장선영, 임천석(한남대) ································································································································· p.87 ~ p.94

“가변형 패럴랙스배리어를 이용한 무안경 디스플레이 시스템”, 위성민, 이승현(광운대) ······················ p.95 ~ p.102

“부분 반사 프로브를 사용한 공통경로 OCT 이미지 획득”, 박재석, 정명영, 김창석(부산대), Jae-Ho Han, Jin U. 

Kang(Johns Hopkins University) ···················································································································· p.103 ~ p.107

“1매의 구면 SELFOC 렌즈와 1매의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된 카메라폰용 광학계의 설계”, 이용선, 이종웅 

(청주대) ································································································································································ p.108 ~ p.115

“LED를 PLS 배열로 사용한 시역 형성 광학계가 없는 3차원 영상의 시역에 대한 연구”, 최규환, 김성규(한국과학기

술연구원), 손정영(대구대) ·································································································································· p.116 ~ p.121

“광분할 반사경이 집적된 단일 광원 기반의 통합형 듀얼 백라이트 유닛”, 박찬규, 이학순, 이상신(광운대) ················

················································································································································································· p.122 ~ p.126

“수직형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 기반의 글루코스 바이오 센서”, 김건덕, 손근식, 이학순, 김기도, 이상신(광운

대) ············································································································································································ p.127 ~ p.131

“주사 레이저 광집게를 위한 압전 구동기 주파수 특성 분석과 주사 경로 추적 및 보상”, 황선욱, 이송우, 이용구 

(광주과학기술원) ················································································································································· p.132 ~ p.139

“주파수영역 광 간섭 단층촬영 시스템을 위한 파장가변 광원 및 신호처리계의 구현”, 이응제, 김용평(경희대), 유영

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 p.309 ~ p.316

“광 주입-잠금된 반도체 레이저의 모드 분석”, 배인호, 문한섭, 김지나(부산대) ··································· p.317 ~ p.322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다중 영역 Compl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

향”, 김태영, 김부균(숭실대) ····························································································································· p.323 ~ p.332

“G-PON용 높은 전광변환효율을 갖는 1.31 ㎛ 비냉각 DFB-LD”, 김정호, 피중호, 김덕현, 박칠성, 류한권, 구본조

(LS전선㈜) ······················································································································································· p.333 ~ p.336

“안구의 굴절능 조절을 고려한 수정된 Navarro 정밀모형안의 시성능 분석”, 최가을, 송석호(한양대), 김상기(동남

보건대학) ···························································································································································· p.337 ~ p.344

“펨토초 펄스와 광결정 광섬유를 이용한 초 연속스펙트럼의 발생”, 최형규, 김소은, 기철식, 성재희, 유태준, 고도

경, 이종민(광주과학기술원) ····························································································································· p.345 ~ p.350

“초해상 광기록 Ge2Sb2Te5 박막의 고온광물성 연구”, 이학철, 최중규, 이재흔, 변영섭,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김수경(나노스토리지) ········································································································································· p.351 ~ p.361

“성형용 코어면 DLC 코팅에 의한 비구면 Glass렌즈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현욱, 차두환, 이동길, 김상

석, 김혜정, 김정호(한국광기술원), 정상화(조선대) ····················································································· p.362 ~ p.366

“편광 민감 광결맞음 단층 촬영 장치를 이용한 자궁경부의 조기 진단(a Preliminary Study)”, 강진호, 이상원, 유지

영, 강문식, 김법민, 윤보성, 김영태, 조남훈(연세대) ··················································································· p.367 ~ p.372

제18권 6호 2007년 12월 25일 발간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샥-하트만 파면 센서의 측정범위 확장에 대한 연구”, 김민석(두산중공업), 김지연, 엄태

경,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이준호(국립 공주대학교) ·············································································· p.375 ~ p.382

“광파장 이하 주기를 갖는 금속 격자형 컬러필터”, 이홍식, 윤여택, 이상신(광운대), 김상훈, 이기동(엘지 전자기술

원) ········································································································································································· p.383 ~ p.388

“Pd이 코팅된 단일모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수소 검출 시스템”, 김광택, 박선옥, 황보승, 마재평(호남대), 백세종, 

임기건(전남대), 김태언, 김회종(한국광기술원) ··························································································· p.389 ~ p.394

“물 묻은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프리즘 광학계의 설계 및 실험적 고찰”, 강명훈, 김진수, 정진우, 고은미, 김재규, 

조관식, 송한정(인제대), 황재문(한국컴퓨터비젼) ······················································································· p.395 ~ p.400

“직하형 Back Light Unit에 사용하는 변형 막대프리즘의 1차원 배열로 구성한 새로운 BLU 필름”, 장선영, 조재흥

(한남대), 백승선(대전보건대학) ······················································································································· p.401 ~ p.409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한 무한 물점을 갖는 복잡한 줌 렌즈의 수치해석적인 근축광선 줌 궤적 추적법”, 유남준, 

김원섭, 조재흥(한남대),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테크윈㈜) ······························································· p.410 ~ p.420

“후면투사 방식의 이중스크린 3D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김태호, 서종욱(홍익대) ······························· p.421 ~ p.425

“초소형 전자칼럼을 위한 마이크로 자기장 디플렉터 연구”, 김영철, 김대욱, 안승준, 김호섭(선문대), 박성순, 박경

완, 황남우(전자빔기술센터㈜) ·························································································································· p.426 ~ p.431

“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용 집광필름의 광학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박지희, 이정호, 정진하, 

남기봉, 고재현(한림대), 김중현(㈜삼성전자) ······························································································· p.432 ~ p.440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회절격자 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한 유기광원(OLED)의 광추출 효율 향상”, 장지향, 김경

조, 김진헌, 오민철(부산대) ······························································································································ p.441 ~ p.446

“마하젠더 간섭계로 구성된 실리카 평판 광 도파회로 트라이플렉서의 설계 및 분석”, 이태형, 이동현, 정영철(광운

대) ········································································································································································· p.447 ~ p.451

“기판의 표면에너지가 반사경의 산란에 미치는 영향”, 이범식, 유연석(청주대), 이재철, 허덕재(고등기술연구

원), 조현주(대덕대학) ······································································································································· p.452 ~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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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해상도 중심점 탐색법을 이용한 샥-하트만 센서용 상관관계법의 속도 개선”, 유재은, 윤성기(한국과학기술

원) ··················································································································································································· p.1 ~ p.8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Yagi-Uda 안테나”, 한경호, 박용배, 김상인, 박익모, 임한조 

(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 p.9 ~ p.14

“중공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간섭계형 전압센서”, 배정환, 박재희, 김경찬(계명대), 김광택(호남대), 한원택(광주

과학기술원) ······························································································································································· p.15 ~ p.19

“광파장 이하의 주기를 갖는 다결정 실리콘 격자 기반의 컬러필터”, 윤여택, 이홍식, 이상신(광운대), 김상훈, 박주

도, 이기동(엘지전자기술원) ································································································································· p.20 ~ p.24

“나비형 격자구조 다중모드 간섭 결합기를 사용한 소자의 소형화”, 호광춘(한성대) ································ p.25 ~ p.30

“막대 형태의 비구면 렌즈를 이용한 광통신용 시준기의 설계”, 강석봉, 강은경, 황보창권(인하대), 강상도(AG광학), 

김종섭(한국광기술원) ············································································································································ p.31 ~ p.35

“OFDR을 이용한 PZT형 파장가변 필터의 이력 측정”, 박도현, 예윤해(경희대) ········································ p.36 ~ p.42

“BLU 패턴 크기에 따른 LGP 출력 특성 연구”, 김영철(선문대) ····································································· p.43 ~ p.47

“꼬인 네마틱 액정 셀의 Normally Black 모드 광학설계”, 김기한, 백종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 p.48 ~ p.53

“모드 잠금 Cr4+:YAG 레이저로부터 발생된 초 광대역 광원을 이용한 광통신 파장 영역의 표준 가스의 흡수스펙트

럼”, 이종민, 전민용(충남대), 유한영, 서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4 ~ p.59

“전광 그레이코드 이진코드 변환기”, 정영진, 박남규(서울대), 전영민, 우덕하,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p.60 ~ p.67

“도파로 어레이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 브래그 스트레인 센서의 반사파장 신호 복원 기술”, 서준규, 김경조, 오민철, 

이상민, 김영제, 김명현(부산대) ·························································································································· p.68 ~ p.72

“이중-금속 장거리 표면-플라즈몬 도파로”, 주양현, 정명진, 송석호(한양대) ·········································· p.73 ~ p.79

“FDTD 방법을 이용한 광집게의 포획 힘 계산”, 성승용, 이용구(광주과학기술원) ···································· p.80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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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다발과 Gradient-Index Lens가 결합된 고 분해능 및 최소침습 직경의 공초점 내시 현미경 대물렌즈의 설

계”, 장선영, 임천석(한남대) ································································································································· p.87 ~ p.94

“가변형 패럴랙스배리어를 이용한 무안경 디스플레이 시스템”, 위성민, 이승현(광운대) ······················ p.95 ~ p.102

“부분 반사 프로브를 사용한 공통경로 OCT 이미지 획득”, 박재석, 정명영, 김창석(부산대), Jae-Ho Han, Jin U. 

Kang(Johns Hopkins University) ···················································································································· p.103 ~ p.107

“1매의 구면 SELFOC 렌즈와 1매의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된 카메라폰용 광학계의 설계”, 이용선, 이종웅 

(청주대) ································································································································································ p.108 ~ p.115

“LED를 PLS 배열로 사용한 시역 형성 광학계가 없는 3차원 영상의 시역에 대한 연구”, 최규환, 김성규(한국과학기

술연구원), 손정영(대구대) ·································································································································· p.116 ~ p.121

“광분할 반사경이 집적된 단일 광원 기반의 통합형 듀얼 백라이트 유닛”, 박찬규, 이학순, 이상신(광운대) ················

················································································································································································· p.122 ~ p.126

“수직형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 기반의 글루코스 바이오 센서”, 김건덕, 손근식, 이학순, 김기도, 이상신(광운

대) ············································································································································································ p.127 ~ p.131

“주사 레이저 광집게를 위한 압전 구동기 주파수 특성 분석과 주사 경로 추적 및 보상”, 황선욱, 이송우, 이용구 

(광주과학기술원) ················································································································································· p.132 ~ p.139

“주파수영역 광 간섭 단층촬영 시스템을 위한 파장가변 광원 및 신호처리계의 구현”, 이응제, 김용평(경희대), 유영

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 p.309 ~ p.316

“광 주입-잠금된 반도체 레이저의 모드 분석”, 배인호, 문한섭, 김지나(부산대) ··································· p.317 ~ p.322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다중 영역 Compl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

향”, 김태영, 김부균(숭실대) ····························································································································· p.323 ~ p.332

“G-PON용 높은 전광변환효율을 갖는 1.31 ㎛ 비냉각 DFB-LD”, 김정호, 피중호, 김덕현, 박칠성, 류한권, 구본조

(LS전선㈜) ······················································································································································· p.333 ~ p.336

“안구의 굴절능 조절을 고려한 수정된 Navarro 정밀모형안의 시성능 분석”, 최가을, 송석호(한양대), 김상기(동남

보건대학) ···························································································································································· p.337 ~ p.344

“펨토초 펄스와 광결정 광섬유를 이용한 초 연속스펙트럼의 발생”, 최형규, 김소은, 기철식, 성재희, 유태준, 고도

경, 이종민(광주과학기술원) ····························································································································· p.345 ~ p.350

“초해상 광기록 Ge2Sb2Te5 박막의 고온광물성 연구”, 이학철, 최중규, 이재흔, 변영섭,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김수경(나노스토리지) ········································································································································· p.351 ~ p.361

“성형용 코어면 DLC 코팅에 의한 비구면 Glass렌즈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현욱, 차두환, 이동길, 김상

석, 김혜정, 김정호(한국광기술원), 정상화(조선대) ····················································································· p.362 ~ p.366

“편광 민감 광결맞음 단층 촬영 장치를 이용한 자궁경부의 조기 진단(a Preliminary Study)”, 강진호, 이상원, 유지

영, 강문식, 김법민, 윤보성, 김영태, 조남훈(연세대) ··················································································· p.367 ~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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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샥-하트만 파면 센서의 측정범위 확장에 대한 연구”, 김민석(두산중공업), 김지연, 엄태

경, 윤성기(한국과학기술원), 이준호(국립 공주대학교) ·············································································· p.375 ~ p.382

“광파장 이하 주기를 갖는 금속 격자형 컬러필터”, 이홍식, 윤여택, 이상신(광운대), 김상훈, 이기동(엘지 전자기술

원) ········································································································································································· p.383 ~ p.388

“Pd이 코팅된 단일모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수소 검출 시스템”, 김광택, 박선옥, 황보승, 마재평(호남대), 백세종, 

임기건(전남대), 김태언, 김회종(한국광기술원) ··························································································· p.389 ~ p.394

“물 묻은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프리즘 광학계의 설계 및 실험적 고찰”, 강명훈, 김진수, 정진우, 고은미, 김재규, 

조관식, 송한정(인제대), 황재문(한국컴퓨터비젼) ······················································································· p.395 ~ p.400

“직하형 Back Light Unit에 사용하는 변형 막대프리즘의 1차원 배열로 구성한 새로운 BLU 필름”, 장선영, 조재흥

(한남대), 백승선(대전보건대학) ······················································································································· p.401 ~ p.409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한 무한 물점을 갖는 복잡한 줌 렌즈의 수치해석적인 근축광선 줌 궤적 추적법”, 유남준, 

김원섭, 조재흥(한남대),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테크윈㈜) ······························································· p.410 ~ p.420

“후면투사 방식의 이중스크린 3D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김태호, 서종욱(홍익대) ······························· p.421 ~ p.425

“초소형 전자칼럼을 위한 마이크로 자기장 디플렉터 연구”, 김영철, 김대욱, 안승준, 김호섭(선문대), 박성순, 박경

완, 황남우(전자빔기술센터㈜) ·························································································································· p.426 ~ p.431

“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용 집광필름의 광학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박지희, 이정호, 정진하, 

남기봉, 고재현(한림대), 김중현(㈜삼성전자) ······························································································· p.432 ~ p.440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회절격자 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한 유기광원(OLED)의 광추출 효율 향상”, 장지향, 김경

조, 김진헌, 오민철(부산대) ······························································································································ p.441 ~ p.446

“마하젠더 간섭계로 구성된 실리카 평판 광 도파회로 트라이플렉서의 설계 및 분석”, 이태형, 이동현, 정영철(광운

대) ········································································································································································· p.447 ~ p.451

“기판의 표면에너지가 반사경의 산란에 미치는 영향”, 이범식, 유연석(청주대), 이재철, 허덕재(고등기술연구

원), 조현주(대덕대학) ······································································································································· p.452 ~ p.460

5883부•부록 589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수렴타입의 스테레오 영상 획득방법을 모사하는 변형평행타입에서의 주요인자의 정의”, 이광훈(건국대), 김동

욱,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276 ~ p.286

“직경 1 m 비축포물면의 가공 및 평가”, 양호순, 이재협, 전병혁,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경묵(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최세철, 김종민(국방과학연구소) ································································································· p.287 ~ p.293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정의 코팅 기능을 사용한 콜레스테릭 액정 컬러 필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범태원, 최 호, 이학석, 양정문, 박종락(조선대), 윤기철(삼성정밀화학㈜), 장원근(한국광기술원) ···· p.294 ~ p.301

“반복사인격자에서 동시에 생기는 두 가지 무아레 무늬를 이용한 회전변위의 가시적측정”, 정연홍, 오정효, 조재

흥(한남대) ··························································································································································· p.302 ~ p.309

“Contrast 향상 필름 평가를 위한 실시간 검사장치 개발”, 이혁교, 전병혁, 이회윤,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10 ~ p.314

“열광학 장주기 격자를 유도하는 히터 배열의 인자들이 파워 소모에 미치는 영향”, 권민석(세종대) ····························

················································································································································································· p.315 ~ p.319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Q-스위칭 동작 최적화”, 신동준, 김병태(청주대), 김덕래(단국대) 

··············································································································································································· p.320 ~ p.326

“오목거울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을 위한 모아레 영상 획득 방법”, 윤두현, 김학일(인하대) ········· p.327 ~ p.333

“파라핀 코팅된 Rb원자 증기 셀에서 원자결맞음 분광”, 이현준, 유예진, 배인호, 문한섭(부산대) ··· p.334 ~ p.340

제19권 5호 2008년 10월 25일 발간

“포토다이오드의 정전용량에 따른 버스트모드 광 수신소자의 수신감도 연구”, 이정문(㈜엑스엘), 김창봉(공주

대) ········································································································································································ p.343 ~ p.348

“복합렌즈계를 이용한 폰 카메라용 초소형 줌렌즈 설계”, 박성찬, 유병택(단국대) ··························· p.349 ~ p.359

“회절격자의 변조방식에 따라 형성된 CGH의 재생 영상 분석”, 정만호(청주대) ································· p.360 ~ p.364

“저 전압 초소형 전자칼럼의 주사면적 크기 및 전류영상 특성 연구”, 이치무라 노리유키, 김영철, 김호섭(선문

대), 장원권(한서대) ·········································································································································· p.365 ~ p.369

“고속 고분해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기”, 김영찬, 김기복, 이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민우, 안재욱(한국과

학기술원) ····························································································································································· p.370 ~ p.375

“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정밀 측정”, 김현주, 윤두현, 김학일(인하대) ································· p.376 ~ p.380

“InGaN/Sapphire LED에서 기판 제거 유무와 칩 마운트 타입이 광출력 특성에 미치는 영향”, 홍대운, 유재근, 김종

만, 윤명중, 이성재(충남대) ······························································································································· p.381 ~ p.385

제19권 6호 2008년 12월 25일 발간

“Volumetric 집적영상에서 분산 추정을 이용한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향상된 복원”, 황용석, 김은수(광운대) ···········

··············································································································································································· p.389 ~ p.393

“복굴절 특성을 갖는 액정 렌즈어레이를 이용한 깊이감이 향상된 집적영상 시스템”, 박찬규, 황용석, 이상신(광운

대) ········································································································································································· p.394 ~ p.399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수직 분광 복사율 측정 장치의 제작과 측정”, 전상호, 유남준, 조재흥(한남

대), 박철웅, 박승남, 이근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00 ~ p.407

“Ti:PPLN 광도파로를 이용한 비선형광학 기반의 의사 위상정합 2차 조화파 발생”, 정홍식(홍익대), 정영식(인천대) 

················································································································································································ p.408 ~ p.415

“Micro Block Stacking 방법으로 제작한 집적형 단일모드 외부 공진 레이저”, 윤현재(광주대) ········· p.140 ~ p.143

“고에너지 레이저빔에 의해 유발된 광집속장치 반사경 광파면 왜곡”, 최종호,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

················································································································································································· p.144 ~ p.149

“이방성 매질의 편광투과특성 분석을 위한 확장된 존스 행렬식의 개선”, 류장위, 신유식, 김상열, 안성혁(아주대), 

김용기(삼성전자) ················································································································································ p.150 ~ p.158

제19권 3호 2008년 6월 25일 발간

“폴리머 격벽에 의해 화소고립된 구조의 이중주파수 쌍안정 네마틱 액정셀의 전기광학 특성”, 이성룡, 이중하, 

신재훈, 송동한,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1 ~ p.168

“표준 단일모드 광섬유와 하이델타 광섬유사이의 저 손실 접속 기법”, 김광택, 양병철(호남대) ······· p.169 ~ p.174

“광섬유와 필름격자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 이윤재, 조재흥(한남대), 권일범, 서대철, 이남권(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75 ~ p.181

“레이저광의 최대·최소 편향법을 이용한 액체의 굴절률 측정”, 이재란, 김석원(울산대), 이용산(대진대) ·····················

················································································································································································· p.182 ~ p.186

“실리콘/폴리머 물질 기반의 하이브리드 광 결정 광변조기 설계”, 성준호, 이민우, 최철현,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187 ~ p.192

“편광 간섭을 이용한 광도파로 기반의 표면 굴절률 센서”, 손근식(광운대), 권순우(성균관대), 김우경, 양우석, 이형

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이성동(인포피아), 이상신(광운대) ······························································· p.193 ~ p.198

“주기적으로 분극 반전된 MgO:LiNbO3를 이용한 리지형 광도파로 파장가변 소자 제작 및 특성”, 이형만, 양우석, 

김우경,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정우진(서울시립대), 권순우(성균관대), 구경환, 송명근(㈜코맥스) ···························

················································································································································································ p.199 ~ p.207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Self-Pulsation 주파수가 THz 대역인 다중 영역 Compl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영, 박재우, 김부균(숭실대) ··········································· p.208 ~ p.218

“폴리머 결합 링 반사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집적 파장 가변 레이저”, 박준오, 이태형, 정영철(광운대) ·····················

················································································································································································ p.219 ~ p.223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를 이용한 고감도 집적광학형 온도센서”, 이학순, 김건덕, 이상신(광운대) ························

················································································································································································ p.224 ~ p.228

“PPLN 비선형 결정과 이중통과법을 이용한 DOFA 시스템에서 증폭된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적외선 레이저광의 제

2고조파 발생”, 유길상, 조재흥(한남대), 고광훈, 임권, 정도영(한국원자력연구원) ······························ p.229 ~ p.236

“반도체 광 증폭기 XOR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10 Gbps 전광 암호화 시스템의 구현”, 정영진, 박남규(서울대), 전영

민, 우덕하,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길상근(수원대) ············································································· p.237 ~ p.241

“폴리머 광공진기 라우터 기반의 4채널 선택 포토닉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어윤성, 이상신(광운

대) ········································································································································································· p.242 ~ p.245

제19권 4호 2008년 8월 25일 발간

“새 구조의 액정 엑스선 감지기”, 노봉규(세심광전자기술) ········································································ p.249 ~ p.254

“연성 광 PCB용 광 배선의 손실특성 및 제작 공차 분석”, 염준철, 박대서, 김영석, 김대찬, 박세근, 오범환,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전금수(두산전자) ·················································································································· p.255 ~ p.261

“다중 복호화 키들을 이용한 영상 워터마크 방법”, 이형석, 서동환(한국해양대), 조규보(경북대) ···· p.262 ~ p.269

“집적 영상을 이용한 가려진 표적의 복원과 인식”, 이동수, 염석원, 김신환, 손정영(대구대) ·············· p.270 ~ p.275

5903부•부록 591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수렴타입의 스테레오 영상 획득방법을 모사하는 변형평행타입에서의 주요인자의 정의”, 이광훈(건국대), 김동

욱,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276 ~ p.286

“직경 1 m 비축포물면의 가공 및 평가”, 양호순, 이재협, 전병혁,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경묵(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최세철, 김종민(국방과학연구소) ································································································· p.287 ~ p.293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정의 코팅 기능을 사용한 콜레스테릭 액정 컬러 필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범태원, 최 호, 이학석, 양정문, 박종락(조선대), 윤기철(삼성정밀화학㈜), 장원근(한국광기술원) ···· p.294 ~ p.301

“반복사인격자에서 동시에 생기는 두 가지 무아레 무늬를 이용한 회전변위의 가시적측정”, 정연홍, 오정효, 조재

흥(한남대) ··························································································································································· p.302 ~ p.309

“Contrast 향상 필름 평가를 위한 실시간 검사장치 개발”, 이혁교, 전병혁, 이회윤,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310 ~ p.314

“열광학 장주기 격자를 유도하는 히터 배열의 인자들이 파워 소모에 미치는 영향”, 권민석(세종대) ····························

················································································································································································· p.315 ~ p.319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에서 Q-스위칭 동작 최적화”, 신동준, 김병태(청주대), 김덕래(단국대) 

··············································································································································································· p.320 ~ p.326

“오목거울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을 위한 모아레 영상 획득 방법”, 윤두현, 김학일(인하대) ········· p.327 ~ p.333

“파라핀 코팅된 Rb원자 증기 셀에서 원자결맞음 분광”, 이현준, 유예진, 배인호, 문한섭(부산대) ··· p.334 ~ p.340

제19권 5호 2008년 10월 25일 발간

“포토다이오드의 정전용량에 따른 버스트모드 광 수신소자의 수신감도 연구”, 이정문(㈜엑스엘), 김창봉(공주

대) ········································································································································································ p.343 ~ p.348

“복합렌즈계를 이용한 폰 카메라용 초소형 줌렌즈 설계”, 박성찬, 유병택(단국대) ··························· p.349 ~ p.359

“회절격자의 변조방식에 따라 형성된 CGH의 재생 영상 분석”, 정만호(청주대) ································· p.360 ~ p.364

“저 전압 초소형 전자칼럼의 주사면적 크기 및 전류영상 특성 연구”, 이치무라 노리유키, 김영철, 김호섭(선문

대), 장원권(한서대) ·········································································································································· p.365 ~ p.369

“고속 고분해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기”, 김영찬, 김기복, 이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민우, 안재욱(한국과

학기술원) ····························································································································································· p.370 ~ p.375

“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정밀 측정”, 김현주, 윤두현, 김학일(인하대) ································· p.376 ~ p.380

“InGaN/Sapphire LED에서 기판 제거 유무와 칩 마운트 타입이 광출력 특성에 미치는 영향”, 홍대운, 유재근, 김종

만, 윤명중, 이성재(충남대) ······························································································································· p.381 ~ p.385

제19권 6호 2008년 12월 25일 발간

“Volumetric 집적영상에서 분산 추정을 이용한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향상된 복원”, 황용석, 김은수(광운대) ···········

··············································································································································································· p.389 ~ p.393

“복굴절 특성을 갖는 액정 렌즈어레이를 이용한 깊이감이 향상된 집적영상 시스템”, 박찬규, 황용석, 이상신(광운

대) ········································································································································································· p.394 ~ p.399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수직 분광 복사율 측정 장치의 제작과 측정”, 전상호, 유남준, 조재흥(한남

대), 박철웅, 박승남, 이근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00 ~ p.407

“Ti:PPLN 광도파로를 이용한 비선형광학 기반의 의사 위상정합 2차 조화파 발생”, 정홍식(홍익대), 정영식(인천대) 

················································································································································································ p.408 ~ p.415

“Micro Block Stacking 방법으로 제작한 집적형 단일모드 외부 공진 레이저”, 윤현재(광주대) ········· p.140 ~ p.143

“고에너지 레이저빔에 의해 유발된 광집속장치 반사경 광파면 왜곡”, 최종호, 김연수(국방과학연구소) ·····················

················································································································································································· p.144 ~ p.149

“이방성 매질의 편광투과특성 분석을 위한 확장된 존스 행렬식의 개선”, 류장위, 신유식, 김상열, 안성혁(아주대), 

김용기(삼성전자) ················································································································································ p.150 ~ p.158

제19권 3호 2008년 6월 25일 발간

“폴리머 격벽에 의해 화소고립된 구조의 이중주파수 쌍안정 네마틱 액정셀의 전기광학 특성”, 이성룡, 이중하, 

신재훈, 송동한, 윤태훈, 김재창(부산대) ·········································································································· p.161 ~ p.168

“표준 단일모드 광섬유와 하이델타 광섬유사이의 저 손실 접속 기법”, 김광택, 양병철(호남대) ······· p.169 ~ p.174

“광섬유와 필름격자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 이윤재, 조재흥(한남대), 권일범, 서대철, 이남권(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75 ~ p.181

“레이저광의 최대·최소 편향법을 이용한 액체의 굴절률 측정”, 이재란, 김석원(울산대), 이용산(대진대) ·····················

················································································································································································· p.182 ~ p.186

“실리콘/폴리머 물질 기반의 하이브리드 광 결정 광변조기 설계”, 성준호, 이민우, 최철현,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187 ~ p.192

“편광 간섭을 이용한 광도파로 기반의 표면 굴절률 센서”, 손근식(광운대), 권순우(성균관대), 김우경, 양우석, 이형

만,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이성동(인포피아), 이상신(광운대) ······························································· p.193 ~ p.198

“주기적으로 분극 반전된 MgO:LiNbO3를 이용한 리지형 광도파로 파장가변 소자 제작 및 특성”, 이형만, 양우석, 

김우경, 이한영(전자부품연구원), 정우진(서울시립대), 권순우(성균관대), 구경환, 송명근(㈜코맥스) ···························

················································································································································································ p.199 ~ p.207

“양 단면 반사율과 위상 조정 영역의 위상이 Self-Pulsation 주파수가 THz 대역인 다중 영역 Complex-Coupled 

DFB 레이저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영, 박재우, 김부균(숭실대) ··········································· p.208 ~ p.218

“폴리머 결합 링 반사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집적 파장 가변 레이저”, 박준오, 이태형, 정영철(광운대) ·····················

················································································································································································ p.219 ~ p.223

“폴리머 마이크로링 공진기를 이용한 고감도 집적광학형 온도센서”, 이학순, 김건덕, 이상신(광운대) ························

················································································································································································ p.224 ~ p.228

“PPLN 비선형 결정과 이중통과법을 이용한 DOFA 시스템에서 증폭된 연속발진형 파장가변 적외선 레이저광의 제

2고조파 발생”, 유길상, 조재흥(한남대), 고광훈, 임권, 정도영(한국원자력연구원) ······························ p.229 ~ p.236

“반도체 광 증폭기 XOR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10 Gbps 전광 암호화 시스템의 구현”, 정영진, 박남규(서울대), 전영

민, 우덕하,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길상근(수원대) ············································································· p.237 ~ p.241

“폴리머 광공진기 라우터 기반의 4채널 선택 포토닉 마이크로웨이브 대역통과 필터”, 김건덕, 어윤성, 이상신(광운

대) ········································································································································································· p.242 ~ p.245

제19권 4호 2008년 8월 25일 발간

“새 구조의 액정 엑스선 감지기”, 노봉규(세심광전자기술) ········································································ p.249 ~ p.254

“연성 광 PCB용 광 배선의 손실특성 및 제작 공차 분석”, 염준철, 박대서, 김영석, 김대찬, 박세근, 오범환,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전금수(두산전자) ·················································································································· p.255 ~ p.261

“다중 복호화 키들을 이용한 영상 워터마크 방법”, 이형석, 서동환(한국해양대), 조규보(경북대) ···· p.262 ~ p.269

“집적 영상을 이용한 가려진 표적의 복원과 인식”, 이동수, 염석원, 김신환, 손정영(대구대) ·············· p.270 ~ p.275

5903부•부록 591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가변형 패럴랙스 배리어와 DDC 통신을 이용한 시점추적형 3D 디스플레이 시스템”, 채호병, 유영록, 김진수, 이상

훈, 이승현(광운대) ·············································································································································· p.102 ~ p.109

“광원 및 디스플레이 기기의 색특성 측정의 불확도 평가”, 박성종, 이동훈, 김용완, 박승남(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110 ~ p.117

“Photoresist Thermal Reflow를 이용한 Microlens Array 제작”, 황성기, 백상훈, 권진혁(영남대), 박이순(경북대) ···

·················································································································································································· p.118 ~ p.122

“TiO2 나노 입자를 첨가한 광고분자 필름의 회절효율 값에 대한 연구”, 허기영, 김대흠(광운대) ······· p.123 ~ p.127

“광원을 내장한 펜의 출력광과 광 도파로의 광 결합을 이용하는 터치 패널 장치의 내부 광 결합 구조 설계”, 박대

서, 김대종,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 p.128 ~ p.133

“인쇄회로기판용 Au 패드의 산란 특성 측정 및 분석에 의한 산란 인자 추출”, 고낙훈, 박대서, 김영석, 오범환, 박세

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최태일(㈜삼성전기) ·························································································· p.134 ~ p.140

제20권 3호 2009년 6월 25일 발간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비동기 2.5Gbps/622 Mbps 광가입자 망의 성능 분석”, 

박상조(서원대), 김봉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143 ~ p.147

“폰 카메라용 초소형 광학계의 온도보정 설계”, 박성찬, 유병택(단국대), 이종웅(청주대) ··················· p.148 ~ p.155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한 유한 물점을 갖는 줌 렌즈에 대한 일반적인 수치해석적 근축광선 줌 궤적 추적”, 이도경, 

유남준, 조재흥(한남대),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디지털이미징㈜) ··················································· p.156 ~ p.165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한 줌 렌즈의 조출량에 대한 수치해석 계산법”, 조재흥, 이도경, 이상은(한남대), 류재명, 

이해진, 강건모(삼성디지털이미징㈜) ············································································································ p.166 ~ p.174

“표면 부조 홀로그램 마스크를 이용한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기술”, 박우제, 이준섭, 송석호(한양대), 이성진, 

김태현(삼성전자) ················································································································································· p.175 ~ p.181

“공기주입 장치와 공기제거 장치를 사용한 표면 플라즈몬 공명 타원계측기”, 이홍원, 조은경, 조재흥(한남대), 원종

명, 신기량(안동대), 제갈원, 조용재, 조현모(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82 ~ p.188

“1300 nm 대역 파장 훑음 레이저의 훑음 주파수에 따른 출력 특성”, 이병창, 오민현, 전민용(충남대) ·························

················································································································································································· p.189 ~ p.194

제20권 4호 2009년 8월 25일 발간

“삼중수소 검출용 광섬유 방사선 센서의 제작 및 특성분석”, 장경원, 조동현, 유욱재, 이봉수(건국대), 문주현(동국

대), 박병기(순천향대), 조영호(대구가톨릭대), 김 신(제주대) ································································· p.201 ~ p.206

“공초점 방식을 이용한 기판 사이의 공기갭 측정”, 이선우, 안광신, 권남익(한국외국어대) ················ p.207 ~ p.210

“공기 및 실리카 클래딩을 갖는 2차원 실리콘 광자 결정 슬랩 구조의 광학적 특성”, 이윤식, 한진규, 송봉식(성균

관대) ······································································································································································· p.211 ~ p.216

“폴리머 링 공진기 기반의 가감필터 반사기와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가 하이브리드 집적된 파장 가변 레이저”, 

이 호, 김건우, 정영철(광운대), 김수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217 ~ p.222

“광선 추적법에 의한 자동 광검사 장비의 결상 과정 전산모사”, 정상철, 이윤석, 김대찬,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박성찬(단국대), 최태일(㈜ 삼성전기) ·············································································· p.223 ~ p.229

“PVA/AA/SeO2 광고분자 필름의 두께 및 Eosin Y 함량 변화에 따른 회절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허기영, 장환호, 

김대흠(광운대) ··················································································································································· p.230 ~ p.235

“복수 개의 광파장에 대한 상대적 흡광 특성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 김기도, 손근식, 임성수, 이상신(광운

대) ··········································································································································································· p.416 ~ p.421

“드레이퍼 방식 연마기에서의 툴 영향 함수 기법”, 이현수, 양호순,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석환(연세대) ···

················································································································································································ p.422 ~ p.428

“비대칭 이중-금속 장거리 표면-플라즈몬 도파로를 이용한 파장필”, 심유태, 주양현, 송석호(한양대) ·······················

················································································································································································ p.429 ~ p.434

“테라헤르츠 분광학을 이용한 중수(D2O)와 경수(H2O) 혼합물의 특성연구”, 정중건, 손주혁(서울시립대) ·················

··············································································································································································· p.435 ~ p.438

“노안을 위한 정밀 모형안 설계”, 박상배(한국산업기술대) ········································································ p.439 ~ p.447

제20권 1호 2009년 2월 25일 발간

“광 결합 및 집속도 향상을 위한 금속 슬릿 프레넬 렌즈의 설계”, 박동원, 정영진, 구석모, 유선규, 박남규(서울대), 

전영민, 이 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 p.1 ~ p.5

“2매 비구면 렌즈로 구성된 폰 카메라에서 미광 분포에 대한 연구”, 박광우, 이종웅(청주대) ··················· p.6 ~ p.15

“Optical Flow와 Normalized Cut을 이용한 2차원 동영상의 3차원 동영상 변환”, 정재현, 박길배, 김주환, 강진모, 

이병호(서울대) ························································································································································· p.16 ~ p.22

“대면적 리소그래피를 위한 홀로그램 영상의 연결과 연결 영역에서의 간섭무늬 제거”, 이준섭, 박우제, 이지환, 

송석호(한양대), 이성진, 김의석(삼성전자) ······································································································· p.23 ~ p.28

“유한 반경의 시준 광속을 이용한 투명 매질의 두께와 굴절률의 동시 측정”, 박대서,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

걸(인하대) ································································································································································ p.29 ~ p.33

“In-Situ Pulse Laser Annealing 증착에 의한 광학박막의 표면 개선 효과”, 이세호, 유연석(청주대) ·· p.34 ~ p.40

“다중모드 간섭기를 이용한 반도체 이중사각형 링 공진기에서의 단일모드 발진 특성”, 정달화, 문희종, 현경숙 

(세종대) ····································································································································································· p.41 ~ p.47

“ECB 액정 셀과 1/4 파장판을 이용하여 구성한 무손실 선형편광 회전기”, 조재흥(한남대) ··················· p.48 ~ p.52

“영상 타원법을 이용한 인간 줄기세포의 굴절률과 두께 분포 연구”, 최중규, 심우영, 이 광, 김상열(아주대), 박상욱

(엘립소테크놀러지), 제갈원, 조현모, 조용재(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3 ~ p.56

“광학 박막을 채용한 CMOS 이미지 센서 픽셀의 수광 효율”, 강명훈, 고은미, 이제원, 조관식(인제대) ·······················

···················································································································································································· p.57 ~ p.60

제20권 2호 2009년 4월 25일 발간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테라헤르츠 Yagi-Uda 안테나”, 한경호, Troung Khang Nguyen, 박익모(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 p.65 ~ p.70

“전기광학효과를 이용한 전계 프로브 센서”, 경운환, 김건덕, 어윤성, 이상신(광운대) ······························ p.71 ~ p.75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 및 재생 영상에 따른 지문 인식 특성 분석”, 정만호(청주대) ······························ p.76 ~ p.80

“굴절률 차이와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큰 단차측정”,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이혁수(KTGF) ······················································································································································ p.81 ~ p.86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서 관찰자의 회전이동에 따른 영상공간의 왜곡과 왜곡 보정에 대한 전산모사”, 

김동욱, 이광훈,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은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87 ~ p.93

“영상 분할을 이용한 객체 기반 집적영상 깊이 추출”, 강진모, 정재현, 이병호(서울대), 박재형(충북대) ······················

··················································································································································································· p.94 ~ p.101

5923부•부록 59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가변형 패럴랙스 배리어와 DDC 통신을 이용한 시점추적형 3D 디스플레이 시스템”, 채호병, 유영록, 김진수, 이상

훈, 이승현(광운대) ·············································································································································· p.102 ~ p.109

“광원 및 디스플레이 기기의 색특성 측정의 불확도 평가”, 박성종, 이동훈, 김용완, 박승남(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110 ~ p.117

“Photoresist Thermal Reflow를 이용한 Microlens Array 제작”, 황성기, 백상훈, 권진혁(영남대), 박이순(경북대) ···

·················································································································································································· p.118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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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최태일(㈜삼성전기) ·························································································· p.134 ~ p.140

제20권 3호 2009년 6월 25일 발간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비동기 2.5Gbps/622 Mbps 광가입자 망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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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하대) ································································································································································ p.29 ~ p.33

“In-Situ Pulse Laser Annealing 증착에 의한 광학박막의 표면 개선 효과”, 이세호, 유연석(청주대) ·· p.34 ~ p.40

“다중모드 간섭기를 이용한 반도체 이중사각형 링 공진기에서의 단일모드 발진 특성”, 정달화, 문희종, 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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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립소테크놀러지), 제갈원, 조현모, 조용재(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53 ~ p.56

“광학 박막을 채용한 CMOS 이미지 센서 픽셀의 수광 효율”, 강명훈, 고은미, 이제원, 조관식(인제대) ·······················

···················································································································································································· p.57 ~ p.60

제20권 2호 2009년 4월 25일 발간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테라헤르츠 Yagi-Uda 안테나”, 한경호, Troung Khang Nguyen, 박익모(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 p.65 ~ p.70

“전기광학효과를 이용한 전계 프로브 센서”, 경운환, 김건덕, 어윤성, 이상신(광운대) ······························ p.71 ~ p.75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 및 재생 영상에 따른 지문 인식 특성 분석”, 정만호(청주대) ······························ p.76 ~ p.80

“굴절률 차이와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큰 단차측정”, 조형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신상훈(AP & Tec.), 

이혁수(KTGF) ······················································································································································ p.81 ~ p.86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서 관찰자의 회전이동에 따른 영상공간의 왜곡과 왜곡 보정에 대한 전산모사”, 

김동욱, 이광훈,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은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87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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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라인램프를 위한 발광다이오드-광섬유 결합기의 설계 및 해석”, 홍대운, 윤명중, 김경호(충남대), 유재

근(KRISS), 이성재(충남대) ·································································································································· p.26 ~ p.32

“시분해 테라파 분광학을 이용한 고전도성 탄소나노튜브 박막의 광학계수 측정”, 문진영, 박두재, 임종혁, 이상민, 

이순일, 안영환(아주대) ·········································································································································· p.33 ~ p.37

제21권 2호 2010년 4월 25일 발간

“신개념 백라이트유닛 모델링”, 이광훈(건국대), 지승현, 김수현, 윤영수(연세대), 김수호(GS칼텍스) ·· p.41 ~ p.45

“양방향 반사율 분포함수 측정시스템”, 황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6 ~ p.52

“광학시트를 제거한 복합 도광판 설계 연구”, 이윤미, 이준호(공주대), 전은채(한국기계연구원) ······· p.53 ~ p.60

“엣지형 LED 백라이트의 균일도 향상을 위한 도광판의 광구조 최적화”, 이정호, 남기봉, 고재현(한림대), 김중

현(㈜삼성전자) ························································································································································ p.61 ~ p.68

“폴리머 네트워크가 형성된 TN 액정셀의 고속응답 특성, 진혜정”, 김기한, 백종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

···················································································································································································· p.69 ~ p.73

“WDM-PON용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시영역 대신호 모델링”, 이승현, 김건우, 정영철(광운

대) ··············································································································································································· p.74 ~ p.81

“PVA/AA계 광 고분자 필름의 SeO2 및 TiO2 나노 입자 첨가에 의한 회절 효율 변화”, 조지훈, 이주철, 윤 성, 남승

웅, 김대흠(광운대) ················································································································································· p.82 ~ p.88

제21권 3호 2010년 6월 25일 발간

“이중푸리에변환을 이용한 2 파장 디지털 홀로그래픽 연구”, 신상훈(AP & Tec.), 정원기(전주대), 유영훈(제주대) ··

····················································································································································································· p.91 ~ p.96

“간단한 지수함수를 패턴 밀도 함수로 이용한 LGP 패턴 설계”, 김영철, 김대욱, 오태식, 이용민, 안승준, 김호섭 

(선문대) ··································································································································································· p.97 ~ p.102

“13 km 광섬유를 통하여 원격지로 전송된 1.4 GHz RF 신호의 위상잡음 제거”, 송대권, 박종근, 김재규, 박정현, 

소상영, 곽윤석, 양민식, 최안식, 김태경(㈜큐에스아이) ··············································································· p.103 ~ p.110

“경장벽 산화막 절연층 MCPCB를 이용한 LED 모듈 구현”, 홍대운, 이성재(충남대), 조재현(경기대) ·······················

··············································································································································································· p.236 ~ p.240

“액정 디스플레이 시야각 향상을 위한 복합판의 편광특성 분석”,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김용기(삼성전자첨단기

술연수소) ······························································································································································ p.241 ~ p.248

“파라핀이 코팅된 Rb 증기 셀에서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 이현준, 유예진, 배인호, 문한섭(부산대) ······················

················································································································································································ p.249 ~ p.254

제20권 5호 2009년 10월 25일 발간

“광증폭기의 이득과 이득 평탄화를 동시에 자동 제어하는 완전 광학적 방법”, 최보훈(동아대), 이상수(ETRI) ············

················································································································································································ p.261 ~ p.265

“전극 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저전력 열광학 스위치 설계”, 최철현, 공창경, 이민우, 성준호,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266 ~ p.271

“가간섭 영역 외의 배경 잡음성 간섭무늬 신호 필터링을 통한 백색광 주사간섭계의 성능 향상”, 임해동, 이민우,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272 ~ p.275

“연속 발진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된 수동형 Q-스위치 Nd:YVO4 레이저의 출력 펄스 안정화”, 안승인, 박윤배 

(경북대), 여환섭, 이준호(경산과학고), 이강인, 이종훈(영남대) ································································ p.276 ~ p.280

“패턴이 있는 유리기층 위 러빙된 Polyimide의 광학 이방성 미세변화 정밀 측정”, 김하랑, 김상열(아주대) ················

················································································································································································ p.281 ~ p.287

“투과형 타원법을 이용한 중첩된 광학이방성 막의 유효 광축 및 등가 리타데이션 해석”,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

··············································································································································································· p.288 ~ p.293

“높은 출력의 THz 포토믹서를 위한 네잎클로버 형태의 안테나”, 우인상, Truong Khang Nguyen, 박익모, 임한조 

(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주홍(레이저옵텍) ····························································································· p.294 ~ p.300

“배면개구형 집광시트의 자체 정렬 특성”, 박경주, 김영규, 최계훈, 백상훈, 황성기, 곽진석, 이종훈, 권진혁(영남

대), 박이순(경북대) ············································································································································ p.301 ~ p.307

제20권 6호 2009년 12월 25일 발간

“GRIN 렌즈로 구성된 주사방식의 내시현미경 대물렌즈의 설계”, 김경정, 임천석(한남대) ··················· p.311 ~ p.318

“전역구조함수를 사용한 광각 2군 줌 렌즈의 설계”, 권혁준, 임천석(한남대) ········································· p.319 ~ p.327

“탈 축 홀로그램 합성을 이용한 쌍 영상 잡음 제거와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김유석, 김태근(세종대), 김진태

(조선대) ································································································································································ p.328 ~ p.333

“비가간섭광을 이용한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리소그라피”, 이준섭, 박우제, 이지환, 송석호(한양대), 이성진(삼성

전자) ····································································································································································· p.334 ~ p.338

“광 결정 구조 변수에 따른 고출력 단일모드 수직공진 표면발광 레이저의 발진 특성”, 이진웅, 현경숙(세종대), 

신현의, 김희대(옵티시스㈜) ·························································································································· p.339 ~ p.345

“타 성분 영향을 고려한 요당과 요단백의 흡수분광학 진단”, 윤길원, 김혜정(서울산업대) ················· p.346 ~ p.353

“광섬유 다발을 이용한 다초점 현미경”, 구영모, 함효식, 최성을(인천대) ············································· p.354 ~ p.360

“패턴 빔을 이용한 BGA 단차 측정”, 신상훈(AP & Tec.), 유영훈(제주대) ·············································· p.361 ~ p.365

“광학활성 동축 이중 원통을 수직하게 비추는 단색 빛의 산란: I. 해석적 이론”, 김현우, 김진승(전북대) ··················

················································································································································································ p.366 ~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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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활성 동축 이중 원통을 수직하게 비추는 단색 빛의 산란: II. 수치 계산 결과”, 김현우, 김진승(전북대) ···············

··············································································································································································· p.375 ~ p.380

제21권 1호 2010년 2월 25일 발간

“도파모드 공진을 이용한 태양전지의 흡수효율 증대”, 김두성, 김상인, 이재진, 임한조(아주대) ················ p.1 ~ p.5

“2-Beam Coupling 방법을 이용한 광 고분자 형광 패턴 형성”, 김윤정, 김정훈, 심보연, 이명규, 김은경(연세대) ····

························································································································································································ p.6 ~ p.11

“열확장 코어 광섬유의 구부림 손실을 이용한 광섬유형 온도 센서”, 김광택, 강지훈, 조규정, 문남일(호남대) ·········

······················································································································································································ p.12 ~ p.15

“광섬유 방사선량계를 이용한 선량보강 영역에서의 심부선량 백분율과 피부 선량률 측정”, 조동현, 장경원, 유욱

재, 서정기, 허지연, 이봉수(건국대), 조영호(대구가톨릭대) ············································································ p.16 ~ p.20

“높이 영상에 산포되어 있는 점 노이즈 처리를 통한 백색광 간섭계의 영상 복원력 향상”, 임해동, 이민우,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21 ~ p.25

“효율적인 라인램프를 위한 발광다이오드-광섬유 결합기의 설계 및 해석”, 홍대운, 윤명중, 김경호(충남대), 유재

근(KRISS), 이성재(충남대) ·································································································································· p.26 ~ p.32

“시분해 테라파 분광학을 이용한 고전도성 탄소나노튜브 박막의 광학계수 측정”, 문진영, 박두재, 임종혁, 이상민, 

이순일, 안영환(아주대) ·········································································································································· p.33 ~ p.37

제21권 2호 2010년 4월 25일 발간

“신개념 백라이트유닛 모델링”, 이광훈(건국대), 지승현, 김수현, 윤영수(연세대), 김수호(GS칼텍스) ·· p.41 ~ p.45

“양방향 반사율 분포함수 측정시스템”, 황지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46 ~ p.52

“광학시트를 제거한 복합 도광판 설계 연구”, 이윤미, 이준호(공주대), 전은채(한국기계연구원) ······· p.53 ~ p.60

“엣지형 LED 백라이트의 균일도 향상을 위한 도광판의 광구조 최적화”, 이정호, 남기봉, 고재현(한림대), 김중

현(㈜삼성전자) ························································································································································ p.61 ~ p.68

“폴리머 네트워크가 형성된 TN 액정셀의 고속응답 특성, 진혜정”, 김기한, 백종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

···················································································································································································· p.69 ~ p.73

“WDM-PON용 주입 잠금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시영역 대신호 모델링”, 이승현, 김건우, 정영철(광운

대) ··············································································································································································· p.74 ~ p.81

“PVA/AA계 광 고분자 필름의 SeO2 및 TiO2 나노 입자 첨가에 의한 회절 효율 변화”, 조지훈, 이주철, 윤 성, 남승

웅, 김대흠(광운대) ················································································································································· p.82 ~ p.88

제21권 3호 2010년 6월 25일 발간

“이중푸리에변환을 이용한 2 파장 디지털 홀로그래픽 연구”, 신상훈(AP & Tec.), 정원기(전주대), 유영훈(제주대) ··

····················································································································································································· p.91 ~ p.96

“간단한 지수함수를 패턴 밀도 함수로 이용한 LGP 패턴 설계”, 김영철, 김대욱, 오태식, 이용민, 안승준, 김호섭 

(선문대) ··································································································································································· p.97 ~ p.102

“13 km 광섬유를 통하여 원격지로 전송된 1.4 GHz RF 신호의 위상잡음 제거”, 송대권, 박종근, 김재규, 박정현, 

소상영, 곽윤석, 양민식, 최안식, 김태경(㈜큐에스아이) ··············································································· p.103 ~ p.110

“경장벽 산화막 절연층 MCPCB를 이용한 LED 모듈 구현”, 홍대운, 이성재(충남대), 조재현(경기대) ·······················

··············································································································································································· p.236 ~ p.240

“액정 디스플레이 시야각 향상을 위한 복합판의 편광특성 분석”,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김용기(삼성전자첨단기

술연수소) ······························································································································································ p.241 ~ p.248

“파라핀이 코팅된 Rb 증기 셀에서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 이현준, 유예진, 배인호, 문한섭(부산대) ······················

················································································································································································ p.249 ~ p.254

제20권 5호 2009년 10월 25일 발간

“광증폭기의 이득과 이득 평탄화를 동시에 자동 제어하는 완전 광학적 방법”, 최보훈(동아대), 이상수(ETRI) ············

················································································································································································ p.261 ~ p.265

“전극 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저전력 열광학 스위치 설계”, 최철현, 공창경, 이민우, 성준호,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266 ~ p.271

“가간섭 영역 외의 배경 잡음성 간섭무늬 신호 필터링을 통한 백색광 주사간섭계의 성능 향상”, 임해동, 이민우, 

이승걸, 박세근, 이일항, 오범환(인하대) ······································································································ p.272 ~ p.275

“연속 발진 다이오드 레이저로 여기된 수동형 Q-스위치 Nd:YVO4 레이저의 출력 펄스 안정화”, 안승인, 박윤배 

(경북대), 여환섭, 이준호(경산과학고), 이강인, 이종훈(영남대) ································································ p.276 ~ p.280

“패턴이 있는 유리기층 위 러빙된 Polyimide의 광학 이방성 미세변화 정밀 측정”, 김하랑, 김상열(아주대) ················

················································································································································································ p.281 ~ p.287

“투과형 타원법을 이용한 중첩된 광학이방성 막의 유효 광축 및 등가 리타데이션 해석”, 류장위, 김상열(아주대) ····

··············································································································································································· p.288 ~ p.293

“높은 출력의 THz 포토믹서를 위한 네잎클로버 형태의 안테나”, 우인상, Truong Khang Nguyen, 박익모, 임한조 

(아주대), 한해욱(포항공대), 주홍(레이저옵텍) ····························································································· p.294 ~ p.300

“배면개구형 집광시트의 자체 정렬 특성”, 박경주, 김영규, 최계훈, 백상훈, 황성기, 곽진석, 이종훈, 권진혁(영남

대), 박이순(경북대) ············································································································································ p.301 ~ p.307

제20권 6호 2009년 12월 25일 발간

“GRIN 렌즈로 구성된 주사방식의 내시현미경 대물렌즈의 설계”, 김경정, 임천석(한남대) ··················· p.311 ~ p.318

“전역구조함수를 사용한 광각 2군 줌 렌즈의 설계”, 권혁준, 임천석(한남대) ········································· p.319 ~ p.327

“탈 축 홀로그램 합성을 이용한 쌍 영상 잡음 제거와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김유석, 김태근(세종대), 김진태

(조선대) ································································································································································ p.328 ~ p.333

“비가간섭광을 이용한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리소그라피”, 이준섭, 박우제, 이지환, 송석호(한양대), 이성진(삼성

전자) ····································································································································································· p.334 ~ p.338

“광 결정 구조 변수에 따른 고출력 단일모드 수직공진 표면발광 레이저의 발진 특성”, 이진웅, 현경숙(세종대), 

신현의, 김희대(옵티시스㈜) ·························································································································· p.339 ~ p.345

“타 성분 영향을 고려한 요당과 요단백의 흡수분광학 진단”, 윤길원, 김혜정(서울산업대) ················· p.346 ~ p.353

“광섬유 다발을 이용한 다초점 현미경”, 구영모, 함효식, 최성을(인천대) ············································· p.354 ~ p.360

“패턴 빔을 이용한 BGA 단차 측정”, 신상훈(AP & Tec.), 유영훈(제주대) ·············································· p.361 ~ p.365

“광학활성 동축 이중 원통을 수직하게 비추는 단색 빛의 산란: I. 해석적 이론”, 김현우, 김진승(전북대) ··················

················································································································································································ p.366 ~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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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복굴절 특성을 가지는 광자결정 광섬유를 이용한 스트레인, 구부림 및 온도 특성”, 엄성훈, 김길환, 황규진, 

마경식, 이관일(KIST), 정제명(한양대), 이상배(KIST) ·················································································· p.230 ~ p.234

“새로운 구조의 큰 복 굴절을 가진 광자결정 광섬유의 제작에 관한 연구”, 마경식, 김길환, 황규진, 엄성훈, 이관일

(KIST), 정제명(한양대), 이상배(KIST) ············································································································ p.235 ~ p.240

“전기장이 적용된 노광후굽기 공정에 의한 고종횡비 근접장 광 리소그래피”, 김 석, 장진희, 김용우, 정호원, 한재

원(연세대) ···························································································································································· p.241 ~ p.246

“에지형 Back Light Unit의 휘도와 균일도 향상을 위한 복합도 광판 최적화”, 오세원, 김 남(충북대), 김은석(㈜은성

디스플레이), 안준원(㈜엘엠에스) ··················································································································· p.247 ~ p.253

“렌즈형 광섬유를 이용하여 펄스형 반도체 레이저 Beam Shaping 및 증폭 기술 연구”, 권오장, 김륜경, 심영보, 

한영근(한양대) ··················································································································································· p.254 ~ p.258

제22권 1호 2011년 2월 25일 발간

“폴리머 장주기 패턴을 이용한 표면 식각된 격자 구조 기반의 장주기 광섬유 격자”, 박상오, 권오장, 한영근(한양

대) ··················································································································································································· p.1 ~ p.4

“입사광의 크기 조절을 통한 경사굴절률 플라스틱 광섬유의 수치구경 측정기법”, 김대규, 김보람, 박승한(연세대), 

이병학(육군사관학교) ················································································································································ p.5 ~ p.9

“광 스캐닝 홀로그램 현미경에서 부분 영역 해석을 통한 자동 초점”, 김유석, 김태근(세종대) ·············· p.10 ~ p.15

“칼날 주사방식을 이용한 중적외선 렌즈의 변조전달함수 측정 장치”, 송세용, 조재흥(한남대), 홍성목, 이회윤, 

이윤우(KRISS) ························································································································································· p.16 ~ p.22

“반사형 쌍안정 카이랄 스플레이 네마틱 액정표시소자”, 김태형, 이중하, 신정국, 장지향, 김정수, 윤태훈, 김재

창(부산대), 전철규, 권순범(호서대) ···················································································································· p.23 ~ p.29

“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을 이용한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김현석, D. Tserendolgor, 김대석(전북대), 이형철, 김수현

(한국과학기술원) ···················································································································································· p.30 ~ p.34

“1550 nm InGaAsP LD 광송신회로의 PSPICE 모델 및 광변조 특성 해석”, 구유림, 김종대, 이종창(홍익대) ·············

···················································································································································································· p.35 ~ p.39

“삼중 결합 링 공진기 필터의 설계 및 제작”, 이영식, 정영철(광운대) ························································· p.40 ~ p.45

“레버 증폭 구조의 플렉서를 이용한 공초점 현미경의 개발”, 이상원, 김위한(경북대), 정영대(한국연구재단), 박민

규(영남이공대학), 김지현(경북대), 이상인(㈜원일파템), 이 호(경북대) ···················································· p.46 ~ p.52

“LED 광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한 상부 층 특성 고찰”, 최철현, 이동진, 임해동, 김보순, 성준호, 이민우, 오범환(인하

대) ·············································································································································································· p.53 ~ p.57

“적외선 점광원 탐지장비의 최소탐지조도 측정 및 활용”, 김현숙, 양유경, 박용찬(국방과학연구소) ·· p.58 ~ p.63

제22권 2호 2011년 4월 25일 발간

“UV광 측정용 아조벤젠 코팅된 FBG의 열적 효과 제거 및 파장 의존성에 대한 연구”, 최동석, 김현경, 안태정(조선

대) ··············································································································································································· p.67 ~ p.71

“광섬유 브라그 격자를 이용한 퓨리어 영역 광 결맞음 단층 촬영에서의 파수영역 선형화”, 이병창, 전민용(충남대), 

엄태중(GIST) ··························································································································································· p.72 ~ p.76

“최소 부피 광음향 셀의 광음향 신호 재현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경석, 이규승, 안홍규, 이응장, 김대규, 박승한 

(연세대) ····································································································································································· p.77 ~ p.82

“광선추적법 기반의 적분구 분석 시뮬레이터에서 OpenMP 지시어를 이용한 속도 향상 및 몬테카를로 방법의 무

“Laser Scanning Unit을 위한 8빔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이원규, 박창용, 문종철, 유대혁(KRISS) ·· p.111 ~ p.117

“COB LED 램프 패키징 방열 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홍대운, 이성재(충남대) ······························ p.118 ~ p.122

“초공진기를 이용한 노란색 레이저의 선 폭 축소 및 초공진기의 예리도 측정”, 이원규, 박창용, 박상언, 유한영, 

유대혁, 문종철, 서호성(KRISS) ························································································································ p.123 ~ p.128

제21권 4호 2010년 8월 25일 발간

“적외선 복사온도계의 복사원 크기효과 및 자기복사효과”, 유용심, 김봉학, 박철웅, 박승남(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133 ~ p.138

“고농도로 도핑된 Bismuth 기반 어븀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론적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 신재현, 정민

완, 이주한(서울시립대) ······································································································································ p.139 ~ p.145

“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 신상훈(AP & Tec.),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 p.146 ~ p.150

“비대칭 오차요인이 있는 편심 광학계에서의 종수차 계산”, 류재명(삼성전자), 조재흥(한남대), 강건모(삼성전자), 

이해진(삼성전자), 요네야마 슈지(삼성전자) ·································································································· p.151 ~ p.160

“비균일 단축 이방성 매질을 투과하는 빛의 편광상태 변화 표현”, 류장위(아주대), 김상열(아주대), 김용기(삼성

전자) ······································································································································································ p.161 ~ p.167

“편광회전 반사간섭계를 이용한 광전류센서”, 장지향, 추우성, 김 훈, 서준규, 김경조, 김준휘, 오민철(부산대) ·········

················································································································································································· p.168 ~ p.174

“박막형 에탈론 기반의 투과형 컬러필터”, 윤여택, 이상신(광운대) ··························································· p.175 ~ p.178

제21권 5호 2010년 10월 25일 발간

“파장 가변 및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박상오, 심영보, 윤민석, 추수호, 김현주, 권오장, 

한영근(한양대) ····················································································································································· p.181 ~ p.184

“단일 주파수로 발진하는 파장 가변 어븀 첨가 광섬유 링 레이저”, 김륜경, 추수호, 한영근(한양대) · p.185 ~ p.189

“폴리머 코팅된 측면 연마 단주기 격자 기반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동시 측정 센서연구”, 김현주, 전나람, 한영근 

(한양대), 이상배(KIST) ········································································································································ p.190 ~ p.194

“광자결정 광섬유기반 광신호 분배기 개발”, 윤민석(한양대), 이상배(KIST), 한영근(한양대) ·············· p.195 ~ p.199

“저손실 융착접속을 이용한 광자결정 광섬유 간섭계”, 안진수, 김길환, 이관일, 이상배(KIST), 이경식(성균관대) ·····

··············································································································································································· p.200 ~ p.205

“시간영역 광 간섭 단층촬영 시스템의 소형 엔도스코프 제작 및 영상구현”, 김영관, 이성헌, 김용평(경희대) ············

················································································································································································ p.206 ~ p.213

“30 cm 급 반사경 경량화 최적 설계”, 김봉호(청주대, KIRSS), 이종웅(청주대), 문일권, 양호순, 김학용, 이윤우

(KRISS) ·································································································································································· p.214 ~ p.223

제21권 6호 2010년 12월 25일 발간

“레이저 가공 산란패턴의 유형에 따른 도광판의 휘도 및 균일도 향상에 관한 전산모사”, 박소희, 이승석, 마혜준, 

최은서, 신용진(조선대) ···································································································································· p.225 ~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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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복굴절 특성을 가지는 광자결정 광섬유를 이용한 스트레인, 구부림 및 온도 특성”, 엄성훈, 김길환, 황규진, 

마경식, 이관일(KIST), 정제명(한양대), 이상배(KIST) ·················································································· p.230 ~ p.234

“새로운 구조의 큰 복 굴절을 가진 광자결정 광섬유의 제작에 관한 연구”, 마경식, 김길환, 황규진, 엄성훈, 이관일

(KIST), 정제명(한양대), 이상배(KIST) ············································································································ p.235 ~ p.240

“전기장이 적용된 노광후굽기 공정에 의한 고종횡비 근접장 광 리소그래피”, 김 석, 장진희, 김용우, 정호원, 한재

원(연세대) ···························································································································································· p.241 ~ p.246

“에지형 Back Light Unit의 휘도와 균일도 향상을 위한 복합도 광판 최적화”, 오세원, 김 남(충북대), 김은석(㈜은성

디스플레이), 안준원(㈜엘엠에스) ··················································································································· p.247 ~ p.253

“렌즈형 광섬유를 이용하여 펄스형 반도체 레이저 Beam Shaping 및 증폭 기술 연구”, 권오장, 김륜경, 심영보, 

한영근(한양대) ··················································································································································· p.254 ~ p.258

제22권 1호 2011년 2월 25일 발간

“폴리머 장주기 패턴을 이용한 표면 식각된 격자 구조 기반의 장주기 광섬유 격자”, 박상오, 권오장, 한영근(한양

대) ··················································································································································································· p.1 ~ p.4

“입사광의 크기 조절을 통한 경사굴절률 플라스틱 광섬유의 수치구경 측정기법”, 김대규, 김보람, 박승한(연세대), 

이병학(육군사관학교) ················································································································································ p.5 ~ p.9

“광 스캐닝 홀로그램 현미경에서 부분 영역 해석을 통한 자동 초점”, 김유석, 김태근(세종대) ·············· p.10 ~ p.15

“칼날 주사방식을 이용한 중적외선 렌즈의 변조전달함수 측정 장치”, 송세용, 조재흥(한남대), 홍성목, 이회윤, 

이윤우(KRISS) ························································································································································· p.16 ~ p.22

“반사형 쌍안정 카이랄 스플레이 네마틱 액정표시소자”, 김태형, 이중하, 신정국, 장지향, 김정수, 윤태훈, 김재

창(부산대), 전철규, 권순범(호서대) ···················································································································· p.23 ~ p.29

“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을 이용한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김현석, D. Tserendolgor, 김대석(전북대), 이형철, 김수현

(한국과학기술원) ···················································································································································· p.30 ~ p.34

“1550 nm InGaAsP LD 광송신회로의 PSPICE 모델 및 광변조 특성 해석”, 구유림, 김종대, 이종창(홍익대) ·············

···················································································································································································· p.35 ~ p.39

“삼중 결합 링 공진기 필터의 설계 및 제작”, 이영식, 정영철(광운대) ························································· p.40 ~ p.45

“레버 증폭 구조의 플렉서를 이용한 공초점 현미경의 개발”, 이상원, 김위한(경북대), 정영대(한국연구재단), 박민

규(영남이공대학), 김지현(경북대), 이상인(㈜원일파템), 이 호(경북대) ···················································· p.46 ~ p.52

“LED 광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한 상부 층 특성 고찰”, 최철현, 이동진, 임해동, 김보순, 성준호, 이민우, 오범환(인하

대) ·············································································································································································· p.53 ~ p.57

“적외선 점광원 탐지장비의 최소탐지조도 측정 및 활용”, 김현숙, 양유경, 박용찬(국방과학연구소) ·· p.58 ~ p.63

제22권 2호 2011년 4월 25일 발간

“UV광 측정용 아조벤젠 코팅된 FBG의 열적 효과 제거 및 파장 의존성에 대한 연구”, 최동석, 김현경, 안태정(조선

대) ··············································································································································································· p.67 ~ p.71

“광섬유 브라그 격자를 이용한 퓨리어 영역 광 결맞음 단층 촬영에서의 파수영역 선형화”, 이병창, 전민용(충남대), 

엄태중(GIST) ··························································································································································· p.72 ~ p.76

“최소 부피 광음향 셀의 광음향 신호 재현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경석, 이규승, 안홍규, 이응장, 김대규, 박승한 

(연세대) ····································································································································································· p.77 ~ p.82

“광선추적법 기반의 적분구 분석 시뮬레이터에서 OpenMP 지시어를 이용한 속도 향상 및 몬테카를로 방법의 무

“Laser Scanning Unit을 위한 8빔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이원규, 박창용, 문종철, 유대혁(KRISS) ·· p.111 ~ p.117

“COB LED 램프 패키징 방열 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홍대운, 이성재(충남대) ······························ p.118 ~ p.122

“초공진기를 이용한 노란색 레이저의 선 폭 축소 및 초공진기의 예리도 측정”, 이원규, 박창용, 박상언, 유한영, 

유대혁, 문종철, 서호성(KRISS) ························································································································ p.123 ~ p.128

제21권 4호 2010년 8월 25일 발간

“적외선 복사온도계의 복사원 크기효과 및 자기복사효과”, 유용심, 김봉학, 박철웅, 박승남(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133 ~ p.138

“고농도로 도핑된 Bismuth 기반 어븀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론적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 신재현, 정민

완, 이주한(서울시립대) ······································································································································ p.139 ~ p.145

“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 신상훈(AP & Tec.),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 p.146 ~ p.150

“비대칭 오차요인이 있는 편심 광학계에서의 종수차 계산”, 류재명(삼성전자), 조재흥(한남대), 강건모(삼성전자), 

이해진(삼성전자), 요네야마 슈지(삼성전자) ·································································································· p.151 ~ p.160

“비균일 단축 이방성 매질을 투과하는 빛의 편광상태 변화 표현”, 류장위(아주대), 김상열(아주대), 김용기(삼성

전자) ······································································································································································ p.161 ~ p.167

“편광회전 반사간섭계를 이용한 광전류센서”, 장지향, 추우성, 김 훈, 서준규, 김경조, 김준휘, 오민철(부산대) ·········

················································································································································································· p.168 ~ p.174

“박막형 에탈론 기반의 투과형 컬러필터”, 윤여택, 이상신(광운대) ··························································· p.175 ~ p.178

제21권 5호 2010년 10월 25일 발간

“파장 가변 및 스위칭이 가능한 쌍파장 어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박상오, 심영보, 윤민석, 추수호, 김현주, 권오장, 

한영근(한양대) ····················································································································································· p.181 ~ p.184

“단일 주파수로 발진하는 파장 가변 어븀 첨가 광섬유 링 레이저”, 김륜경, 추수호, 한영근(한양대) · p.185 ~ p.189

“폴리머 코팅된 측면 연마 단주기 격자 기반 외부 굴절률 및 온도 동시 측정 센서연구”, 김현주, 전나람, 한영근 

(한양대), 이상배(KIST) ········································································································································ p.190 ~ p.194

“광자결정 광섬유기반 광신호 분배기 개발”, 윤민석(한양대), 이상배(KIST), 한영근(한양대) ·············· p.195 ~ p.199

“저손실 융착접속을 이용한 광자결정 광섬유 간섭계”, 안진수, 김길환, 이관일, 이상배(KIST), 이경식(성균관대) ·····

··············································································································································································· p.200 ~ p.205

“시간영역 광 간섭 단층촬영 시스템의 소형 엔도스코프 제작 및 영상구현”, 김영관, 이성헌, 김용평(경희대) ············

················································································································································································ p.206 ~ p.213

“30 cm 급 반사경 경량화 최적 설계”, 김봉호(청주대, KIRSS), 이종웅(청주대), 문일권, 양호순, 김학용, 이윤우

(KRISS) ·································································································································································· p.214 ~ p.223

제21권 6호 2010년 12월 25일 발간

“레이저 가공 산란패턴의 유형에 따른 도광판의 휘도 및 균일도 향상에 관한 전산모사”, 박소희, 이승석, 마혜준, 

최은서, 신용진(조선대) ···································································································································· p.225 ~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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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 공차를 갖는 교환렌즈용 줌 렌즈의 핀트 조정법과 통계적 해석”, 류재명(㈜삼성전자), 조재흥(한남대), 

강건모, 이해진, 요네야마 슈지(㈜삼성전자) ································································································· p.230 ~ p.238

“LCD 디스플레이용 색채계 렌즈에 관한 비결상 광학설계”, 임천석(한남대) ········································· p.239 ~ p.244

제22권 6호 2011년 12월 25일 발간

“LCD 백라이트용 렌티큘라 렌즈필름의 광구조 최적화에 관한 연구”, 서재석, 고재현(한림대) ········· p.247 ~ p.255

“폴리머 결합 링 공진기 기반 가변 광신호 지연기의 설계 및 제작”, 권오상, 김재성, 정영철(광운대) ·························

················································································································································································ p.256 ~ p.261

“MIRIS EOC 주경의 광기계 해석”, 박귀종, 문봉곤, 박성준, 박영식, 이대희, 이창희, 나자경, 정웅섭, 표정현(한국천

문연구원), 이덕행(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남욱원(한국천문연구원), 이승우(한국항공우주연

구원), 양순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원용(한국천문연구원) ·························································· p.262 ~ p.268

“유전체 판과 금속 나노선 사이에 구속된 표면 플라즈몬 모드”, 한철웅, 오차환, 송석호(한양대) · p.269 ~ p.275

“1.5 ㎛ 통신파장대역 진동수 얽힘 광자쌍의 양자간섭”, 김헌오, 김용수(울산대), 윤천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석

범(SK텔레콤) ····················································································································································· p.276 ~ p.282

“수증기의 연직 분포 측정을 위한 라만 라이다 장치의 개발 및 GNSS, MWR 장비와 상호 비교연구”, 박선호, 김덕

현(한밭대), 김용기, 윤문상(공주대), 정해두(한밭대) ·················································································· p.283 ~ p.290

제23권 1호 2012년 2월 25일 발간

“주요면의 만곡에 따른 비근축 회절에 대한 연구”, 이종웅(청주대) ··································································· p.1 ~ p.5

“반도체광증폭기로 전송거리 확장된 2.5 Gb/s TDM-PON에서 버스트 효과에 의한 신호왜곡 분석”, 최보훈(동아

대), 이상수(ETRI) ························································································································································ p.6 ~ p.11

“근거리 광연결용 미러 내장형 연성 광도파로 필름”, 안종배, 이우진, 황성환, 김계원, 김명진, 정은주, 노병섭(한국

광기술원) ··································································································································································· p.12 ~ p.16

“등가렌즈의 해석적인 변환방법에 대한 연구”, 이종웅(청주대) ····································································· p.17 ~ p.22

“다채널 동시측정을 적용한 호모다인 주파수영역 확산 광 이미징 시스템의 구현”,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 p.23 ~ p.31

“집적영상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최적 입체감에 관한 분석”, 최희진(세종대) ··········································· p.32 ~ p.35

“표면 플라즈몬-폴라리톤의 외부-전반사에 의해 도파되는 나노 크기 모드의 특성”, 설강희, 송석호(한양대) ··········

····················································································································································································· p.36 ~ p.41

“편광 또는 무편광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성층 및 주입 잠금 동작 특성 모델링”, 정영철(광운대), 이종

창(홍익대), 조호성(㈜엘디스) ································································································································ p.42 ~ p.51

제23권 2호 2012년 4월 25일 발간

“광생물 반응기를 위한 도광판 설계 및 제작”, 박기찬, 김 훈, 신성선(조선대), 신현길(㈜ 티엔아이), 김종태, 정상화, 

박종락(조선대) ························································································································································ p.55 ~ p.63

“GaN계 청색 발광 다이오드에서 저전류 스트레스 후의 광 및 전기적 특성 변화”, 김서희, 윤주선, 신동수, 심종인

(한양대) ··································································································································································· p.64 ~ p.70

작위성 보장”, 김승용, 김대찬,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 p.83 ~ p.89

“ITO 박막이 증착된 편광판을 기판으로 하는 액정 셀의 제작”, 진혜정, 김기한, 박경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손필국(경희대) ························································································································································ p.90 ~ p.95

“마이크로 칩 Yb:YAG 레이저의 동작 및 열적 특성”, 문희종(세종대), 홍성기, 임창환(KAERI) ············· p.96 ~ p.101

“부 모드 억제율이 향상된 소형 이중 링 공진 반사기 기반 하이브리드 집적 파장 가변 레이저”, 권오상, 정영철 

(광운대) ································································································································································· p.102 ~ p.107

“복소차분도표를 이용한 단일경계 표면플라즈몬 모드 이해”, 이동진, 이승걸, 오범환(인하대) ··········· p.108 ~ p.113

제22권 3호 2011년 6월 25일 발간

“도파로공진을 이용한 슬롯도파로 포화흡수체 반사기”, 김명환, 김상인(아주대) ···································· p.117 ~ p.121

“파장분할 다중화 수동광 네트워크에서 적용된 반사형 반도체 증폭기 기반의 광역선폭 광원의 광필터 특성 의

존성”, 최보훈(동아대) ······································································································································· p.122 ~ p.128

“수정된 화인 맵을 이용한 2-파장 홀로그래피와 잡음 제거 연구”, 유영훈(제주대) ······························· p.129 ~ p.133

“Lock-In 증폭기를 채용한 주파수영역 확산 광단층촬영 시스템”,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p.134 ~ p.140

“LED 램프 패키지 설계를 위한 기본 지침”, 육지현, 이성재(충남대), 홍대운(삼성LED) ····················· p.141 ~ p.150

“반사형 장거리 정밀 변위 감지기용 광학계 설계 및 측정”, 임재인, 김승환, 이승훈, 정해원, 이민희(인하대), 김성환

(한진데이타), 김경헌(인하대) ···························································································································· p.151 ~ p.158

제22권 4호 2011년 8월 25일 발간

“편심측정 결과가 반영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외선 광학계 조립정렬 공차 할당 기법”, 유재은(국방

과학연구소) ··························································································································································· p.161 ~ p.169

“반투명 기층에 의한 후면반사를 고려한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측정 및 분석”, 서영진, 박상욱(아주대), 양성모 

(㈜엘립소테크놀러지), 김상열(아주대) ············································································································ p.170 ~ p.178

“폴리머 광도파로 브래그 격자 기반의 근적외선 레이저”, 김경조, 손남선, 김준휘, 오민철(부산대) ··· p.179 ~ p.183

“과학기술위성 3호 소형영상분광기 발사모델 환경시험 결과”, 이상준, 김정현, 이준호, 이치원(공주대), 장태성, 

강경인(한국과학기술원) ···································································································································· p.184 ~ p.190

“MBS 방법으로 제작한 집적형 Triplexer의 광학 설계”, 윤현재(광주대), 김종혁(㈜휴먼라이트) ········· p.191 ~ p.197

“생체분자와 필드의 동시국소화를 통한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향상 연구”, 이원주, 오영진, 김동현(연세대) ···············

················································································································································································ p.198 ~ p.203

제22권 5호 2011년 10월 25일 발간

“몬테카를로 분석 방법을 이용한 AWG의 위상 오차 측정”, 고춘수, 오용호, 임성우(원광대) ·············· p.207 ~ p.213

“자체 홀로그램을 기준홀로그램으로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 신상훈(AP & Tec.), 조형준(제주대), 정원기

(전주대), 김두철, 유영훈(제주대) ····················································································································· p.214 ~ p.218

“반응성 메조겐을 이용한 폴리머 광도파로 편광 변환기”, 도현수, 추우성, 오민철(부산대) ················· p.219 ~ p.222

“주파수 상향변환 검출기를 이용한 1.5 ㎛ 통신파장대역의 단일광자 측정”, 김헌오(울산대), 윤천주(ETRI), 조석범

(SK텔레콤), 김용수(울산대) ····························································································································· p.223 ~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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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 공차를 갖는 교환렌즈용 줌 렌즈의 핀트 조정법과 통계적 해석”, 류재명(㈜삼성전자), 조재흥(한남대), 

강건모, 이해진, 요네야마 슈지(㈜삼성전자) ································································································· p.230 ~ p.238

“LCD 디스플레이용 색채계 렌즈에 관한 비결상 광학설계”, 임천석(한남대) ········································· p.239 ~ p.244

제22권 6호 2011년 12월 25일 발간

“LCD 백라이트용 렌티큘라 렌즈필름의 광구조 최적화에 관한 연구”, 서재석, 고재현(한림대) ········· p.247 ~ p.255

“폴리머 결합 링 공진기 기반 가변 광신호 지연기의 설계 및 제작”, 권오상, 김재성, 정영철(광운대) ·························

················································································································································································ p.256 ~ p.261

“MIRIS EOC 주경의 광기계 해석”, 박귀종, 문봉곤, 박성준, 박영식, 이대희, 이창희, 나자경, 정웅섭, 표정현(한국천

문연구원), 이덕행(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남욱원(한국천문연구원), 이승우(한국항공우주연

구원), 양순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원용(한국천문연구원) ·························································· p.262 ~ p.268

“유전체 판과 금속 나노선 사이에 구속된 표면 플라즈몬 모드”, 한철웅, 오차환, 송석호(한양대) · p.269 ~ p.275

“1.5 ㎛ 통신파장대역 진동수 얽힘 광자쌍의 양자간섭”, 김헌오, 김용수(울산대), 윤천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석

범(SK텔레콤) ····················································································································································· p.276 ~ p.282

“수증기의 연직 분포 측정을 위한 라만 라이다 장치의 개발 및 GNSS, MWR 장비와 상호 비교연구”, 박선호, 김덕

현(한밭대), 김용기, 윤문상(공주대), 정해두(한밭대) ·················································································· p.283 ~ p.290

제23권 1호 2012년 2월 25일 발간

“주요면의 만곡에 따른 비근축 회절에 대한 연구”, 이종웅(청주대) ··································································· p.1 ~ p.5

“반도체광증폭기로 전송거리 확장된 2.5 Gb/s TDM-PON에서 버스트 효과에 의한 신호왜곡 분석”, 최보훈(동아

대), 이상수(ETRI) ························································································································································ p.6 ~ p.11

“근거리 광연결용 미러 내장형 연성 광도파로 필름”, 안종배, 이우진, 황성환, 김계원, 김명진, 정은주, 노병섭(한국

광기술원) ··································································································································································· p.12 ~ p.16

“등가렌즈의 해석적인 변환방법에 대한 연구”, 이종웅(청주대) ····································································· p.17 ~ p.22

“다채널 동시측정을 적용한 호모다인 주파수영역 확산 광 이미징 시스템의 구현”,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 p.23 ~ p.31

“집적영상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최적 입체감에 관한 분석”, 최희진(세종대) ··········································· p.32 ~ p.35

“표면 플라즈몬-폴라리톤의 외부-전반사에 의해 도파되는 나노 크기 모드의 특성”, 설강희, 송석호(한양대) ··········

····················································································································································································· p.36 ~ p.41

“편광 또는 무편광 패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성층 및 주입 잠금 동작 특성 모델링”, 정영철(광운대), 이종

창(홍익대), 조호성(㈜엘디스) ································································································································ p.42 ~ p.51

제23권 2호 2012년 4월 25일 발간

“광생물 반응기를 위한 도광판 설계 및 제작”, 박기찬, 김 훈, 신성선(조선대), 신현길(㈜ 티엔아이), 김종태, 정상화, 

박종락(조선대) ························································································································································ p.55 ~ p.63

“GaN계 청색 발광 다이오드에서 저전류 스트레스 후의 광 및 전기적 특성 변화”, 김서희, 윤주선, 신동수, 심종인

(한양대) ··································································································································································· p.64 ~ p.70

작위성 보장”, 김승용, 김대찬, 오범환, 박세근, 이일항, 이승걸(인하대) ··················································· p.83 ~ p.89

“ITO 박막이 증착된 편광판을 기판으로 하는 액정 셀의 제작”, 진혜정, 김기한, 박경호, 김재창, 윤태훈(부산대), 

손필국(경희대) ························································································································································ p.90 ~ p.95

“마이크로 칩 Yb:YAG 레이저의 동작 및 열적 특성”, 문희종(세종대), 홍성기, 임창환(KAERI) ············· p.96 ~ p.101

“부 모드 억제율이 향상된 소형 이중 링 공진 반사기 기반 하이브리드 집적 파장 가변 레이저”, 권오상, 정영철 

(광운대) ································································································································································· p.102 ~ p.107

“복소차분도표를 이용한 단일경계 표면플라즈몬 모드 이해”, 이동진, 이승걸, 오범환(인하대) ··········· p.108 ~ p.113

제22권 3호 2011년 6월 25일 발간

“도파로공진을 이용한 슬롯도파로 포화흡수체 반사기”, 김명환, 김상인(아주대) ···································· p.117 ~ p.121

“파장분할 다중화 수동광 네트워크에서 적용된 반사형 반도체 증폭기 기반의 광역선폭 광원의 광필터 특성 의

존성”, 최보훈(동아대) ······································································································································· p.122 ~ p.128

“수정된 화인 맵을 이용한 2-파장 홀로그래피와 잡음 제거 연구”, 유영훈(제주대) ······························· p.129 ~ p.133

“Lock-In 증폭기를 채용한 주파수영역 확산 광단층촬영 시스템”, 전영식, 백운식(경희대) ············· p.134 ~ p.140

“LED 램프 패키지 설계를 위한 기본 지침”, 육지현, 이성재(충남대), 홍대운(삼성LED) ····················· p.141 ~ p.150

“반사형 장거리 정밀 변위 감지기용 광학계 설계 및 측정”, 임재인, 김승환, 이승훈, 정해원, 이민희(인하대), 김성환

(한진데이타), 김경헌(인하대) ···························································································································· p.151 ~ p.158

제22권 4호 2011년 8월 25일 발간

“편심측정 결과가 반영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외선 광학계 조립정렬 공차 할당 기법”, 유재은(국방

과학연구소) ··························································································································································· p.161 ~ p.169

“반투명 기층에 의한 후면반사를 고려한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측정 및 분석”, 서영진, 박상욱(아주대), 양성모 

(㈜엘립소테크놀러지), 김상열(아주대) ············································································································ p.170 ~ p.178

“폴리머 광도파로 브래그 격자 기반의 근적외선 레이저”, 김경조, 손남선, 김준휘, 오민철(부산대) ··· p.179 ~ p.183

“과학기술위성 3호 소형영상분광기 발사모델 환경시험 결과”, 이상준, 김정현, 이준호, 이치원(공주대), 장태성, 

강경인(한국과학기술원) ···································································································································· p.184 ~ p.190

“MBS 방법으로 제작한 집적형 Triplexer의 광학 설계”, 윤현재(광주대), 김종혁(㈜휴먼라이트) ········· p.191 ~ p.197

“생체분자와 필드의 동시국소화를 통한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향상 연구”, 이원주, 오영진, 김동현(연세대) ···············

················································································································································································ p.198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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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어레이를 이용한 슈퍼 멀티-뷰 3D 디스플레이”, 변진아,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기철, 뭉흐오츠럴

에덴바트, 김종재, 김 남(충북대), 박재형(인하대)  ··························································································· p.21 ~ p.28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두 개의 회전하는 사분파장판으로 구성된 타원편광분석기에 서의 체계적인 오차 보정”, 

김덕현, 정해두, 김봉진(한밭대)  ·························································································································  p.29 ~ p.37

“이터븀 첨가 능동형 Q-스위칭 광섬유 레이저에서 Q-스위치 상승 시간이 출력 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적 분석”, 전진우, 이준수, 이주한(서울시립대) ································································································· p.58 ~ p.63

“황색 형광체의 종류에 따른 백색 LED 광원의 발광 특성 분석”, 최현우, 고재현(한림대) ······················· p.64 ~ p.70

“형광상관분광법을 이용한 광세기에 따른 유효 초점 부피 변화에 대한 연구”, 정찬배, 이재란, 김석원(울산대학교) 

·····················································································································································································  p.71 ~ p.76

“개선된 투과형 타원계를 사용한 러빙된 Polyimide 배향막의 초미세 위상지연 정밀측정”, 염경훈(아주대), 박상욱

(㈜엘립소테크놀러지), 양성모, 윤희규, 김상열(아주대)  ················································································· p.77 ~ p.85

“근접장-분자반응 간의 중첩을 이용한 표면 플라스몬 공명 센서 감도 평가에 관한 연구”, 류연수, 손태황, 김동현

(연세대)  ···································································································································································· p.86 ~ p.91

“결맞음길이보다 두꺼운 두 개의 막에 덮여있는 시료의 타원식”, 김상열(아주대)  ································  p.92 ~ p.98

제24권 3호 2013년 6월 25일 발간

“대구경 비구면 광학기술과 응용”, 이윤우, 문일권, 김학용, 양호순(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11 ~ p.119

“불규칙 렌즈 배열을 통과한 영상을 이용한 2차원 물체의 수치적 복원”, 홍성인, 김남(충북대), 박재형(인하대)  ···

················································································································································································  p.120 ~ p.124

“무한물점용 줌 렌즈 광학계의 줌 궤적에 대한 해석적 계산법”, 오정효(한남대), 류재명(국립금오공대), 조재흥 

(한남대)  ································································································································································  p.125 ~ p.134

“온도 변화에 따른 YAG 및 Silicate형광체 기반 백색 LED의 광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최현우, 고재현(한림대) ·· 

·················································································································································································  p.135 ~ p.142

“그래핀의 대면적 이미지 특성 분석”, 권강혁, 김나영(삼성테크윈), Robin W. Havener(Cornell University), 원동

관, 조승민(삼성테크윈), 박지웅(Cornell University)  ···················································································  p.143 ~ p.147

제24권 4호 2013년 8월 25일 발간

“액정의 비등방 물성 및 광학 특성”, 유창재(한양대), 이신두(서울대)  ····················································  p.159 ~ p.167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액정 모드”, 김정욱, 윤태훈(부산대)  ································································  p.168 ~ p.175

“Geiger Mode로 동작하는 3차원 LADAR 광수신기 개발”, 최순규, 신정환(㈜삼성탈레스), 강상구, 홍정호(㈜아이

쓰리시스템), 권용준, 강응철, 이창재(국방과학연구소)  ··············································································  p.176 ~ p.183

“멀티모드 광네트워크용 폴리머기반 대구경 광분배기”, 안종배, 이우진, 황성환, 김계원, 김명진, 정은주(한국광기

술원), 문종하, 김진혁(전남대), 노병섭(한국광기술원)  ··············································································· p.184 ~ p.188

“회절광학을 이용한 적외선 광학계 설계 및 BSP를 이용한 성능 평가분석”, 공현배(㈜LIG 넥스원), 조두진(아주

대)  ·········································································································································································· p.189 ~ p.195

“차세대 자동차 광네트워크 MOST1000 용 광트랜시버 모듈”, 김계원, 황성환, 이우진, 김명진, 정은주, 안종배, 

노병섭(한국광기술원), 김진혁, 문종하(전남대)  ·························································································· p.196 ~ p.200

제24권 5호 2013년 10월 25일 발간

“중집광형 태양광 집광장치 용 선형 프레넬 렌즈의 최적화설계연구”, 송제헌, 유진희, 이준호(공주대), 장원근, 

이동길(한국광기술원)  ········································································································································  p.213 ~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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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를 코팅한 준등방성 적층판에 대한 열변형 수치해석”, 김경표(대한항공항공기술연구원)  ······  p.207 ~ p.215

“UV 기반 백색 LED용 청색 형광체의 발광특성 및 백색 LED 제조”, 정형식, 박성우, 김종수(부경대), 김태훈(루미

마이크로㈜)  ························································································································································  p.216 ~ p.220

“과산화수소 적용 TIM의 LED 패키지 열특성 개선효과”, 최봉만, 홍성훈, 정용범, 김기보, 이승걸, 박세근, 오범환

(인하대)  ·······························································································································································  p.221 ~ p.224

제25권 5호 2014년 10월 25일 발간

“1차원적 단순배열구조 재귀반사체의 반사출력광 특성 및 응용”, 정용범, 홍성훈, 이승걸, 오범환(인하대)  ············  

···············································································································································································  p.239 ~ p.244

“장거리 화염 탐지용 적외선 카메라 성능 광선추적 수치모사”, 윤지연(LIG넥스원), 류동옥, 김상민, 성세현, 윤웅

섭, 김석환(연세대), 김지은(국방과학연구소) ······························································································  p.245 ~ p.253

“이격 형광체 구조가 적용된 백색 LED 광원의 온도변화에 따른 발광 특성 분석”, 최민혁, 이헌재, 고재현(한림

대)  ·········································································································································································  p.254 ~ p.261

“타원편광 분석기에서 정렬오차와 사분파장판의 지연오차로 인한 뮬러 매트릭스 오차 분석”, 정해두, 김덕현 

(한밭대)  ·······························································································································································  p.262 ~ p.272

“형상이차미분을 이용한 자유곡면 형상복원법”, 김병창(경남대), 김대욱(The University of Arizona), 김건희(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p.273 ~ p.278

“메타물질 및 VO2 박막 기반의 전기적 제어 가능한 테라헤르츠파 변조기”, 류한철(삼육대)  ·········· p.279 ~ p.285

제25권 6호 2014년 12월 25일 발간

“Fringe-Field Switching(FFS) 액정 소자의 전기광학 특성, 응용 현황 및 향후 이슈”, 임영진, 김대형, 김진현, 

이승희(전북대), 김용해(ETRI), 안선홍(삼성디스플레이)  ···········································································  p.301 ~ p.310

“헬리컬 핀 구조를 가진 LED 조명용 히트싱크의 열 특성”, 김영훈, 임해동, 오범환(인하대)  ············ p.311 ~ p.314

“메탈할라이드와 엘이디 오징어 집어등의 겸용시 배치조건에 따른 수중조도분포 비교분석”, 정미숙, 이기대, 고재

석(한국산업기술대), 배재현(국립수산과학원)  ·····························································································  p.315 ~ p.325

“액체와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한 광학부품의 굴절률 분포 측정”, 신상훈(KPS), 유영훈(제주대) ·· p.326 ~ p.333

“소형 텔레센트릭 카메라 광학계의 재귀반사 측정 방법 연구 및 측정 장치 개발”, 여태운, 카라식 발레리(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공과대학교), 김영일(한국산업기술대)  ··············································································  p.334 ~ p.339

“금 증착 측면연마 광섬유를 이용한 1.93 ㎛ 모드잠금 펨토초 전광섬유 MOPA 레이저”, 정민완, 구준회, 이주한 

(서울시립대)  ······················································································································································  p.340 ~ p.345

제26권 1호 2015년 2월 25일 발간

“심혈관 OCT의 임상적 응용”, 하진용(세종대), 김중선, 홍명기(연세대)  ························································  p.1 ~ p.8

“타원편광 라이다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에어로졸과 구름의 특성 측정”, 김덕현, 정해두(한밭대), 세르게이 볼코브

(러시아 과학원) ·························································································································································  p.9 ~ p.16

“사각면 코너 큐브 재귀 반사체의 반사출력광 특성 및 응용”, 정용범, 김영훈, 오범환(인하대)  ··········  p.17 ~ p.22

“수술현미경에서의 다중형광영상을 이용한 뇌종양과 혈관영상 검출 시스템 연구”, 이현민, 김홍래, 윤웅배, 김영

재, 김광기, 김석기, 유 헌, 이승훈(국립암센터), 신민선(㈜바이오넷), 권기철(충북대)  ···························  p.23 ~ p.29

“대형 립 폴리머 광도파로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두 파장 레이저”, 성치훈, 김준휘(부산대), 신진수(한국과학기술

원), 오민철(부산대)  ···············································································································································  p.38 ~ p.43

“평판 도파로에서의 체렌코프 펌프 형태에 의한 광 매개증폭”, 서정식(구미대) ·····································  p.44 ~ p.49

제25권 2호 2014년 4월 25일 발간

“다면체 거울 스캐닝 파장 필터를 이용한 파장 훑음 레이저의 출력 특성”, 고명옥, 전민용(충남대), 김남제, 한상

필, 박경현(ETRI), 이봉완(㈜파이버프로)  ··········································································································· p.61 ~ p.66

“고속 내시경적 OFDI 시스템 개발과 이를 이용한 3차원 생체 혈관 내부 이미징”, 조한샘, 장선주, 오왕열(한국과

학기술원)  ·································································································································································  p.67 ~ p.71

“초소형의 광섬유 결합형 테라헤르츠 모듈을 이용한 시간영역에서의 분광 및 이미징”, 윤영종, 김남제(ETRI), 

류한철(삼육대), 문기원, 신준환, 한상필, 박경현(ETRI)  ················································································· p.72 ~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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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경북대)  ····················································································································································· p.200 ~ p.206

6043부•부록 605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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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증착 측면연마 광섬유를 이용한 1.93 ㎛ 모드잠금 펨토초 전광섬유 MOPA 레이저”, 정민완, 구준회,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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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전대역의 색수차보정을 위한 광학유리의 선정과 이를 적용한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 유승문, 정미

숙(한국산업기술대)  ············································································································································ p.217 ~ p.225

“대화면 액정 화상 투영기용 다층 배열 엘이디 광원 및 조명광학계 설계”, 김현희, 한동진, 김진승(전북대)  ··········  

················································································································································································ p.226 ~ p.232

제26권 5호 2015년 10월 25일 발간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 김유석, 김태근(세종대) ··························  

···············································································································································································  p.249 ~ p.254

“광음향효과를 이용한 게르마늄 나노구조 기반의 초음파 발생 소자 연구”, 윤상혁, 허준석(아주대)  ························  

···············································································································································································  p.255 ~ p.260

“인쇄회로기판 감광층 보호필름의 레이저 유도 박리”, 민형석, 허준연, 이지영, 이명규(연세대)  ···  p.261 ~ p.264

“Graphene을 첨가하여 스크린 프린팅으로 제작한 ZnS:Cu, Al 무기 전계발광 소자의 광특성”, 조성호, 이상남 

(부경대)  ······························································································································································  p.265 ~ p.268

“광 HDMI 인터페이스용 2채널 광송신기 광학 설계”, 윤현재(광주대), 강현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p.269 ~ p.274

“단축 이방성 박막들이 코팅된 시료의 타원식”, 김상열(아주대)  ···························································· p.275 ~ p.282

제26권 6호 2015년 12월 25일 발간

“눈의 구면수차 제거를 위한 비구면 렌즈 설계 기법 연구”, 김지성, 김동민, 진종현(용인고), 김영철(을지대)  ········

···············································································································································································  p.299 ~ p.305

“폴리머 도파로 브라그 격자를 이용한 단일 파장 가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최병권, 변종현, 전민용

(충남대), 서준규, 이학규(㈜켐옵틱스)  ············································································································ p.306 ~ p.311

“반도체 포화 흡수체 반사경에 의해 모드 잠금된 Yb:YAG 레이저 출력의 공진기 모드 크기에 대한 의존성 연구”, 

김현철, 임한범, 채동원, 김현수(조선대) ········································································································  p.312 ~ p.317

“Using Pulse-Front Tilt to Measure Laser Pulses Less Than 100 Picoseconds in Duration”, Hoon 

Jeong(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p.318 ~ p.321

제 27권 1호 2016년 2월 25일 발간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의 현황 및 전망, 권영철ㆍ박경윤ㆍ이동열ㆍ장한별ㆍ이승종ㆍ루이스 알론소 바즈게

즈 주니가(서울대)ㆍ이용수ㆍ김동환ㆍ김현태(두산 DST)ㆍ정윤찬(서울대) ············································  p.1 ~ p.17

섬광의 적외선 특성 연구, 임상연ㆍ박승만(호서대)  ·············································································· p.18 ~ p.24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광학구조설계, 문희준ㆍ임천석(한남대)  ··································  p.25 ~ p.31

파장과 온도변화에 안정한 레이저 주사광학계 설계, 김다애ㆍ이종웅(청주대)  ································  p.32 ~ p.40

LED Array의 반사영상에 의한 경면체의 3차원 형상 측정, 김지홍(부경대)  ······································ p.41 ~ p.46

 

“섬광의 복사온도 측정 장치의 설계 및 제작”, 진정호, 한승오, 박승만(호서대), 양희원(한화종합연구소)  ···············  

····················································································································································································  p.30 ~ p.37

“반사도 가변형 출력경을 갖는 긴 공진기형 선편광 Yb:YAG 레이저의 출력 특성 연구”, 김현철, 임한범, 김현수 

(조선대)  ···································································································································································  p.38 ~ p.43

“로봇파노라마헤드와 스티칭 기법을 활용한 기가픽셀 이미지의 생성과 기가픽셀카메라 기술”, 최연찬, 문희준, 

김동영, 류재윤, 신예랑, 임천석(한남대) ···········································································································  p.44 ~ p.53

제26권 2호 2015년 4월 25일 발간

“기상관측용 투과형 시정계의 국제단위계에 소급하는 교정”, 박성종, 이동훈, 김용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p.73 ~ p.82

“광반응 재료가 코팅된 단주기 광섬유격자 기반 자외선센서의 광민감도 향상 연구”,김우영, 김찬영, 김현경, 안태정

(조선대)  ···································································································································································  p.83 ~ p.87

“중심 구멍이 있는 구면거울과 평면거울을 이용한 가시광용 반사굴절식 전방위 광학계”, 서현진, 조재흥(한남대)  

····················································································································································································  p.88 ~ p.97

“광음향 분광을 이용한 고체레이저의 방사양자효율 측정”, 김병태(청주대)  ··········································  p.98 ~ p.102

“빔가르개에서 반사광과 투과광 사이의 위상 관계 고찰 및 간섭계 적용”, 손병우, 최희주, 박주은, 차명식(부산대)  

················································································································································································  p.103 ~ p.109

“콜레스테릭 액정 셀에서 염료를 이용한 Color Shift 제거”, 박준희, 오승원, 윤태훈(부산대)  ···········  p.110 ~ p.114

“두개의 단축이방성 박막이 있는 다층박막 시료의 타원식”, 김상열(아주대)  ·······································  p.115 ~ p.120

제26권 3호 2015년 6월 25일 발간

“유전체 다층 거울이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광효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광학 시뮬레이션 연구”, 이성준,  

고재현(한림대)  ···················································································································································· p.139 ~ p.146

“액체와 2 파장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한 다초점 렌즈 양면 프로파일 동시측정”, 신상훈(KPS), 유영훈(제주대)  ····  

·················································································································································································  p.147 ~ p.154

“연안 원격탐사를 위한 비축 삼반사경 설계와 성능 분석”, 오은송, 박영제, 최종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혁모, 

김석환(연세대), 현상원, 김건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p.155 ~ p.161

“적외선 광학계용 MTF 측정장치 개발”, 손병호, 양호순(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이화윤, 송재봉(한국표준과학연구

원), 이윤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62 ~ p.167

“그래핀을 적용한 고출력 반도체 광원의 열특성 분석”, 지병관, 오범환(인하대)  ································· p.168 ~ p.171

제26권 4호 2015년 8월 25일 발간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가 적용된 비정형 적외선 광각 카메라”, 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옥창민(㈜토핀스)  ···········  

·················································································································································································  p.187 ~ p.194

“반사형 타원계를 이용한 러빙된 Polyimide 배향막의 초미세 광학 이방성 정밀 측정”, 이제현, 박민수, 양성모 

(아주대), 박상욱, 이민호(㈜엘립소테크놀러지), 김상열(아주대, ㈜엘립소테크놀러지)  ······················  p.195 ~ p.202

“협대역 고반사 파장 필터 구현을 위한 폴리머 광도파로 에포다이즈드 격자”, 이원준, 황광호, 오민철(부산대), 

신진수(한국과학기술원)  ··································································································································  p.203 ~ p.208

6063부•부록 607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제 27권 2호 2016년 4월 25일 발간
 

Hilbert 변환과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한 3차원 측정연구, 나실인ㆍ유영훈(제주대)  ························· p.61 ~ p.66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격자 주기에 따른 물체거리와 광원의 위치에 대한 무늬 민감도 변화, 오현

석ㆍ주윤제ㆍ조재흥(한남대)  ···················································································································· p.67 ~ p.72

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 임현철ㆍ양승진ㆍ백준혁ㆍ김

재영ㆍ장경민(조선대)ㆍ김종태(㈜동아하이텍)ㆍ정상화ㆍ박종락(조선대)  ·········································  p.73 ~ p.80

 

제 27권 3호 2016년 6월 25일 발간

첨두 출력 1.5 kW급 준연속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전민지, 정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지원(한양대학

교) 정 훈  ·················································································································································  p.95 ~ p.100

위상천이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Phase-Only CGH 계산, 김태현ㆍ김봉식ㆍ박우상(인하대학교)   p.101 ~ p.105

적응광학계용 37채널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안교훈ㆍ이혁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이준호(공주대학교)ㆍ양호순ㆍ김학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06 ~ p.114

 

 

제 27권 4호 2016년 8월 25일 발간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PLC 가변광감쇠기 특성 향상을 위한 열간섭 차단 트렌치 가공 기술,유동윤ㆍ최훈

국ㆍ손익부(광주과학기술원) ㆍ김영식ㆍ김수용ㆍ김완춘ㆍ김진봉(전남대학교, 피피아이)  ··········  p.127 ~ p.132

레이저 펄스 부호화를 이용한 원거리 고해상도 3D 스캐닝 라이다, 김건정 박용완 (영남대학교)  ························

··································································································································································  p.133 ~ p.142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3층 구조 박막의 두께 측정, 조현주(대덕대학교)ㆍ원준연ㆍ정영규ㆍ우봉주(㈜세미씨스

코)ㆍ윤준호ㆍ황보창권(인하대학교)  ··································································································· p.143 ~ p.150

 

 

제 27권 5호 2016년 10월 25일 발간
 

2-라인 레이저를 사용한 3차원 형상 복원기술 개발, 허상휴 (포미주식회사) 이충규 (조선대학교)  ·····················

··································································································································································  p.165 ~ p.173

폴리머 단일 링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 김경래1ㆍ문현승2ㆍ정영

철1 (광운대학교1, 켐옵틱스2)  ··············································································································  p.174 ~ p.180

단 방향 단일모드 발진 반도체 사각 링 공진기의 광 특성 연구, 이진웅ㆍ이정우ㆍ김영훈ㆍ현경숙 (세종대학

교)  ···························································································································································· p.181 ~ p.187

 

 

제 27권 6호 2016년 12월 25일 발간
 

무족화 첩 광섬유 격자 재구성을 위한 혼합 최적화 방법, 윤재순ㆍ임기건 (전남대)  ···················  p.203 ~ p.211

테라비트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에서 시간결정성 높은 이벤트 처리에 관한 연구, 김법중(ETRI)ㆍ류

정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조경록(충북대)  ···········································································  p.212 ~ p.217

열 우회 구조를 적용한 GaN 레이저 다이오드 패키지의 열특성 분석, 지병관ㆍ이승걸ㆍ박세근ㆍ오범환 (인하

대)  ··························································································································································  p.218 ~ p.222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규명한 정렬된 단축이방성 분자들의 질서변수와 상대 복굴절의 준선형 관계식, 김상열 

(아주대)  ·················································································································································  p.223 ~ p.228

미생물에 의한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공명주파수 변화, 박세준ㆍ안영환(아주대)  ·····················  p.229 ~ p.232

 

제 28권 1호 2017년 2월 25일 발간
 

푸리에 광학의 디스플레이 기판 결함 검출에의 활용, 정영진ㆍ이 광 (울산과학대)  ·····························  p.1 ~ p.8

실리콘 기판을 사용한 바이오센서와 회전 타원분광계를 이용한 펩타이드-항체 접합의 동특성 측정과 분석, 이

근재(한남대)ㆍ조현모(KRISS)ㆍ조재흥(한남대) ·······················································································  p.9 ~ p.15

고광도 섬광의 안전지표로서 노출제한거리, 박승만ㆍ김상욱(호서대)  ················································  p.16 ~ p.21

음향광학 파장선택 필터 기반 파장훑음 레이저를 이용한 시간-인코딩 된 근적외선 흡광도 측정 비교 연구, 장

한솔ㆍ김경훈ㆍ한가희(부산대)ㆍ조재두(캘리포니아대)ㆍ김창석(부산대)  ·········································  p.22 ~ p.27

유전체 다중층을 이용한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센서의 감도 향상에 관한 연구, 안희상ㆍ강태영ㆍ오진우ㆍ김

규정 (부산대)  ············································································································································  p.28 ~ p.32

정렬된 단축이방성 분자들의 질서변수와 상대 복굴절간 준선형 관계식의 보편성, 김상열 (아주대)  ··················· 

····························································································································································································································································································································································· p.33 ~ p.38

 

 

제 28권 2호 2017년 4월 25일 발간
 

집적화된 분광모듈 구현을 위한 고분자 기반의 비등간격 평면나노회절격자 제작, 김환기(전남대)ㆍ오승훈ㆍ최

현용ㆍ박준헌((KETI)ㆍ이현용(전남대)  ···································································································  p.53 ~ p.58

전기적 제어 가능한 외곽 사각 고리 추가형 테라헤르츠 비대칭 분리고리공진기, 박대준ㆍ류한철 (삼육대)  ······   

············································································································································································································································································································································································· p.59-67

파장변화에 매우 안정한 시준렌즈 설계, 이소영ㆍ이종웅 (청주대)  ···················································  p.68 ~ p.74

위치변위 레이저 간섭계용 송수신 광학계의 설계 및 분석, 윤석재ㆍ임천석 (한남대)  ····················  p.75 ~ p.82

 

제 28권 3호 2017년 6월 25일 발간
 

Ag@Fe3O4 코어-쉘 나노입자의 광학적 특성, 송윤성ㆍ고광락ㆍ김규정ㆍ이재범 (부산대)  ········ p.97 ~ p.102

광학을 이용한 미술품의 표면측정시스템 제작 및 광학적 특성분석을 통한 진위감정, 황선희ㆍ송혜린ㆍ김규정 

(부산대)  ·················································································································································· p.103 ~ p.107

샤크-하트만 센서를 이용한 가시광 및 근적외선 분광기 조립 및 평가, 황성령ㆍ이준호ㆍ정도환(아주대)ㆍ홍진

석ㆍ김영수(한화시스템)ㆍ김연수ㆍ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108 ~ p.115

지표면 화학물질 측정을 위한 라만분광장치, 하연철ㆍ이재환ㆍ고영진(국방과학연구소)ㆍ이서경ㆍ김윤기(삼양

화학공업)  ·················································································································································  p.116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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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권 2호 2016년 4월 25일 발간
 

Hilbert 변환과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한 3차원 측정연구, 나실인ㆍ유영훈(제주대)  ························· p.61 ~ p.66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격자 주기에 따른 물체거리와 광원의 위치에 대한 무늬 민감도 변화, 오현

석ㆍ주윤제ㆍ조재흥(한남대)  ···················································································································· p.67 ~ p.72

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 임현철ㆍ양승진ㆍ백준혁ㆍ김

재영ㆍ장경민(조선대)ㆍ김종태(㈜동아하이텍)ㆍ정상화ㆍ박종락(조선대)  ·········································  p.73 ~ p.80

 

제 27권 3호 2016년 6월 25일 발간

첨두 출력 1.5 kW급 준연속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전민지, 정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지원(한양대학

교) 정 훈  ·················································································································································  p.95 ~ p.100

위상천이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Phase-Only CGH 계산, 김태현ㆍ김봉식ㆍ박우상(인하대학교)   p.101 ~ p.105

적응광학계용 37채널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안교훈ㆍ이혁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이호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이준호(공주대학교)ㆍ양호순ㆍ김학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106 ~ p.114

 

 

제 27권 4호 2016년 8월 25일 발간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PLC 가변광감쇠기 특성 향상을 위한 열간섭 차단 트렌치 가공 기술,유동윤ㆍ최훈

국ㆍ손익부(광주과학기술원) ㆍ김영식ㆍ김수용ㆍ김완춘ㆍ김진봉(전남대학교, 피피아이)  ··········  p.127 ~ p.132

레이저 펄스 부호화를 이용한 원거리 고해상도 3D 스캐닝 라이다, 김건정 박용완 (영남대학교)  ························

··································································································································································  p.133 ~ p.142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3층 구조 박막의 두께 측정, 조현주(대덕대학교)ㆍ원준연ㆍ정영규ㆍ우봉주(㈜세미씨스

코)ㆍ윤준호ㆍ황보창권(인하대학교)  ··································································································· p.143 ~ p.150

 

 

제 27권 5호 2016년 10월 25일 발간
 

2-라인 레이저를 사용한 3차원 형상 복원기술 개발, 허상휴 (포미주식회사) 이충규 (조선대학교)  ·····················

··································································································································································  p.165 ~ p.173

폴리머 단일 링 Add/Drop 필터와 지연 도파로로 구성된 튜닝 가능 광 신호 지연기, 김경래1ㆍ문현승2ㆍ정영

철1 (광운대학교1, 켐옵틱스2)  ··············································································································  p.174 ~ p.180

단 방향 단일모드 발진 반도체 사각 링 공진기의 광 특성 연구, 이진웅ㆍ이정우ㆍ김영훈ㆍ현경숙 (세종대학

교)  ···························································································································································· p.181 ~ p.187

 

 

제 27권 6호 2016년 12월 25일 발간
 

무족화 첩 광섬유 격자 재구성을 위한 혼합 최적화 방법, 윤재순ㆍ임기건 (전남대)  ···················  p.203 ~ p.211

테라비트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에서 시간결정성 높은 이벤트 처리에 관한 연구, 김법중(ETRI)ㆍ류

정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조경록(충북대)  ···········································································  p.212 ~ p.217

열 우회 구조를 적용한 GaN 레이저 다이오드 패키지의 열특성 분석, 지병관ㆍ이승걸ㆍ박세근ㆍ오범환 (인하

대)  ··························································································································································  p.218 ~ p.222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규명한 정렬된 단축이방성 분자들의 질서변수와 상대 복굴절의 준선형 관계식, 김상열 

(아주대)  ·················································································································································  p.223 ~ p.228

미생물에 의한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공명주파수 변화, 박세준ㆍ안영환(아주대)  ·····················  p.229 ~ p.232

 

제 28권 1호 2017년 2월 25일 발간
 

푸리에 광학의 디스플레이 기판 결함 검출에의 활용, 정영진ㆍ이 광 (울산과학대)  ·····························  p.1 ~ p.8

실리콘 기판을 사용한 바이오센서와 회전 타원분광계를 이용한 펩타이드-항체 접합의 동특성 측정과 분석, 이

근재(한남대)ㆍ조현모(KRISS)ㆍ조재흥(한남대) ·······················································································  p.9 ~ p.15

고광도 섬광의 안전지표로서 노출제한거리, 박승만ㆍ김상욱(호서대)  ················································  p.16 ~ p.21

음향광학 파장선택 필터 기반 파장훑음 레이저를 이용한 시간-인코딩 된 근적외선 흡광도 측정 비교 연구, 장

한솔ㆍ김경훈ㆍ한가희(부산대)ㆍ조재두(캘리포니아대)ㆍ김창석(부산대)  ·········································  p.22 ~ p.27

유전체 다중층을 이용한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센서의 감도 향상에 관한 연구, 안희상ㆍ강태영ㆍ오진우ㆍ김

규정 (부산대)  ············································································································································  p.28 ~ p.32

정렬된 단축이방성 분자들의 질서변수와 상대 복굴절간 준선형 관계식의 보편성, 김상열 (아주대)  ··················· 

····························································································································································································································································································································································· p.33 ~ p.38

 

 

제 28권 2호 2017년 4월 25일 발간
 

집적화된 분광모듈 구현을 위한 고분자 기반의 비등간격 평면나노회절격자 제작, 김환기(전남대)ㆍ오승훈ㆍ최

현용ㆍ박준헌((KETI)ㆍ이현용(전남대)  ···································································································  p.53 ~ p.58

전기적 제어 가능한 외곽 사각 고리 추가형 테라헤르츠 비대칭 분리고리공진기, 박대준ㆍ류한철 (삼육대)  ······   

············································································································································································································································································································································································· p.59-67

파장변화에 매우 안정한 시준렌즈 설계, 이소영ㆍ이종웅 (청주대)  ···················································  p.68 ~ p.74

위치변위 레이저 간섭계용 송수신 광학계의 설계 및 분석, 윤석재ㆍ임천석 (한남대)  ····················  p.75 ~ p.82

 

제 28권 3호 2017년 6월 25일 발간
 

Ag@Fe3O4 코어-쉘 나노입자의 광학적 특성, 송윤성ㆍ고광락ㆍ김규정ㆍ이재범 (부산대)  ········ p.97 ~ p.102

광학을 이용한 미술품의 표면측정시스템 제작 및 광학적 특성분석을 통한 진위감정, 황선희ㆍ송혜린ㆍ김규정 

(부산대)  ·················································································································································· p.103 ~ p.107

샤크-하트만 센서를 이용한 가시광 및 근적외선 분광기 조립 및 평가, 황성령ㆍ이준호ㆍ정도환(아주대)ㆍ홍진

석ㆍ김영수(한화시스템)ㆍ김연수ㆍ김현숙(국방과학연구소)  ·································································································································  p.108 ~ p.115

지표면 화학물질 측정을 위한 라만분광장치, 하연철ㆍ이재환ㆍ고영진(국방과학연구소)ㆍ이서경ㆍ김윤기(삼양

화학공업)  ·················································································································································  p.116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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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권 4호 2017년 8월 25일 발간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광섬유 칩 기반 All-fiber 7 x 1 펌프 광 결합기 제작, 최인석(ETRI)ㆍ전민용(충남

대)ㆍ서홍석(ETRI)  ································································································································· p.135 ~ p.140

Forbes 비구면을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렌즈의 설계, 임천석 (한남대)  ······································· p.141 ~ p.145

컴퓨터 제작 홀로그램과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인공위성 카메라 주 반사경의 정점 좌표 측정, 강혜은(과학기

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ㆍ송재봉(KRISS)ㆍ양호순(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ㆍ김학용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  ···················································································································  p.146 ~ p.152

적외선 카메라-레이저 공통광학계의 레이저빔 열 영향성 분석, 김성재 (국방과학연구소)  ········  p.153 ~ p.157

초점 초음파 측정기로 측정한 광음향 신호의 광 흡수계수에 대한 비선형성, 강동열 (한밭대학교)  ·····················

······················································································································································································································································································································································  p.158 ~ p.165

수소 가스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라만 라이다 시스템 개발, 최인영ㆍ백성훈ㆍ박락규 (한국원자력연구원)ㆍ강

희영ㆍ김진호ㆍ이나종(㈜한국원자력기술)  ·························································································· p.166 ~ p.171

 

 

제 28권 5호 2017년 10월 25일 발간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의 광학 문항 분석, 이봉우(단국대)ㆍ손정우 (경상대)  ································  p.187 ~ p.19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내용의 변화, 이봉우(단국대)ㆍ손정우(

경상대)ㆍ권경필(경인교육대) ··············································································································  p.194 ~ p.202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정우 (서울대)  ·····

203-212

회전 유리판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교육용 마흐젠더 간섭계 제작, 장성훈ㆍ주영구 (경북대)  ··  p.213 ~ p.220

프리즘 분광계를 이용한 혼합 폴리머의 굴절률 측정과 응용, 김지영ㆍ주영구 (경북대)  ············  p.221 ~ p.228

U형 Sampled Grating DBR 레이저 다이오드의 설계 및 분석, 김경래ㆍ정영철 (광운대)  ········· p.229 ~ p.235

적외선 이미징 기반 HIFU 응용 조직 응고 정량화 연구, 표한재(부경대)ㆍ박수현(중앙대)ㆍ강현욱 (부경대)  ····· 

····································································································································································································································································································································································p.236-240

Hybrid 렌즈를 이용한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설계 및 분석, 옥창민ㆍ공현배ㆍ박현우 (LIG 넥스원)  ··············

·································································································································································  p.241 ~ p.249

 

 

제 28권 6호 2017년 12월 25일 발간
 

광선의 차폐가 없는 광시야 비축 2반사광학계 설계, 오혜진ㆍ이종웅 (청주대)  ···························  p.263 ~ p.272

낮은 도로 조명을 위한 Reflector 설계 방법 연구, 이정수ㆍ박혜진ㆍ서진희ㆍ정유진ㆍ김서영ㆍ라현운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273 ~ p.280

대구경 반사경 광학측정용 타워의 진동에 의한 광학측정오차 분석, 강필성(KRISS)ㆍ김옥관(KRISS, 한동대)

ㆍ안희경(KRISS)ㆍ양호순 (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p.281 ~ p.289

카세그레인 망원경의 볼록비구면 반사경 파면오차 측정, 김고은ㆍ이혁교ㆍ양호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  ··················································································································································  p.290 ~ p.294

LED 광원 사용 시 line beam 형성을 위한 자유 곡면 bar type의 TIR lens 설계, 서진희ㆍ이정수ㆍ김서영ㆍ정

유진ㆍ박혜진ㆍ남득영ㆍ정미숙(한국산업기술대)  ···········································································  p.295 ~ p.303

비공유 Node를 이용한 대구경 거울의 효율적인 유한요소 모델링, 편재원(청주대, KRISS)ㆍ양호순(KRISS)ㆍ이

종웅(청주대)ㆍ문일권 (KRISS)  ···········································································································  p.304 ~ p.313

LED 백라이트유닛 도광판의 연구동향, 박소희ㆍ최은서(조선대)ㆍ안선영(한국광산업진흥회)ㆍ신용진(조선대)  

········································································································································································· p.314-326

초등학교 ‘렌즈의 이용’ 단원 탐구활동에서 나타나는 동질 모둠별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 분석, 정희정(김포

호수초등학교)ㆍ권경필 (경인교육대),  ·······························································································  p.327 ~ p.333

굴절률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인식, 박상태ㆍ염준혁ㆍ윤여원ㆍ석효준 (공주대)  ·························  p.334 ~ p.338

4인치 평면의 절대 측정 및 측정불확도 계산, 김수영(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ㆍ송재봉 (KRIS)ㆍ양

호순(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ㆍ이혁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RISS)  ···········  p.339 ~ p.345

고굴절률 폴리머층과 에포다이즈드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고반사 파장 필터, 김언태ㆍ박태현ㆍ황광호ㆍ오민철 

(부산대)  ················································································································································  p.346 ~ p.350

포화 흡수체의 투과변조깊이 조절을 통한 다양한 펄스상태 조작 방법에 관한 전산 모사, 진진화 (KRISS)ㆍ염

동일 (아주대)ㆍ김병윤(KAIST)  ···········································································································  p.351 ~ p.355

펨토초 레이저와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한 ITO Glass의 어블레이션 비교 연구, 전진우(KIMM)ㆍ신영관)ㆍ김훈

영ㆍ최원석ㆍ지석영(KIM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강희신ㆍ안상훈(KIMM)ㆍ장원석ㆍ조성학(KIMM, 과

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p.356 ~ p.360

플라즈모닉 흡수체를 위한 금속 나노입자 주기구조 제작 기술, 최민정ㆍ류윤하ㆍ배규영(연세대)ㆍ강구민 

(KRISS)ㆍ김경식 (연세대)  ···················································································································  p.361 ~ p.365

 

 

제 29권 1호 2018년 2월 25일 발간
 

광선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펨토초 펄스 광학계의 보상설계, 김서영 ㆍ이현용 ㆍ김태영(인하대) ㆍ임정은 

ㆍ김철원(㈜뮤텍코리아) ㆍ황보창권 (인하대)  ···························································································  p.1 ~ p.6

하이퍼센트릭 렌즈 설계 방법 및 성능 분석에 대한 연구, 고재석ㆍ조현우ㆍ박태양ㆍ김상현ㆍ안영덕ㆍ정미숙  (

한국산업기술대)  ··········································································································································  p.7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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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7 ~ p.84

 

제 29권 3호 2018년 6월 25일 발간
 

동적 광단층 탄성영상법을 이용한 조직의 고해상도 기계적 성질 측정을 위한 예비 실험, 권다영 ㆍ안예찬  (부

경대)  ························································································································································  p.99 ~ p.103

다양한 변환 공진기에 형성되는 비등방성 속삭임의 회랑 모드, 김인보 ㆍ최무한  (경북대) 104-109

이중 시야 중적외선 광학계 비열화ㆍ나르시서스 분석, 정도환 ㆍ이준호  (공주대) ㆍ정 호ㆍ옥창민 ㆍ박현우 

(LIG 넥스원)  ············································································································································  p.110 ~ p.118

원거리 수소 가스 원격 계측을 위한 On-axis 라만 라이다 장치 개발, 최인영  ㆍ백성훈 (KAERI) ㆍ임재영 ㆍ차

정호 ㆍ김진호 (㈜한국원자력기술)  ······································································································ p.119 ~ p.125

 

 

제 29권 4호 2018년 8월 25일 발간
 

에어로졸 광학깊이를 이용한 에어로졸 크기분포 추출 연구, 김덕현  (한밭대)  ·····························  p.139 ~ p.148

머신비전을 위한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 최연찬ㆍ임천석 (한남대)  ························  p.149 ~ p.158

3단 MOPA 시스템에서 2.5 GHz 선폭을 가지는 편광유지 단일모드 400 W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연구, 

박영호  ㆍ윤영석 (한화시스템) ㆍ정민완 (한화 종합연구소) ㆍ전창수 ㆍ유봉안 ㆍ신우진 (GIST)  ······················ 

··································································································································································  p.159 ~ p.165

우주환경에서 대형 반사경의 습기 방출에 의한 형상 변화 예측방법, 송인웅(연세대, KRISS) ㆍ양호순  ㆍ김학

용 (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ㆍ김성희 (KARI) ㆍ이회윤 (KRISS) ㆍ김석환  (연세대)  ························ 

·························································································································································································································································································································································p.166 ~ p.172

 

 

제 29권 5호 2018년 10월 25일 발간
 

광통신의 발전 과정 및 향후 전망, 정윤철  (KAIST) ········································································  p.187 ~ p.203

다양한 측정 환경 및 반사 조건에 대한 시각안전 LIDAR 신호 분석, 한문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IR) 

ㆍ최규동ㆍ서홍석 (ETRI)ㆍ민봉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IR)  ········································  p.204 ~ p.214

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은 나노입자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을 이용한 감응형 TiO 2 태양전지 성

능 향상, 이지영ㆍ이명규  (연세대)  ········································································································· 215 ~ p.219

 

제 29권 6호 2018년 12월 25일 발간
 

광학계 제작 시 오차 영향이 적은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반사경 형상에 관한 연구, 박혜진ㆍ강동화ㆍ공미

선ㆍ김은지ㆍ이예은ㆍ조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233 ~ p.240

빅셀(VCSEL)의 온도 의존성을 이용한 파장 가변 형 광섬유 격자 온도센서, 이충기  (파이브테크) ㆍ김성문 (부

산대)  ······················································································································································  p.241 ~ p.246

다이오드 펌프 세슘 원자 증기에서의 증폭, 황종민ㆍ정 택ㆍ문한섭  (부산대)  ····························  p.247 ~ p.252

비대칭 배광을 갖는 LED 스포츠 조명 반사경 설계, 서진희ㆍ조예지ㆍ이현화ㆍ서재영ㆍ전원균ㆍ이한율ㆍ강동

화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253 ~ p.261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광효율 향상을 위한 반사방지필름 설계, 김기만ㆍ임영진 (전북대) ㆍLe Van 

Doan ㆍ이기동  (동아대) ㆍ이승희  (전북대)  ··················································································  p.262 ~ p.267

금속-유기 구조체를 이용한 포토닉 크리스탈 기반의 효율적인 습도 컬러 센서, 김준용ㆍ이성학ㆍ도윤선 (경북

대)  ··························································································································································  p.268 ~ p.274

복합 플라즈몬 구조에서의 개별 모드 동작을 이용한 플라즈모닉 컬러 필터 최적의 설계 방법, 이용호ㆍ도윤

선  (경북대)  ··········································································································································  p.275 ~ p.284

 

제 30권 1호 2019년 2월 25일 발간
 

복사전달방정식을 활용한 안개조건에서의  휴대용 대공유도 미사일 Lock-on range에 대한 이론적 분석, 석

인철, 이창민, 한재원 (연세대)  ·····················································································································  p.1 ~ p.7

차량용 헤드램프의 cut-off line에서 색수차 보정 및 평가, 심주용, 박성찬 (단국대)  ·························  p.8 ~ p.14

소산파 집적광학 바이오센서에 적합한 Si3N4 립-광도파로 해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정홍식 (홍익대) ············ 

································································································································································································································································································································································p.15 ~ p.22

 

제 30권 2호 2019년 4월 25일 발간
 

원적외선용 반사식 전방위 비전 시스템의 광학 설계, 주윤재, 조재흥 (한남대), 유재명(금오공과대)  ·················· 

·····································································································································································  p.37 ~ p.47

주파수 필터링 함수에 따른 시간 및 주파수 영역 광음향 측정에 대한 노이즈-대비-신호 분석, 강동열  (한밭

대)  ······························································································································································  p.48 ~ p.58

실리콘 기반 타원편광계식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심근경색 생체표지자의 실시간 초고감도 진단 농도 측정, 민

윤기(한남대) ㆍ조현모(KRISS) ㆍ조재흥  (한남대)  ··············································································  p.59 ~ p.66

다양한 홀 어레이 기판에서 측정한 특이 광 투과 센서의 센싱 성능 비교, 이예지 ㆍ송혜린 ㆍ안희상 ㆍ김규정  (

부산대)  ······················································································································································  p.67 ~ p.73

 

제 30권 3호 2019년 6월 25일 발간
 

대기 외란을 모사하는 위상판 생성 방법 비교, Dung T. HaㆍVuong V. Maiㆍ김 훈  (KAIST)  ···  p.87 ~ p.93

광 지연선로를 이용한 스퀸팅이 없는 위상배열 안테나의 근거리 서브파장 포커싱, 정영진 (울산과학대)  ·····················

········································································································································································································································································································································································  p.94-100

RGB 광원을 사용한 고효율 LCD Color-matching BLU의 광학적 설계, 전화준ㆍ곽진석ㆍ권진혁  (영남대)  ···

··································································································································································  p.101 ~ p.105

집적영상에서 기본영상 재배열시 수렴광축을 이용한불연속성 개선, 유현우ㆍ서광범ㆍ이호철ㆍ차성도ㆍ신승

호  (강원대)  ···········································································································································  p.106 ~ p.113

광 계수 방식의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수소 가스 농도 계측 방법에 대한 연구, 최인영ㆍ백성훈

(KAERI)ㆍ차정호ㆍ김진호 (㈜한국원자력기술)  ··················································································  p.114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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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옥외 무선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 Vuong V. MaiㆍDung T. Haㆍ김 훈  (KAIST)  ···················· 

·····································································································································································  p.77 ~ p.84

 

제 29권 3호 2018년 6월 25일 발간
 

동적 광단층 탄성영상법을 이용한 조직의 고해상도 기계적 성질 측정을 위한 예비 실험, 권다영 ㆍ안예찬  (부

경대)  ························································································································································  p.99 ~ p.103

다양한 변환 공진기에 형성되는 비등방성 속삭임의 회랑 모드, 김인보 ㆍ최무한  (경북대) 104-109

이중 시야 중적외선 광학계 비열화ㆍ나르시서스 분석, 정도환 ㆍ이준호  (공주대) ㆍ정 호ㆍ옥창민 ㆍ박현우 

(LIG 넥스원)  ············································································································································  p.110 ~ p.118

원거리 수소 가스 원격 계측을 위한 On-axis 라만 라이다 장치 개발, 최인영  ㆍ백성훈 (KAERI) ㆍ임재영 ㆍ차

정호 ㆍ김진호 (㈜한국원자력기술)  ······································································································ p.119 ~ p.125

 

 

제 29권 4호 2018년 8월 25일 발간
 

에어로졸 광학깊이를 이용한 에어로졸 크기분포 추출 연구, 김덕현  (한밭대)  ·····························  p.139 ~ p.148

머신비전을 위한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 최연찬ㆍ임천석 (한남대)  ························  p.149 ~ p.158

3단 MOPA 시스템에서 2.5 GHz 선폭을 가지는 편광유지 단일모드 400 W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연구, 

박영호  ㆍ윤영석 (한화시스템) ㆍ정민완 (한화 종합연구소) ㆍ전창수 ㆍ유봉안 ㆍ신우진 (GIST)  ······················ 

··································································································································································  p.159 ~ p.165

우주환경에서 대형 반사경의 습기 방출에 의한 형상 변화 예측방법, 송인웅(연세대, KRISS) ㆍ양호순  ㆍ김학

용 (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ㆍ김성희 (KARI) ㆍ이회윤 (KRISS) ㆍ김석환  (연세대)  ························ 

·························································································································································································································································································································································p.166 ~ p.172

 

 

제 29권 5호 2018년 10월 25일 발간
 

광통신의 발전 과정 및 향후 전망, 정윤철  (KAIST) ········································································  p.187 ~ p.203

다양한 측정 환경 및 반사 조건에 대한 시각안전 LIDAR 신호 분석, 한문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IR) 

ㆍ최규동ㆍ서홍석 (ETRI)ㆍ민봉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IR)  ········································  p.204 ~ p.214

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은 나노입자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을 이용한 감응형 TiO 2 태양전지 성

능 향상, 이지영ㆍ이명규  (연세대)  ········································································································· 215 ~ p.219

 

제 29권 6호 2018년 12월 25일 발간
 

광학계 제작 시 오차 영향이 적은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반사경 형상에 관한 연구, 박혜진ㆍ강동화ㆍ공미

선ㆍ김은지ㆍ이예은ㆍ조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233 ~ p.240

빅셀(VCSEL)의 온도 의존성을 이용한 파장 가변 형 광섬유 격자 온도센서, 이충기  (파이브테크) ㆍ김성문 (부

산대)  ······················································································································································  p.241 ~ p.246

다이오드 펌프 세슘 원자 증기에서의 증폭, 황종민ㆍ정 택ㆍ문한섭  (부산대)  ····························  p.247 ~ p.252

비대칭 배광을 갖는 LED 스포츠 조명 반사경 설계, 서진희ㆍ조예지ㆍ이현화ㆍ서재영ㆍ전원균ㆍ이한율ㆍ강동

화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253 ~ p.261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광효율 향상을 위한 반사방지필름 설계, 김기만ㆍ임영진 (전북대) ㆍLe Van 

Doan ㆍ이기동  (동아대) ㆍ이승희  (전북대)  ··················································································  p.262 ~ p.267

금속-유기 구조체를 이용한 포토닉 크리스탈 기반의 효율적인 습도 컬러 센서, 김준용ㆍ이성학ㆍ도윤선 (경북

대)  ··························································································································································  p.268 ~ p.274

복합 플라즈몬 구조에서의 개별 모드 동작을 이용한 플라즈모닉 컬러 필터 최적의 설계 방법, 이용호ㆍ도윤

선  (경북대)  ··········································································································································  p.275 ~ p.284

 

제 30권 1호 2019년 2월 25일 발간
 

복사전달방정식을 활용한 안개조건에서의  휴대용 대공유도 미사일 Lock-on range에 대한 이론적 분석, 석

인철, 이창민, 한재원 (연세대)  ·····················································································································  p.1 ~ p.7

차량용 헤드램프의 cut-off line에서 색수차 보정 및 평가, 심주용, 박성찬 (단국대)  ·························  p.8 ~ p.14

소산파 집적광학 바이오센서에 적합한 Si3N4 립-광도파로 해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정홍식 (홍익대) ············ 

································································································································································································································································································································································p.15 ~ p.22

 

제 30권 2호 2019년 4월 25일 발간
 

원적외선용 반사식 전방위 비전 시스템의 광학 설계, 주윤재, 조재흥 (한남대), 유재명(금오공과대)  ·················· 

·····································································································································································  p.37 ~ p.47

주파수 필터링 함수에 따른 시간 및 주파수 영역 광음향 측정에 대한 노이즈-대비-신호 분석, 강동열  (한밭

대)  ······························································································································································  p.48 ~ p.58

실리콘 기반 타원편광계식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심근경색 생체표지자의 실시간 초고감도 진단 농도 측정, 민

윤기(한남대) ㆍ조현모(KRISS) ㆍ조재흥  (한남대)  ··············································································  p.59 ~ p.66

다양한 홀 어레이 기판에서 측정한 특이 광 투과 센서의 센싱 성능 비교, 이예지 ㆍ송혜린 ㆍ안희상 ㆍ김규정  (

부산대)  ······················································································································································  p.67 ~ p.73

 

제 30권 3호 2019년 6월 25일 발간
 

대기 외란을 모사하는 위상판 생성 방법 비교, Dung T. HaㆍVuong V. Maiㆍ김 훈  (KAIST)  ···  p.87 ~ p.93

광 지연선로를 이용한 스퀸팅이 없는 위상배열 안테나의 근거리 서브파장 포커싱, 정영진 (울산과학대)  ·····················

········································································································································································································································································································································································  p.94-100

RGB 광원을 사용한 고효율 LCD Color-matching BLU의 광학적 설계, 전화준ㆍ곽진석ㆍ권진혁  (영남대)  ···

··································································································································································  p.101 ~ p.105

집적영상에서 기본영상 재배열시 수렴광축을 이용한불연속성 개선, 유현우ㆍ서광범ㆍ이호철ㆍ차성도ㆍ신승

호  (강원대)  ···········································································································································  p.106 ~ p.113

광 계수 방식의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수소 가스 농도 계측 방법에 대한 연구, 최인영ㆍ백성훈

(KAERI)ㆍ차정호ㆍ김진호 (㈜한국원자력기술)  ··················································································  p.114 ~ p.119

 

6123부•부록 613 7장•학술지 논문 목차 (1997 ~ 2020)



제 30권 4호 2019년 8월 25일 발간
 

기본상수를 이용한 SI 기본단위의 재정의, 이호성  (KRISS) 133-141

혼성-병풍형 구조의 재귀반사 거울 배열판을 이용한 부양영상 개선 분석, 유동일ㆍ백영재ㆍ용현중ㆍ오범환  (

인하대)  ···················································································································································  p.142 ~ p.145

UVA LED를 이용한 근접 노광용 렌즈 설계 기술 연구, 이정수ㆍ조예지ㆍ이현화ㆍ공미선ㆍ강동화ㆍ정미숙 (한

국산업기술대)  ········································································································································  p.146 ~ p.153

중적외선 광 파라메트릭 발진기를 이용한 중적외선 분광기 성능 평가, 남희진 (KRISS, 한림대) ㆍ김승관  ㆍ배

인호 (KRISS) ㆍ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대학원) ㆍ고재현  (한림대)  ········  p.154 ~ p.158

유사 투과타원상수의 극좌표상 자취에 기반한 단축 이방성 기층의 복굴절 해석, 양성모ㆍ김상열  (아주대)  ····

·········································································································································································  p.159-166

온도구배에 의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 특성, 정성묵  ㆍ김기혁 ㆍ이성헌 ㆍ황순휘 

ㆍ양환석(LIG 넥스원) ㆍ문병혁  ㆍ전영민 (KIST) ㆍ박민규 ㆍ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  p.167 ~ p.173

 

제 30권 5호 2019년 10월 25일 발간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18+1)×1 편광유지 펌프 및 신호광 결합기 제작 및 출력 특성, 이성헌  ㆍ김기혁 ㆍ양

환석 (LIG 넥스원) ㆍ조승용 ㆍ김선주 (이상테크) ㆍ박민규 ㆍ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  p.187 ~ p.192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광원의 열저항 개선을 위한 하부층 두께 의존성 수정 모델, 용현중ㆍ백영재ㆍ유동

일ㆍ오범환  (인하대)  ····························································································································  p.193 ~ p.196

제논 플래시 램프 사용 시 조사 영역 균일도 개선을 위한 반사경 설계, 김서영ㆍ이한율ㆍ전원균ㆍ강동화ㆍ조

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197 ~ p.203

 

제 30권 6호 2019년 12월 25일 발간
 

나르시서스를 고려한 냉각형 적외선 광학계 설계, 정수성  ㆍ김영수 ㆍ홍진석 ㆍ이경묵(한화시스템) ㆍ윤지연 

(KARI)  ····················································································································································  p.219 ~ p.225

50-GHz AWG를 이용한 다중 광섬유격자 브래그 파장 계측, 문형명ㆍ곽승찬ㆍ 김진봉  (㈜피피아이, 전남대)

ㆍ임주완 (전남대) ㆍ박동영 (에스제이포토닉스㈜) ㆍ임기건 (전남대)  ·········································  p.226 ~ p.229

실내용 자유 공간 광 통신을 위한 수신단의 위치 탐색 및 자동 링크 정렬 방법, 이관용 (KAIST)ㆍ조승래 (LG)

ㆍ이창희  (KAIST)  ······························································································································  p.230 ~ p.236

카메라 교정 및 측정부 회전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기의 전역 왜곡 측정법, 양동근(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ㆍ강필성(KRISS)  ㆍ김영식  (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p.237 ~ p.242

기도협착 측정을 위한 내시경 광 결맞음 단층촬영법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징, 권다영(부경대, 동남권 의공학 임

상혁신 융합연구단) ㆍ옥철호 (동남권 의공학 임상혁신 융합연구단, 고신대) ㆍ안예찬 (부경대, 동남권 의공학 

임상혁신 융합연구단)  ·························································································································· p.243 ~ p.248

사분파장 위상 간섭계 폴리머 광집적회로 기반 광전류센서의 온도 안정성 향상 연구, 천권욱ㆍ김성문ㆍ박태

현ㆍ이은수ㆍ오민철  (부산대)  ············································································································ p.249 ~ p.254

 

제 31권 1호 2020년 2월 25일 발간
 

생체 외 토끼 모델에서의 탈크에 의해 유발되는 흉막 반응의 편광 민감 광 결맞음 단층촬영 이미징, 박정은(

부경대)ㆍZhou Xin (브리티시컬럼비아대)ㆍ옥철호ㆍ김성원ㆍ이해영ㆍ박은기ㆍ정민정 (고신대)ㆍ권다영 (부경

대)ㆍShuo Tang(브리티시컬럼비아대)ㆍ안예찬 (부경대)  ········································································  p.1 ~ p.6

단일 모드 2 kW급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내의 광섬유 용융 현상에 관한 연구, 이준수  ㆍ이광현ㆍ정환성ㆍ김

동준ㆍ이정환ㆍ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  p.7 ~ p.12

광섬유 사냑 간섭형 센서에 기반한 링형 탐촉자의 수중 음향 민감도 해석, 이연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ㆍ권휴상 ㆍ권일범  (KRISS)  ····················································································································  p.13 ~ p.19

비축시야 2반사광학계에서 조리개의 편심을 이용한 수차보정, 이종웅 (청주대)  ·····························  p.20 ~ p.25

초고해상도의 기가픽셀 디지털이미지 획득을 위한 로봇 카메라의 시차연구, 임천석 (한남대)  ·····  p.26 ~ p.30

식각된 VO2 박막을 이용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파 메타물질, 류한철  (삼육대)  ······················ p.31 ~ p.36

평판형 태양 전지의 광학 및 전기적 특성 최적화를 위한 에미터 전극 설계 연구, 이상복ㆍ도윤선  (경북대)  ····

············································································································································································  p.37-44

 

제 31권 2호 2020년 4월 25일 발간
 

몬테 카를로 복사 전달 행렬 방법을 사용한 산란 대기에서 동작하는 단거리 3차원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의 수

치적 모델링, 안해찬 (서울대학교, 퍼듀대학교) ㆍ나정균 ㆍ정윤찬  (서울대)  ·································  p.59 ~ p.70

상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3가지 유효 RGB 파장에서의 미세먼지 소산계수 산출법, 박선호 (공주대, ㈜솔

탑)ㆍ김덕현  (한밭대)  ······························································································································· p.71 ~ p.80

광학 성능 및 제작성 향상을 위한 탐조등 렌즈 연구, 조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81 ~ p.87

왜곡수차 및 양안시차 분석을 통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광학계 설계, 김금호ㆍ박성찬  (단국대)  ····················· 

······························································································································································································································································································································································p.88 ~ p.95

가시광에서 하이브리드 렌즈를 사용한 반사굴절식 전방위 줌 광학계의 설계 및 성능평가, 박현식ㆍ조재흥  (

한남대) 96-104

다중 모드 도파로를 이용한 적녹청 빔 합파기 설계 및 분석, 정영철  (광운대)  ····························  p.105 ~ p.110

 

제 31권 3호 2020년 6월 25일 발간
 

케모메트릭 방법과 결합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을 적용한 유류 지문의 법의 학적 분류 연구, 양준

호ㆍ여재익 (서울대) ······························································································································  p.125 ~ p.133

3차원 광학 측정을 위한 디지털 프린지 투사에 있어서 LCD 비선형 감마 에러 개선 방법, 김우성 (수원대)  ·····

··································································································································································· p.134 ~ p.141

MgO:PPSLT를 이용한 고출력 Yb 광섬유 레이저 빔의 고효율 이차조화파 변환, 송승빈ㆍ박은지ㆍ박종선ㆍ오

예진(한양대 ERICA)ㆍ정 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김지원 (한양대 ERICA)  ································  p.142 ~ p.147

입사광각의 영향을 최소화한 다결정 주기 구멍 배열 플라즈모닉 컬러 필터의 설계, 정기원ㆍ도윤선 (경북대)  

··································································································································································  p.148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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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권 4호 2019년 8월 25일 발간
 

기본상수를 이용한 SI 기본단위의 재정의, 이호성  (KRISS) 133-141

혼성-병풍형 구조의 재귀반사 거울 배열판을 이용한 부양영상 개선 분석, 유동일ㆍ백영재ㆍ용현중ㆍ오범환  (

인하대)  ···················································································································································  p.142 ~ p.145

UVA LED를 이용한 근접 노광용 렌즈 설계 기술 연구, 이정수ㆍ조예지ㆍ이현화ㆍ공미선ㆍ강동화ㆍ정미숙 (한

국산업기술대)  ········································································································································  p.146 ~ p.153

중적외선 광 파라메트릭 발진기를 이용한 중적외선 분광기 성능 평가, 남희진 (KRISS, 한림대) ㆍ김승관  ㆍ배

인호 (KRISS) ㆍ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대학원) ㆍ고재현  (한림대)  ········  p.154 ~ p.158

유사 투과타원상수의 극좌표상 자취에 기반한 단축 이방성 기층의 복굴절 해석, 양성모ㆍ김상열  (아주대)  ····

·········································································································································································  p.159-166

온도구배에 의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 특성, 정성묵  ㆍ김기혁 ㆍ이성헌 ㆍ황순휘 

ㆍ양환석(LIG 넥스원) ㆍ문병혁  ㆍ전영민 (KIST) ㆍ박민규 ㆍ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  p.167 ~ p.173

 

제 30권 5호 2019년 10월 25일 발간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18+1)×1 편광유지 펌프 및 신호광 결합기 제작 및 출력 특성, 이성헌  ㆍ김기혁 ㆍ양

환석 (LIG 넥스원) ㆍ조승용 ㆍ김선주 (이상테크) ㆍ박민규 ㆍ이정환 (국방과학연구소) ·············  p.187 ~ p.192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광원의 열저항 개선을 위한 하부층 두께 의존성 수정 모델, 용현중ㆍ백영재ㆍ유동

일ㆍ오범환  (인하대)  ····························································································································  p.193 ~ p.196

제논 플래시 램프 사용 시 조사 영역 균일도 개선을 위한 반사경 설계, 김서영ㆍ이한율ㆍ전원균ㆍ강동화ㆍ조

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197 ~ p.203

 

제 30권 6호 2019년 12월 25일 발간
 

나르시서스를 고려한 냉각형 적외선 광학계 설계, 정수성  ㆍ김영수 ㆍ홍진석 ㆍ이경묵(한화시스템) ㆍ윤지연 

(KARI)  ····················································································································································  p.219 ~ p.225

50-GHz AWG를 이용한 다중 광섬유격자 브래그 파장 계측, 문형명ㆍ곽승찬ㆍ 김진봉  (㈜피피아이, 전남대)

ㆍ임주완 (전남대) ㆍ박동영 (에스제이포토닉스㈜) ㆍ임기건 (전남대)  ·········································  p.226 ~ p.229

실내용 자유 공간 광 통신을 위한 수신단의 위치 탐색 및 자동 링크 정렬 방법, 이관용 (KAIST)ㆍ조승래 (LG)

ㆍ이창희  (KAIST)  ······························································································································  p.230 ~ p.236

카메라 교정 및 측정부 회전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기의 전역 왜곡 측정법, 양동근(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ㆍ강필성(KRISS)  ㆍ김영식  (KRI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p.237 ~ p.242

기도협착 측정을 위한 내시경 광 결맞음 단층촬영법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징, 권다영(부경대, 동남권 의공학 임

상혁신 융합연구단) ㆍ옥철호 (동남권 의공학 임상혁신 융합연구단, 고신대) ㆍ안예찬 (부경대, 동남권 의공학 

임상혁신 융합연구단)  ·························································································································· p.243 ~ p.248

사분파장 위상 간섭계 폴리머 광집적회로 기반 광전류센서의 온도 안정성 향상 연구, 천권욱ㆍ김성문ㆍ박태

현ㆍ이은수ㆍ오민철  (부산대)  ············································································································ p.249 ~ p.254

 

제 31권 1호 2020년 2월 25일 발간
 

생체 외 토끼 모델에서의 탈크에 의해 유발되는 흉막 반응의 편광 민감 광 결맞음 단층촬영 이미징, 박정은(

부경대)ㆍZhou Xin (브리티시컬럼비아대)ㆍ옥철호ㆍ김성원ㆍ이해영ㆍ박은기ㆍ정민정 (고신대)ㆍ권다영 (부경

대)ㆍShuo Tang(브리티시컬럼비아대)ㆍ안예찬 (부경대)  ········································································  p.1 ~ p.6

단일 모드 2 kW급 고출력 광섬유 증폭기 내의 광섬유 용융 현상에 관한 연구, 이준수  ㆍ이광현ㆍ정환성ㆍ김

동준ㆍ이정환ㆍ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  p.7 ~ p.12

광섬유 사냑 간섭형 센서에 기반한 링형 탐촉자의 수중 음향 민감도 해석, 이연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ㆍ권휴상 ㆍ권일범  (KRISS)  ····················································································································  p.13 ~ p.19

비축시야 2반사광학계에서 조리개의 편심을 이용한 수차보정, 이종웅 (청주대)  ·····························  p.20 ~ p.25

초고해상도의 기가픽셀 디지털이미지 획득을 위한 로봇 카메라의 시차연구, 임천석 (한남대)  ·····  p.26 ~ p.30

식각된 VO2 박막을 이용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파 메타물질, 류한철  (삼육대)  ······················ p.31 ~ p.36

평판형 태양 전지의 광학 및 전기적 특성 최적화를 위한 에미터 전극 설계 연구, 이상복ㆍ도윤선  (경북대)  ····

············································································································································································  p.37-44

 

제 31권 2호 2020년 4월 25일 발간
 

몬테 카를로 복사 전달 행렬 방법을 사용한 산란 대기에서 동작하는 단거리 3차원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의 수

치적 모델링, 안해찬 (서울대학교, 퍼듀대학교) ㆍ나정균 ㆍ정윤찬  (서울대)  ·································  p.59 ~ p.70

상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3가지 유효 RGB 파장에서의 미세먼지 소산계수 산출법, 박선호 (공주대, ㈜솔

탑)ㆍ김덕현  (한밭대)  ······························································································································· p.71 ~ p.80

광학 성능 및 제작성 향상을 위한 탐조등 렌즈 연구, 조예지ㆍ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  ··············  p.81 ~ p.87

왜곡수차 및 양안시차 분석을 통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광학계 설계, 김금호ㆍ박성찬  (단국대)  ····················· 

······························································································································································································································································································································································p.88 ~ p.95

가시광에서 하이브리드 렌즈를 사용한 반사굴절식 전방위 줌 광학계의 설계 및 성능평가, 박현식ㆍ조재흥  (

한남대) 96-104

다중 모드 도파로를 이용한 적녹청 빔 합파기 설계 및 분석, 정영철  (광운대)  ····························  p.105 ~ p.110

 

제 31권 3호 2020년 6월 25일 발간
 

케모메트릭 방법과 결합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을 적용한 유류 지문의 법의 학적 분류 연구, 양준

호ㆍ여재익 (서울대) ······························································································································  p.125 ~ p.133

3차원 광학 측정을 위한 디지털 프린지 투사에 있어서 LCD 비선형 감마 에러 개선 방법, 김우성 (수원대)  ·····

··································································································································································· p.134 ~ p.141

MgO:PPSLT를 이용한 고출력 Yb 광섬유 레이저 빔의 고효율 이차조화파 변환, 송승빈ㆍ박은지ㆍ박종선ㆍ오

예진(한양대 ERICA)ㆍ정 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김지원 (한양대 ERICA)  ································  p.142 ~ p.147

입사광각의 영향을 최소화한 다결정 주기 구멍 배열 플라즈모닉 컬러 필터의 설계, 정기원ㆍ도윤선 (경북대)  

··································································································································································  p.148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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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권 4호 2020년 8월 25일 발간
 

SBC 시스템 구성을 위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고효율 무편광 유전체 다층박막 회절격자 설계, 조현주ㆍ김관

하(대덕대)ㆍ김동환ㆍ이용수ㆍ김상인ㆍ조준용ㆍ김현태(한화 종합연구소)ㆍ곽영섭(와이에스광학)  169 ~ p.175

LCD 백라이트 유닛의 서브 마이크론 회절 격자 도광판의 광 출사 특성 연구, 최환영  (한국기술교육대)  ·········

··································································································································································  p.176 ~ p.182

단거리 조사 시 넓은 면적에 균일한 조명도를 가지는 비대칭 조명 광학계 설계 연구, 강동화ㆍ정미숙 (한국산

업기술대)  ················································································································································ p.183 ~ p.190

 

제 31권 5호 2020년 10월 25일 발간
 

풍력 블레이드 모의 시편의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이미지 상관법 기술 개발, 홍경민ㆍ박락규  (전북대)  ·········

·································································································································································  p.205 ~ p.212

실리콘 도파로와 광섬유 사이의 효율적인 광 결합을 위한 아디아바틱 광섬유 테이퍼, 손경호ㆍ최지원ㆍ정영

재ㆍ유경식 (KAIST)  ······························································································································  p.213 ~ p.217

협대역 이터븀 첨가 편광유지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한 고품질 2 kW급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 정환성  ㆍ이

광현ㆍ이준수ㆍ김동준ㆍ이정환ㆍ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  p.218 ~ p.222

전광섬유 MOPA 시스템 기반 10 GHz 선폭을 갖는 1.5 kW 단일모드 이터븀 첨가 편광유지 광섬유 레이저, 정

성묵  ㆍ김기혁ㆍ김태균ㆍ이성헌ㆍ양환석(LIG 넥스원) ㆍ이준수ㆍ이광현ㆍ이정환ㆍ조민식(국방과학연구소)  ·

································································································································································· p.223 ~ p.230

 

 

제 31권 6호 2020년 12월 25일 발간

대기외란에 따른 SPGD 기반 결맞음 빔결합 시스템 위상제어 동작성능 분석 김한솔ㆍ나정균ㆍ정윤찬 (서울

대)  ··························································································································································  p.247 ~ p.258  

주광이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수신 감도에 미치는 영향 박기홍ㆍ김 훈 (KAIST)  ························  p.259 ~ p.267  

스펙클 이미지의 푸리에 공간 분석을 통한 결맞음 빔결합 상태 모니터링 변수 도출 박재덕ㆍ최윤진 ㆍ염동일 

(아주대)  ·················································································································································  p.268 ~ p.273  

대기 외란 상황에서 결맞음 빔결합을 통한 광학 에너지의 전달 방법 수치 모델링 나정균ㆍ김병호ㆍ차혜선ㆍ정

윤찬 (서울대)  ········································································································································ p.274 ~ p.280  

굴절/회절 하이브리드 렌즈 적용 슬림 모바일 렌즈 설계 박용철 ㆍ주지용ㆍ이준호 (공주대) ···  p.281 ~ p.289  

렌즈 수차에 의한 타일형 빔 결합 출력 감쇠와 왜곡 현상 분석 김병호ㆍ나정균ㆍ정윤찬 (서울대)  ····· p.290 ~ 

p.294  

파장 405 nm에서 파장변화에 안정화된 Lister 대물렌즈 설계 김진형ㆍ이종웅 (청주대)  ·········  p.295 ~ p.303  

조리개와 제2거울이 횡이동된 비축시야 2반사광학계 설계 남지우ㆍ이종웅 (청주대)  ················  p.304 ~ p.313  

3중 배율 적외선 영상 장비의 자동 초점 조절 방안 정효중ㆍ정수성ㆍ양윤석ㆍ이용춘ㆍ한정수   p.314 ~ p.320  

기판 위에 입혀진 유전체 박막의 빛 반사에 관한 연구 김덕우ㆍ김지웅ㆍ김병주ㆍ차명식 (한화시스템)  ··  p.321 

~ p.327  

Q-Polynomial을 이용한 Korsch 망원경의 비구면 공차 분석 방법 연구 전원균ㆍ이한율 (한국산기대)ㆍ이상

민ㆍ김기환ㆍ박승한(연세대)ㆍ정미숙 (한국산기대)  ········································································ p.328 ~ p.333  

눈부심 감소를 위한 반사형 LED 스탠드 광학계 설계에 관한 연구 공미선ㆍ정미숙 (한국산기대)  ······  p.334 ~ 

p.343  

7-2.  COPP(舊 JOSK) 논문 목차

JOSK 제1권 1호 1997년 3월 25일 발간

“Enhancement in Quantum Nois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Outputs of a Nondegenerate Optical Ampli-
fier with a Non-Vacuum State Idler Input”, Chonghoon Kim(Soongsil Univ.)  ··································  p.1 ~ p.4
“Bi-Directional Energy Transfer Process in Er3+-Tm3+-codoped Fluorozirconate Glasses”, Woon-Jo Cho, 
Myong-Wook Kim, Sang-Hyuck Kim, Jae-Cheol Jo, Sang-Sam Choi(KIST)  ··································  p.5 ~ p.9
“Energy Transfer and Photon Avalanche in Tm3+:LaF3”, Yoo Mi Oh, Ki-Soo Lim(Chungbuk National Univ.)  ·
·····················································································································································  p.10 ~ p.14
“Intensity-Dependent Dynamics of Photoinduced Absorption in CdS0.4Se0.6 Semiconductor Doped Glass-
es”, Jung-Chul Seo, Dongho Kim(KRISS), Hong Jin Kong(KAIST)  ············································  p.15 ~ p.18
“Thermal Fixing of Multiple Holographic Gratings in Magnesium Oxide Doped Lithium Niobate Crystal”, 
Seung-Woo Yi, Sungdo Cha, Seung-Ho Shin(Kangwon National Univ.)  ····································  p.19 ~ p.22
“Retro-Self-Focusing and Pinholing Effect in a Refractive Index Grating”, Jae-Cheul Lee(IAE) ··· p.23 ~ p.25
“Rigorous Coupled-Wave Analysis of Antireflective Surface-Relief-Gratings”, Chang-Wook Han, Doo Jin 
Cho(Ajou Univ.), Bum Ku Rhee(Sogang Univ.) ···········································································  p.26 ~ p.35
“A New Interpretation of Two-Beam Energy Coupling in Terms of Bragg Diffraction in a Photorefractive 
crystal”, Yeon Ho Lee, You-Hyun Kim, Jae-Cheol Kim, Hyun-Sung Kim(Sung Kyun Kwan Univ.)  ················  
·····················································································································································  p.36 ~ p.40
“Self-Starting Vector Phase Conjugate Laser Oscillator in Inverted Nd:YAG”, D. H. Kim, D. Udaiyan, R. P. M. 
Green, G. J. Crofts, M. J. Damzen(KIST)  ····················································································  p.41 ~ p.43
“MQW Electroabsorption Modulator Integrated with a Tapered Waveguide Vertical Interconnect”, Sang-
Kook Han(Yonsei Univ.)  ··············································································································  p.44 ~ p.47
“Field-Induced Refractive Index Variations in GaAs/AlGaAs Multiple Quantum Well Waveguide Modulator”, 
Wook-Rae Cho, Seung-Han Park, Ung Kim(Yonsei Univ.), Kyung-Hyun Park(KIST)  ·················  p.48 ~ p.51
“Parallel 3-Dimensional Optical Interconnections using Liquid Crystal Devices for B-ISDN Electronic 
Switching Systems”, Ho-In Jeon(Kyung Won Univ.), Doo Jin Cho(Ajou Univ.)  ···························  p.52 ~ p.59
“Automatic Detection of the Lung Orientation in Digital PA Chest Radiographs”, Kie B. Nahm(Hallym Univ.) 
·····················································································································································  p.60 ~ p.64

JOSK 제1권 2호 1997년 9월 25일 발간

“Multiple Light Diffraction Theory in Volume Gratings using Perturbative Integral Expansion Method”, Sang 
Kyu Jin(Yeongdogn College)  ······································································································ p.67 ~ p.73
“Telephotolens Design With Refractive/Diffractive Hybrid Lens”, Young Ghi Hong, Sun Il Kim, Wan Gu Yeo, 
Chul Koo Lee(Samsung Aerospace Industries)  ········································································· p.74 ~ p.80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Phase Singularities in Optical Fibers”, Dong Sung Lim, El-
Hang Lee(ETRI)  ·························································································································· p.81 ~ p.89
“Microscopic Images with Extended Depth of Focus–Implementation and its Limitations”, Kie B. Nahm, Eun 
S. Shin, Seok M. Ryoo(Hallym Univ.)  ·························································································· p.90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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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권 4호 2020년 8월 25일 발간
 

SBC 시스템 구성을 위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고효율 무편광 유전체 다층박막 회절격자 설계, 조현주ㆍ김관

하(대덕대)ㆍ김동환ㆍ이용수ㆍ김상인ㆍ조준용ㆍ김현태(한화 종합연구소)ㆍ곽영섭(와이에스광학)  169 ~ p.175

LCD 백라이트 유닛의 서브 마이크론 회절 격자 도광판의 광 출사 특성 연구, 최환영  (한국기술교육대)  ·········

··································································································································································  p.176 ~ p.182

단거리 조사 시 넓은 면적에 균일한 조명도를 가지는 비대칭 조명 광학계 설계 연구, 강동화ㆍ정미숙 (한국산

업기술대)  ················································································································································ p.183 ~ p.190

 

제 31권 5호 2020년 10월 25일 발간
 

풍력 블레이드 모의 시편의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이미지 상관법 기술 개발, 홍경민ㆍ박락규  (전북대)  ·········

·································································································································································  p.205 ~ p.212

실리콘 도파로와 광섬유 사이의 효율적인 광 결합을 위한 아디아바틱 광섬유 테이퍼, 손경호ㆍ최지원ㆍ정영

재ㆍ유경식 (KAIST)  ······························································································································  p.213 ~ p.217

협대역 이터븀 첨가 편광유지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한 고품질 2 kW급 파장제어 빔 결합 레이저, 정환성  ㆍ이

광현ㆍ이준수ㆍ김동준ㆍ이정환ㆍ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  p.218 ~ p.222

전광섬유 MOPA 시스템 기반 10 GHz 선폭을 갖는 1.5 kW 단일모드 이터븀 첨가 편광유지 광섬유 레이저, 정

성묵  ㆍ김기혁ㆍ김태균ㆍ이성헌ㆍ양환석(LIG 넥스원) ㆍ이준수ㆍ이광현ㆍ이정환ㆍ조민식(국방과학연구소)  ·

································································································································································· p.223 ~ p.230

 

 

제 31권 6호 2020년 12월 25일 발간

대기외란에 따른 SPGD 기반 결맞음 빔결합 시스템 위상제어 동작성능 분석 김한솔ㆍ나정균ㆍ정윤찬 (서울

대)  ··························································································································································  p.247 ~ p.258  

주광이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수신 감도에 미치는 영향 박기홍ㆍ김 훈 (KAIST)  ························  p.259 ~ p.267  

스펙클 이미지의 푸리에 공간 분석을 통한 결맞음 빔결합 상태 모니터링 변수 도출 박재덕ㆍ최윤진 ㆍ염동일 

(아주대)  ·················································································································································  p.268 ~ p.273  

대기 외란 상황에서 결맞음 빔결합을 통한 광학 에너지의 전달 방법 수치 모델링 나정균ㆍ김병호ㆍ차혜선ㆍ정

윤찬 (서울대)  ········································································································································ p.274 ~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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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 한국광학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광학회의 발자취를 정리

하고자 『한국광학회 30년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가 무사히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원고 집필 등에 귀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주

신 전임 회장님, 편찬위원님, 상임이사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은 『한국광학회 25년사』를 편찬한 이후 5년 만의 발간사업입니다. 5년 사이에 한

국광학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문학술지 ‘JOSK’의 ‘COPP’로의 개칭, 홍보지 ‘광학과 기술’의 ‘K-LIGHT’

로의 개칭을 비롯하여 각종 규정과 행정사항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광학회의 5년간의 변화와 행적을 기

록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3일 한국광학회 30주년사 편찬을 결의하였습니다. 편찬의 원칙은 첫째로 『한국광학회 

25년사』의 편찬 체제를 계승하되, 2016~2020년의 변동사항을 수록하며, 둘째로 편찬위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

서 경험이 많은 원로 회원님 및 젊고 유능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자료의 수집과 원고작성을 하

기로 정하였습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의 편찬 목적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디딤돌’을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창립 30년 동안의 과거

를 정리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면, 차후 먼 미래까지 한국광학회의 연대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범적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이 2차적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승한 회장님의 전폭적인 성원 아래 편찬위원님들, 회원님들, 학회 직

원 여러분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현재 구성원들의 진심이 모아진 만큼 『한국광학회 30년사』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편찬, 편집, 교정 과정 등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

세대학교 사학과  정진혁 편집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승한 회장님, 그리고 학회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이윤우, 한상국, 정영욱, 이상민, 김법민, 신

동수, 김경염, 주정진, 한수욱, 김장선)과 학회 직원(옥현주, 심수연, 이은경, 오은정, 김슬기)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을 마치면서...

2021년 2월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이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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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원고 집필 등에 귀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주

신 전임 회장님, 편찬위원님, 상임이사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은 『한국광학회 25년사』를 편찬한 이후 5년 만의 발간사업입니다. 5년 사이에 한

국광학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문학술지 ‘JOSK’의 ‘COPP’로의 개칭, 홍보지 ‘광학과 기술’의 ‘K-LIGHT’

로의 개칭을 비롯하여 각종 규정과 행정사항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광학회의 5년간의 변화와 행적을 기

록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3일 한국광학회 30주년사 편찬을 결의하였습니다. 편찬의 원칙은 첫째로 『한국광학회 

25년사』의 편찬 체제를 계승하되, 2016~2020년의 변동사항을 수록하며, 둘째로 편찬위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

서 경험이 많은 원로 회원님 및 젊고 유능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자료의 수집과 원고작성을 하

기로 정하였습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의 편찬 목적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디딤돌’을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창립 30년 동안의 과거

를 정리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면, 차후 먼 미래까지 한국광학회의 연대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범적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이 2차적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승한 회장님의 전폭적인 성원 아래 편찬위원님들, 회원님들, 학회 직

원 여러분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현재 구성원들의 진심이 모아진 만큼 『한국광학회 30년사』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편찬, 편집, 교정 과정 등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

세대학교 사학과  정진혁 편집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승한 회장님, 그리고 학회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이윤우, 한상국, 정영욱, 이상민, 김법민, 신

동수, 김경염, 주정진, 한수욱, 김장선)과 학회 직원(옥현주, 심수연, 이은경, 오은정, 김슬기)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을 마치면서...

2021년 2월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이  범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