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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Electrical Dispersion Compensation methodology for 25Gbps datarate and beyond.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Mobile X-haul 네트워크는
빠르게 25Gbps 로 편성되고 있으나 O-band 의 장파장 영역과 C-band 의 모든 영역에서
link budget 이 광분산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광분산을 보상하는 최신 EDC
기술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W1A-I.02

진보된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광 패키징 방법
Hybrid Optical Packaging Method based on Advanced Semiconductor
Packaging
최성욱*, 박동우, 박영준
㈜라이팩
A new optical packaging method using advanced semiconductor packaging method is described. The
trend of semiconductor packaging is reviewed and extension for electronic and photonic IC integration is
discussed. As its applications, an optical transceiver and a TOF camera packaging are described.

최근 반도체 패키징 산업은 기존 단일 칩-단일 패키지 개념에서 벗어나 System In Package
(SIP)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반도체 패키지 개념은 기존 패키징 방법보다 정
밀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웨이퍼 레벨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패키징 방식의 변화는 반도체 스케일링을
통한 성능 개선의 한계로 인한 시장의 정체를 해결하고 고성능화, 고집적화, 기능의 다양화를 단
일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발표를 통해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 산업의 트랜드를 리뷰하고, 진보된 반도체 패키징 방법
중 하나인 FOWLP(Fan Out Wafer Level Package)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광 패키지 방식[1]
을 소개한다. 이는 전자 소자와 광학 소자를 Co-package할 수 있는 방식으로 Si 기판에
Monolithic하게 집적할 수 없는 다양한 소자(IR 영역의 Laser Diode, Photodiode 등)들을
Electronic IC와 함께 Heterogeneous하게 집적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광학 패키징 방식은 FOWLP 방식 중 Face Down, RDL Last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광소자
에서 광이 발생하는 광경로의 방향에 따라 그림 1(광축이 광소자 표면과 수직인 경우)과 그림 2
(광축이 광소자 Edge면과 수직인 경우)의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림 1의 경우 광소자는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에 해당하며, 그림 2의 경우에 광소자는 DFB
(Distributed FeedBack) Laser, EML(Electro-absorption odulated Laser)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본 광학 패키징 방식을 통해 초소형 폼팩터를 가지는 광학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으며, 우수한
Signal Integrity 특성을 가지므로 광통신, 모바일/메타버스를 위한 센서를 위한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IEEE 100GBASE-SR4 규격의 광통신을 위한 광엔진과 TOF (Time Of Flight)
방식을 사용하는 3차원 Depth 카메라에 대한 적용예를 소개한다.

그림 1. 광축이 광소자 표면과 수직인 경우

그림 2. 광축이 광소자 Edge면과 수직인 경우
참고 문헌

[1] S. Choi, et. al.,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2021, pp. M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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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난류에 강한 FSO 전송을 위한 채널 상호성 기반 시간적 전력 할당
Optical channel reciprocity based temporal power allocation for turbulence
tolerant FSO transmission
권도훈*,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We propose a temporal power allocation technique using reciprocity based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of atmospheric channel which enables an enhanced FSO transmission performance. The proposed
technique was demonstrated using simulations and experiments and transmission performance was
effectively enhanced by applying the proposed technique.

FSO 수직 링크 전송 시, 기상 상황에 따른 대기 난류에 따라 시간에 따른 랜덤한 수신 신호 세
기 감쇠가 발생한다. 이는 신호 수신 시, 변화하는 평균 신호 레벨에 따른 수신 기법을 필요로하
며 이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1, 2]. 하지만, 강한 대기 난류 발생 시, 수신 신호는 수신단
의 receiver sensitivity이하로 감쇄되며 이러한 경우, 수신단에서의 처리로 신호를 보상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SO 채널 상호성 특성을 기반한 FSO 채널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적 전
력 할당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이론적 검증 및 실험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FSO 전송 시, up/down link가 동일한 경로를 통과하면 채널 상호성 특성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
로 시간에 따라 랜덤한 수신 신호 변화를 송신단에서 알 수있다 [3, 4]. 이를 통해, 강한 대기 난
류 채널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통신 성능 이하의 신호 세기 수신 시, 송신단에서의
파워 증폭을 통해 이를 보상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대기 난류 채널에서는 20 dB 이상의 수신
신호 감쇄가 발생하며 기본적인 FSO 송신단 구조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송신 power를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광 증폭기인 erbuim-doped fiber (EDFA)의 average
limiting 특성을 이용한 시간적 전력 파워 할당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시간적 전력 할당 신호의
signal to noise ratio (SNR) 분포이다. SNR 분포를 획득 후, 신호 전송까지 frozen 난류 채널을
가정하면 분포를 통해 FSO 전송 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SNR보다 작은 파워 수신 시 outage가
발생할 확률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송신단에서 증폭시켜야할 파워를 알 수 있다.
채널 상호성을 통한 채널 정보획득으로 파워가 감쇠되어 보상이 필요한 구간을 알 수 있으며 분
포를 통해 필요한 파워 공급량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간적 전력 할당 신호의 형태를 결
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간 전력 할당을 설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 설정을 보여
준다. 전력 할당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상호성과 난류를 고려한 2차원 FSO 링크
채널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전력 할당 여부에 따른 전송 성능을 나타낸다. SNR 마진 변
수는 정전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세분화되며 그림 2에서 임계값-1과 임계값-3을 나타낸
다. 송신 신호와 대기 난류의 대역폭은 각각 10Ghz와 100Khz이며, 대기 난류의 주파수 성분은 송
신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a)에서 -2dBm의 수신 광전력을 기준으로
전력할당 유무에 관계없이 정전 성능이 약 100배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b)에서 볼 수 있듯
이 초기 난류 강도의 증가로 인한 채널 열화로 인해 평균 광 전력이 감소하여 보상 가능한 정전
간격이 줄어들어 전력 할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전 성능 차이가 줄어든다. 그림 3(c)는

채널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전력 할당 기법을 적용한 전송 실험 결과로 그림 3(b)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SO 링크의 연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난류 FSO 채널의 전송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EDFA 평균 제한 기반 시간 전력 할당 기술을 제안했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기술이 강한 난기류 환경에서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시간적 전력할당 여부에
따른 수신 신호 SNR 분포

그림 2. 시간 전력 할당을 위한 FSO 송수신 구조

그림 3. 시간 전력 할당여부에 따른 FSO 통신성능 (a)수신 파워, (b)대기 난류 세기에 따른
simulation 결과 및 (c)대기 난류 세기에 따른 전송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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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광신호를 이용한 차량용 라이다 기술
A LiDAR using Optical Random Signal for Autonomous Vehicle Application
황일평*
삼성전자 시스템 LSI
In this paper, a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technology using optical true-random signal is
introduced. It’s operation principles and immunity on LiDAR-to-LiDAR mutual interference are discusse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은 빛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 및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
는 센서로서, 정확한 거리 측정능력과 뛰어난 공간분해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LiDAR의 거리 정보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과 사물들을
인지하여 안전한 주행 경로를 선택하는데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신뢰도
높은 측정 결과를 필요로 한다 [1]. LiDAR의 상호 간섭 (mutual interference) 다수의 LiDAR가
운용되는 환경에서 LiDAR가 자기 자신의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여 다른 LiDAR로부터 방출된 신
호에 의해 측정 오류가 유발되는 현상이며, 고질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안전한 자율
주행 기술을 위해 LiDAR의 상호 간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iDAR의 상호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위 (random) 신호를 적용한 LiDAR를 소개하고,
동작 특성과 간섭 영향을 논의한다 [3]. 제안하는 LiDAR의 무작위 신호는 광학적으로 무작위 특
성을 나타내는 spontaneous emission 광원으로부터 획득한다. LiDAR 수신단에서는 전송한 무작
위 신호와 수신된 광신호를 상호상관 (cross-correlation)을 연산 하여 두 신호 간의 상관관계 있
을 때에만 검출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LiDAR 신호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순수 무작위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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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Partition을 이용한 다차원 QAM-MDPSK 광 전송에서의 에러 플로어 완화
기법
Error Floor Lowering Using Set Partition in Multi-Dimensional QAM-MDPSK
Optical Transmission
이정문*, 하인호, 최재영, 현영진, 박진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In multi-dimensional QAM-MDPSK optical transmission, signal distortion occurs between QAM and
MDPSK. Consequently, there is a trade-off between error performances of QAM and MDPSK so that
error floor occurs. In order to lower the error floor, bit mapping by set partitioning is employed. As a
result, error floor was effectively lowered so that the overall BER performance was enhanced.

최근 8K TV, AR, VR등 고용량 서비스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 광통신에서도 점점 높은 데이터 전송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
나 광 변조기의 주파수 응답 한계로 인해 단일 파장에서의 주파수 효율을 높여야만 증가하는 데
이터 전송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광 전송에서 광 변조기의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다차원 광 전송이 주목받고 있다.
다차원 광 전송은 광의 세기, 위상, 편광 등의 여러 자원을 각각 하나의 축으로써 동시에 변조하
여 수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차원 광 전송을 하게 되면 축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러한 축 간 간섭은 광 신호 수신 시 성능 열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QAM-DPSK [1]는 ASK-DPSK [2]에서 매우 크게 발생하였던 축 간 간섭을 효과적으로 완화
하는 다차원 광 전송 기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축 간 간섭은 남아있으며, 특히 주파수 효율을 높
이기 위해 QAM과 DPSK에 동일한 심볼 주기 대신 동일한 변조 대역을 적용할 경우 축 간 간섭
영향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QAM의 수신 성능과 DPSK의 수신 성능 사이에 trade-off가 발생하
여 에러 플로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송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스펙트럼 효율을 높이기 위해 M-ary DPSK를 적용하여 QAM-MDPSK를 변조하게
된다면 QAM과 MDPSK를 각각 2차원 성상도 상에 표현이 가능하다. 이 때 축 간 간섭에 의한
왜곡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면 QAM은 MDPSK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MDPSK는 성상도 상
에서 한 쪽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에러 플로어를 발생시키는데,
QAM과 MDPSK가 각각 2차원 성상도에서 표현이 가능하므로 Set Partition을 통한 비트 매핑을
하게 된다면 성상도 상에서 실질적인 심볼 간 거리를 증가시켜 에러 플로어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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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PIRFSK-DPSK 광변조 다차원 광전송 기법 연구
Multi-Dimensional QAM-PIRFSK-DPSK Optical Modulation
하인호*, 이정문, 박진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We propose a novel multi-dimensional optical modulation based on direct detection system
using a single wavelength. The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the polarized intensity
rotational frequency shift keying, and the differential phase shift keying are simultaneously
modulated using the optical intensity, polarization, and phase. The BER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scheme were analyzed.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서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 및 고급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데이터
용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광전송 용량을 위한 다양한 기술
이 연구되고 있다.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 다차원 전송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차원 전송 기술에는 다중화 및 다차원 변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은 다중 파장을 사용하여 전송 용량을 늘리는 기술지만 각 파장에 대해 송
신기와 수신기가 필요하며 단일 파장에서 변조할 수 있는 대역폭은 파장 사이의 간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편광을 이용한 기술로는 PDM(polarization division multiplexing)과 PolSK(polarization
shift keying)가 있으나 편광을 이용한 광전송은 전송 중 발생하는 SOP(State of polarization) 변
화, 특히 RSOP(Rotation SOP)에 취약합니다. 광학 위상을 수신하기 위해 시스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MZI(Mach-Zehnder interferometer) 구조를 이용한 광직접검출로 광위상을 수신할 필요가 있
습니다. 따라서 단일파장기반의 광채널에 안정적인 새로운 다차원 광 변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파장을 사용하는 직접 검출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광학 다차원 전송을 제안합
니다.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및

PIRFSK(Polarized

Intensity

Rotational

Frequency Shift Keying) 신호는 광 세기변조되고 DPSK(Differential Phase Shift Keying) 신호
는 광 위상변조되어 송수신하여 제안된 시스템 QPSK, PIRBFSK 및 DBPSK 신호가 동시에 전송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QAM-PIRFSK-DPSK 변조 기법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
QAM-PIRFSK-DPSK의 전송 성능을 시연하였습니다. 차세대 광전송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다차
원 광 변조를 통한 전송 용량 증대가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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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DPSK 광전송 시 차원 간 간섭 제어를 위한 GCS 및 PCS 기법 연구
Multi-dimensional PCS and GCS in QAM-DPSK Optical Transmission to
Mitigate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박진우*, 하인호, 이정문, 현영진, 최재영,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Multi-dimensional optical transmission is a novel technique to increase spectral efficiency using
conventional devices. However,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caused by direct detection property of
photodetector limits its SINR performance. To mitigate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we propose
hexagonal-QAM based geometric constellation shaping and probabilistic shaping method.

최근 광 세기와 광 위상, 편광 상태 등을 각 차원으로써 이용하는 다차원 광전송 기술이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QAM-DPSK 기반의 다차원 광전송은 세기 차원의 QAM 신호와
위상 차원의 DPSK 신호를 하나의 심볼로 송신 및 수신함으로써 기존의 소자를 이용하여 광신호
전송 시 파장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직접 검출의 특성상 세기 차원의 신호가 위
상 차원에 간섭하는 차원 간 간섭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다차원 광전송의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
한 요인이다. [1] QAM-DPSK 신호 전송에서 QAM 신호의 세기가 클수록 광 세기에 의한 차원
간 간섭 파라미터의 분산이 커져 광전송의 에러율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은 Geometric 및
Probabilistic Constellation Shaping 기법을 통해 광 세기에 의한 차원 간 간섭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Consellation shaping 기법은 Sqaure-QAM 기반의 Constellation
대신 벌집 모양과 같은 형태로 심볼의 밀도를 높인 Hexagonal-QAM 기반의 Constellation을 이용
하여 다차원 심볼 간 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이웃한 Phase layer 간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Hexagon들을 배치하여 다차원의 특성을 이용하여 심볼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
진 Constellation의 형태는 그림1과 같다. 여기에 Probabilistic Constellation Shaping 기법을 적용
하여 차원 간 간섭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광 세기가 큰 심볼의 등장 확률을 줄여 심볼의 퍼지는
정도를 조정한다.

그림 1. Geometric constellation shaping

그림 2. 기법 적용 전후의 S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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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색변조기법을 이용한 Li-Fi 시스템
Advanced Li-Fi System Exploiting Fluorescent Photoluminescence
조성현*, 전현채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Fluorescent photoluminescence (FP) have been suggested as promising optical property that can enable a
wide field of view and high optical gain at the receiver. Also, it can be applied to generate white light
as well. In this work, FP based advanced applications are introduced and demonstrated.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OWC) 시스템에서,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일반적인 수
신기들은 작은 detection area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보다 적은 양의 빛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signal-to-noise (SNR)을 얻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compound probolic concentrator (CPC)를 포함하여 다양한 광학 부품들이 사용하여 SNR을 높이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수신기의 Feid-of-view (FoV)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Fluorescent photoluminescence (FP) 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다. FP를 이용
하여 집광기(Concentrator)를 구현한 경우를 fluorescent concentrator (FC)라하며, 이는 넓은
field-of-view (FoV)와 높은 광학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높은 이동성과 SNR을 가지는 시스
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FC를 사용하여 On-off keying (OOK) 통신 속도 향상과 함
께 주변광에 간섭에 대한 robustness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1]. 하지만 FC기반 수신기는 수
신기가 위치한 지점 외의 나머지 FC면에서 불필요한 손실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손실되는 빛을 막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백색광 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phosphor와 파란색 광원을 사용하여 백색 빛을 만들
어 사용한다. Phosphor는 파란 빛을 흡수하여 보다 넓고 긴 파장 대역으로 발산하여 백색광을 생
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빛과 파란빛이 합쳐지며 백색광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phosphor의 긴
photoluminescence lifetime (~us)으로 인한 낮은 대역폭으로 인해 고속 통신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2, 3]. 이를 보완하고자 yellow‐emitting Perovskite Quantum Dots (YQDs)을 사용하거나
Colloidal Quantum Dot를 사용한 백생광 변환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4, 5]. 하지만 이러한
lab-made 소자들은 상업화를 위해 안정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복잡한 생산 과정
을 거쳐야 한다. 즉, 이것은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고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조명 시스
템의 색변조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C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FP를 사용하여 백생광으로 변환하는 방
법 등 Li-Fi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FC의 성능을 향상시키 위한 손실되는 빛을 재사용하는 실
질적인 방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반사체 (Labmertian, Specular and retro)를 사용하여 향상되는
정도를 비교 및 분석하여 제시한다. 그림 1 은 retro 반사체를 사용한 FC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를 기반으로 Flood illumination에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약 2.5 배 증가함을 확인했고 그림 2에서
와 같이 retro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00Mbps의 DCO-OFDM 통신속
도 향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Pencil beam 상황에서는 FC에 수신되는 모든 지점에서
70~90%의 신호의 세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상업용 FC 기반 시스템에서 가
장 빠른 1.12Gbps의 통신속도를 달성했다.
FP를 사용하여 파란색 빛을 백색광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3은 FP를 사용
한 백색광 변환의 메카니즘을 보여준다. 파란 빛을 흡수하여 녹색으로 발광하는 녹색 FP와 주황

색으로 발광하는 FP의 조합으로 백생광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다양한 순서의 조
합으로 다양한 correlated colour temperature (CCTs)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수십 kHz ~ 수 MHz에 이르는 phosphor의 대역폭에 비해 높은 수십 MHz의 대역폭을 가지
고 있어 고속통신에도 용이하다. 그림 4와 같이, 이러한 FP를 사용한 백색광 통신에서 2.16Gbps의
통신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그림 1. 레트로 반사체로 둘러쌓인 FC

그림 2. Flood illumination에서의
DCO-OFDM 통신속도 비교

그림 3. FP를 이용한 백생광 변환
메카니즘

그림 4. FP 시스템에서 clipping level에
따른 BER 그래프 및 const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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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포토닉스 플랫폼 상의 이종집적 광전위상이동기에 관한 연구
Heterogeneously integrated optical phase shifters
on a Silicon photonics platform
김 영현*, 배 영주, 진 태원, 안 성의, 김 유신
*

younghyunkim@hanyang.ac.kr

Department of Photonics and Nanoelectronics, BK21 FOUR ERICA-ACE Center, Hanyang University, Ansan 15588, Korea

A silicon-based optical phase shifter marked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ilicon
photonics,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optical interconnect technologies that relax the
explosive datacom growth in data centers. High-performance silicon optical modulators and
switches, integrated into a chip,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optical transceivers, encoding
electrical signals onto the light at high speed and routing the optical signals, respectively. The
development of the devices is indispensable to meet the ever-increasing data traffic at higher
performance and lower cost. Therefore, heterogeneous integration is one of the highly
promising approaches, expected to enable high modulation efficiency, low loss, low power
consumption, small device footprint, etc,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 originated
from silicon’s poor electro-optic properties.
In this talk, we report heterogeneously integrated optical phase shifters for modulator
and switch applications in the next-generation silicon photonic platform [1-3].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21R1G1A1091912). The EDA Tool was supported by the IC Design
Education Center.
[1] Y. Kim, et. al. “Strain-induced enhancement of plasma dispersion effect and free-carrier absorption in
SiGe optical modulators,” Sci. Rep. 4, 4683, 2014.
[2] S. Kim, et. al., “Simulation study of a monolithic III-V/Si V-groove carrier depletion optical phase shifter”,
IEEE Journal of Quantum Electronics 56, p. 6300208, Feb. 5th, 2020.
[3] Y. Kim, et. al., “Heterogeneously-integrated optical phase shifters for next-generation modulators and
switches on a Silicon photonics platform: A review”, Micromachines , vol. 12, 6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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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파장 대역에서 동작 가능한 30 Gb/s PN 도핑 된
실리콘 도파로 기반의 광 검출기
A 30 Gb/s all-silicon P-N doped waveguide photodetectors
for telecommunication wavelength operation
박종우*, 한승준,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We demonstrate an all-silicon P-N doped waveguide photodetectors with a responsivity of 0.02 mA/W
at

C-band

and

0.2

mA/W

at

O-band.

With

the

optimized

operation

wavelength,

high-speed

photodetections of 10-30 Gb/s are achieved experimentally.

최근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간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고대역폭 저전
력의 광 송수신기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기존의 CMOS 공정기술을 사
용하여 송수신기에 필수 요소인 저비용 고효율의 광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기술이며 이를 개발하
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그러나 실리콘 포토닉스 플랫폼 상에
서 효율적인 광원과 광검출기(photodetector)를 집적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
근 몇 년간 실리콘 포토닉스 칩 상에서 순수 실리콘 기반 도파로 광검출기를 이용하여 광 파워
모니터링 및 고속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photon assisted
tunneling (PAT) 메커니즘 기반의 고농도의 P-N 접합 실리콘 도파로 광 검출기를 제작하였고 실
험적으로 30-Gb/s 속도의 데이터 전송 및 검출에 성공하였다.
실리콘 광검출기는 대전의 나노종합기술원(NNFC)의 공정 시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PN 도
핑된 립 도파로는 2000-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물 위에 220-nm 두께의 실리콘이 있는
Silicon-On-Insulator (SOI) 웨이퍼 상에서 제작되었으며, 500-nm 너비 및 90-nm 두께의 립을 가
지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1). 광 도파로 중앙에 위치한 P-N 접합의 P 도핑 농도는 약 2×1018
cm-3 이고, N 도핑 농도는 1×1018 cm-3 이다. 그리고 실리콘과 알루미늄 전극의 오믹 컨택
(Ohmic-contact)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1×1020 cm-3 농도의 P 도핑 지역과 N 도핑 지역을 추가로
디자인하였다. 실리콘 광 검출기의 동작 원리는 PN 접합을 통하여 높은 전기장을 실리콘 광 도파
로에 인가하면 tunneling-assisted absorption이 증가하여 광자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200-μm 길이의 실리콘 광 검출기의 photo current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압에 따른 dark
current를 측정하였으며 –6V 조건에서 1-μA 이하의 dark current를 가지며 높은 responsivity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측정된 responsivity는 C-band 조건에서 0.02 A/W 및 O-band 조건에서
0.2 A/W 이었다. 소자의 대역폭을 유추하기 위하여 Network Analyzer를 사용하여 S11을 측정하
였으며 추출된 저항 R = 10 Ω, 커패시터 C = 30 fF 이다 (그림 2). 계산된 소자의 대역폭은 약
450 GHz 이지만, 소자가 측정기기에 연결 되었을 때 50 Ω 저항에 의해 대역폭 감소가 일어난다.
광 검출기에 전달되는 변조된 광 신호는 30 GHz 대역폭의 Mach-Zehnder Modulator에 20-30
Gbps의 PRBS 신호를 가하여 생성되었으며 실험 셋업은 그림 3과 같다. 그 결과, PD에서 생성된
RF 신호를 60 GHz 대역폭의 증폭기에 연결 후 Digital Communications Analyzer 통하여 검출하
였으며 그림 4와 같이 아이-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소자 레이아웃 및 사진

그림 2. 측정 된 S11 파라메터 및 추출
된 소자 RC 값

그림 3. 측정 셋업 모식도

그림 4. 20 Gb/s 과 30 Gb/s 아이-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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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지 전계 강화를 위한 광검출기 도핑 구조 설계
Design of Fringe Electric Field Reinforced Germanium Photodetector
with Novel Doping Structure
서동준*,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 photodetector doping structure is proposed to reinforce fringe electric field inside the germanium
layer. We confirm the electric field magnitude enhancement by 5 to 10 times compared to that of the
conventional structure through 3D electric field profile simulations.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이용한 광소자 기술은 CMOS 공정과의 호환성을 이용한 전자소자와의
집적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소자의 소형화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을 통해 칩 생산의 저가
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의 광
소자 기술은 차세대 통신 시스템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1, 2].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검출
기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의 고속 변조 신호 수신을 위한 핵심 소자로서 높은 대역폭과 응답도 특
성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광도파로와 직접 연결
되는 도파로형 Ge-on-Si 구조에 도핑 층을 구성하여 PIN (Positive-Intrinsic-Negative) 다이오드
로서 동작하게 하는 광검출기 형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 빛이 입사할 때, 광검출기의 진성
영역에서 광전변환으로 인해 생성된 캐리어가 상대적으로 세기가 약한 (<5 kV/cm) 프린지 전계
에 영향을 받아 이동할 경우 포화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길어진다. 이와 같
은 이유로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캐리어의 수가 많을수록 광검출기의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며, 저
마늄의 흡수계수가 높은 O-밴드 대역의 파장에서 동작할 때 C-밴드에서보다 대역폭 하강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4].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아래와 같은 도핑 층 배치 구조인 NP-PIN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프린지 전계의 세기를 강하게 형성하여 캐리어가 해당 영역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대역폭
저하 문제를 완화한다. 구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nsys 사의 CHARGE 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그림 1의 위와 같은 수직형 PIN 배치 구조와 제안된 구조의 프린지 전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NP-PIN 광검출기는 저마늄 상부에 NP (Negative-Positive) 접합, 실리콘 상부에 PIN 접합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전계가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실리콘 상부의 도핑과 저마늄 상부의 도핑은
빛이 입사하는 방향 (y 축)과 저마늄이 생성되는 방향 (z 축)이 이루는 평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이므로 전계의 수평성분은 (x 성분) 서로 상쇄된다. 저마늄의 진성영역 (i-Ge)에 강한 전계를
형성하여 캐리어가 빠르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계의 세기가 상쇄되는 지점이 실리콘 층에
가깝도록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마늄 상부에 PIN이 아닌 NP 접합을 구성하여
N과 P 영역 사이의 거리가 대칭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전계의 수평 성분의 크기가 위치에 따
라 다르게 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구조에서 저마늄 상부의 도핑 구성과 실리콘 상부의 도핑 구성
이 yz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저마늄 진성영역 내부에서 저마늄층이 형성되는 방향 (z 축)으
로 생성되는 전계의 방향을 같게 만들어 서로 보강된다. 수직형 PIN 구조에서는 프린지 영역에서
저마늄 상부와 실리콘 상부에 존재하는 도핑 층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장만 존재하지만 제안된
NP-PIN 구조에서는 이에 더불어 실리콘 상부의 PIN 구조에서 형성되는 전계가 추가로 존재하여
전계의 세기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프린지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저마늄 상부와 실

리콘 상부에서 각각 생성된 전기장의 수평성분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일부 상쇄되지만, 수직성분
은 보강되어 기존의 수직형 PIN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수직방향 전계가 형성된다.
그림 2는 수직형 PIN 구조와 NP-PIN 구조의 프린지 전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구조는 저
마늄 층의 x=100 nm에서 yz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표시한다. 그림 2에서 전계의 크기는 진성영
역의 전자가 포화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전계 크기인 5 kV/cm를 최솟값으로 하여 각 전계
크기에 해당하는 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2에서 프린지 전계는 저마늄 상부의 도핑 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형성되는 전계이다. 수직형 PIN 구조와 NP-PIN 구조의 프린지 전계를 비교했을 때,
프린지 전계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NP-PIN 구조의 전계의 세기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계 세기의 차이는 실리콘 상부 PIN 구조의 진성영역 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2는 저
마늄의 높이가 500 nm, 실리콘 상부 PIN 구조의 진성영역 폭이 500 nm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
과로, 저마늄 층 내의 위치에 따라 기존의 수직형 PIN 구조 대비 최대 20배 이상, 평균 5~10배 가
량 전계의 크기가 강화되었다. 특히, NP-PIN 구조의 경우 대부분의 저마늄 층 내부에서 프린지
전계 크기가 10 kV/cm 이상으로 캐리어 포화에 의한 전계 크기 감소 (electrical screening) 현상
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자가 포화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전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수직형 PIN
NP-PIN 구조 (아래)

구조

(위)와

그림 2 프린지 전계분포: 수직형
PIN (위) 및 NP-PIN (아래)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o. 2019-0-00002, 광 클라우드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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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간격을 축소하는 각도 연마된 실리카 도파로 칩을 이용한 격자 결합 실리콘
포토닉 칩의 수평 광섬유 어레이 결합
Lateral Optical Fiber Array Coupling with Grating-Coupled Silicon Photonic
Chip Using Channel-Spacing-Reduced Angle-Polished Silica Waveguide Chip
한승준1,*, 박종우1, 차상준2, 이민우3, 장성훈3, 유경식1
1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2파이버프로 광소자연구실, 3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Lateral fiber array coupling strategy for silicon photonic chips with grating couplers is demonstrated
using angle-polished silica waveguide chips which reduce channel spacings. The proposed scheme shows
negligible coupling efficiency penalties (< 0.1 dB) compared to vertical coupling schemes and improves
optical port densities (30 μm).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 기반 공정을 재사용해 확장성이 있고, 광섬유 손실이 낮은 두 파장
대역 (C-band, O-band)에서 도파로 형성이 가능하고, 클래딩으로 사용되는 실리카와의 굴절률 차
이가 커 소자의 소형화와 디자인 자유도를 얻을 수 있다. 광섬유와 실리콘 도파로 간의 광 모드
크기 차이를 극복하고 광 커플링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결합 (End-fire coupling), 회절 격자 기반
결합 (Diffraction grating-based coupling) 등이 사용되고, 격자 결합 방식은 여유로운 정렬 오차
범위와 인터페이스의 자유도 및 확장 가능성, 후속 공정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들로 인해 패키징
에 있어 좋은 후보이다. 하지만, 격자 결합 방식의 칩에 광섬유 어레이를 그대로 패키징하면 수직
방향으로 높은 형태가 되고, 부피가 커지고 기계적으로 불안정하여 패키징 측면에서 좋지 않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도 정도로 각도 연마된 광섬유를 이용한 평면 패키징 방법이 연구됐고
[2], 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 효율 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도 연마된 실리카 도파
로 칩을 이용한 평면 패키징 방법이 연구됐다 [3]. 본 연구에서는 각도 연마된 실리카 도파로 칩
내부에서 채널 간격을 축소시켜 결합 효율 측면에서 패널티 없이 평면 패키징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광 포트 밀집도를 향상시켰다.
각도 연마된 실리카 도파로 칩은 광섬유 어레이에 부착되어 실리콘 포토닉스 칩의 광 결합에
사용된다. 실리콘 포토닉스 칩과 평행하게 놓인 광섬유 어레이를 따라 진행하던 빛이 약 40도의
각도로 연마된 면에서 전반사되어 실리콘 격자 결합기에 적합한 각도로 입사하는 원리로 동작한
다. 기존에 격자 결합기 기반 실리콘 포토닉스 칩의 평면적 광섬유 패키징을 위해 사용한 방식인
각도 연마된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각도 연마된 실리카 도파로 칩을 이용하는 것은 다양
한 측면에서 쉽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반사 후에 빛이 분산하는 거리를 줄일 수 있어 그
에 따른 추가 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채널 광 결합 시 실리카 도파로 칩 내부에서 코어
사이의 거리를 줄여 실리콘 포토닉스 칩과 결합할 때 채널 간격을 표준 광섬유 어레이 간격 (127,
250 μm) 보다 크게 줄이면서 면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각도 연마 실리카 도파로 칩은 성숙된 평판형 광도파로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공정
프로세스로 제작된다. 코어 물질로는 Ge 가 도핑된 실리카가 사용되고 증착, 포토리소그래피, 식
각, 각도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각도 연마 실리카 도파로 칩이 제작된다. 코어 실리카와 클래딩
실리카의 굴절률은 각각 1.455, 1.444 이며, 광섬유와 저손실 결합을 위해 코어 크기는 6 μm x 6

μm 로 제작됐다. 실리콘 포토닉스 칩은 실리콘 절연 웨이퍼 (Silicon on Insulator, SOI)를 사용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제작됐으며, 실리콘 소자 레이어 두께는 220 nm, 하부 절연 층 두께는 2 μm,

격자 결합기 형성을 위한 실리콘 식각 깊이는 70 nm 이다. 실리콘 격자 결합기는 1550 nm 파장
의 빛이 약 11.5도 각도로 공기 중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실리카 도파로 칩의 연마
는 41도 각도로 설정됐고, 표준 광섬유 어레이 간격 (250 μm)에서 실리콘 격자 결합기 어레이 간
격 (30 μm) 으로 채널 간격이 줄어들도록 제작됐다.
제작된 실리카 도파로 칩을 사용한 실리콘 포토닉스 격자 결합기와의 평면적 결합 효율은 1537
nm 파장에서 –3.51 dB 로 측정됐다. 이는 단일모드광섬유를 직접 수직적으로 결합했을 때 결합
효율인 –3.5 dB 와의 차이가 0.1 dB 이하로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본 실리카 도파로 칩 사용에서
성능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dB 손실 열화 기준 정렬 오차는 평면 방향으
로 2.5 μm, 수직 방향으로 5.5 μm 로 측정되어 패키징 시 여유로운 정렬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원래 입력 채널 30 μm 옆의 인접 채널에 광을 넣어서 측정한 크로스톡은 약 –40 dB 로 낮게 측
정되어, 약 8배 정도의 면적 효율 향상이 크로스톡 없이 이뤄졌다.

그림 1. 실리카 도파로 칩 광 결합 모식도

그림 2. 채널 간격 축소 모식도

그림 3. 정렬 오차 측정 결과

그림 4. 결합 효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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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Hz 직접 변조 ridge-type 이중 모드 레이저 비팅 광원을 이용한
300 GHz THz 무선 통신
Photonics-Based 300 GHz Band Wireless Terahertz Communications with
10Gbps Directly-Modulated Monolithically-Integrated Ridge-type Dual-Mode
Laser Beating Light Source
김영훈1*, 박동우1, 조진철1, 이의수1, 최다혜1, 신준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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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will demonstrate a photonics-based 300 GHz band single channel wireless terahertz
(THz) communication link with our novel dual-mode laser(DML) beating light source which is directly
modulated at the speed of 10Gbps.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46%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반으로 2022
년에는 77 EB/month(1 EB=  byte)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에 맞추어 초고속 통신 및 넓은 통신 대역폭을 갖는 주파수가 약 100 GHz~1 THz 범위에 해
당하는 테라헤르츠(THz) 통신은 6G 및 차세대 무선 통신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지난 10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테라헤르츠연구실은 개발한 이중 모드 레이저(Dual-mode
laser, DML)를 THz 비팅 광원으로 개발해왔으며, 이를 THz 비파괴 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응
용하였다 [2-5]. 기존의 DML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나 하나의 칩에 집적된 두 개의
buried-heterostructure (BH) distributed feedback(DFB)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side mode suppression ratio(SMSR)을 가지고 200 GHz-1.2 THz의 넓고 안정적인 튜닝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BH 구조 특성상 열적 영향을 많이 받고, 기생 커패시턴스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고속 직접 변조 비팅 광원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부 변조기 등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며 고속 직접 변조에 이용할 수 있고, 콤팩트한 사이즈와 성장 및 공
정이 용이하여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ridge-type DML을 개발하였다.

그림 1. ridge-type DML의 (a)구조, (b)top-view, (c)side view SEM 이미지, (d)모드 프로파일
그림 1은 제작한 ridge-type DML (a)구조와 (b),(c)SEM 이미지 및 (d)모드 프로파일을 보여준
다. 제작한 ridge-type DML은 n-InP 기판 위에 MOCVD로 성장하였으며 압축/인장 변형 된
InGaAsP MQW 활성층을 이용하였다. DML은 파장이 다른 두 개의 DFB 레이저와 한 개의 위상

조절 영역 그리고 두 개의 파장 가변을 위한 마이크로 히터가 실장 되어있는 구조이다. 위상 영역
에 인가하는 음전압은 하나의 칩으로 집적된 두 개의 레이저 격자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발진
모드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며 마이크로 히터는 각각의 DFB 레이저 아래에 위치
해있어 각각의 발진 모드의 파장을 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a)직접 변조 THz 무선 통신 셋업 모식도와 (b)측정된 BER 그래프
그림 2는 제작한 DML을 이용하여 구성한 (a)직접 변조 THz 무선 통신 셋업 모식도와 (b)BER
측정 결과 그래프이다. 제작한 DML의 안정적인 열적 특성과 단파장 DFB 레이저의 직접 변조를
위한 모듈 패키징을 진행하였다. 10 GHz의 RF 신호와 PPG를 통해 2Vpp를 갖는 신호를 바이어스
티(bias-tee)에 연결하여 DML로 인가해 준다. PPG에서 생성한 패턴은 PRBS(Pseudo Random
Binary

Sequence)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패턴

길이는

   로

설정하였다.

이후

EDFA(erbuium-doped fiber amplifier)에 의해 증폭된 변조 신호는 UTC-PD (uni-travelling
carrier photodiode)에 입력되어 THz 신호를 생성한다. back to back 및 자유공간 전송을 통해 전
송된 THz 신호는 SBD(Schottky barrier diode)를 통해 검출되어 오실로스코프 및 BERT(Bit
error detector)에 연결하여 측정을 진행한다. 측정 결과를 통해 얻은 BER은 back to back 및 전
송 거리 30 cm의 자유 공간 전송에서 모두   미만의 forward error correction(FEC)의 임계값
보다 낮은 결과를 얻어 THz 무선 통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개선
된 성능의 칩을 제작 중이며, 향후 이를 통하여 개선된 전송 거리와 파장 튜닝 특성 및 열 안정성
등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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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의 광 파장 안정화 기술
Wavelength stabilizer of laser diode modules
마병진*, 이관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We developed a simple wavelength stabilizer for laser diode modules used in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systems. The wavelength stabilizer uses a junction temperature control of the
pn-junction in laser diode chip without optical filter such as Fabry-Perot talon.

증가하는 데이터 용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WDM 시스템의 채널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채
널간격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사용되는 5G 광통신용 DWDM의 채널간격은 100 GHz
(0.8nm) 와 50 GHz (0.4nm)이고 원활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업계의 파장의 관리기준은 각각 +/0.1nm, +/- 0.05nm 정도로 매우 엄격한 파장 안정화가 필요하다.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 영역에
서 일반적으로 약 0.1 nm/℃의 온도민감도를 갖기 때문에 각각 +/-1 ℃ +/-0.5 ℃ 이내로 온도
를 일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모듈이 높이기 되는 환경의 변동을 보상하기 위해 TEC(Thermo-electric coolder)를 사용하여
항상 일정한 환경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부 광모듈에서는 Fabry-Ferot
필터를 통한 광출력을 모니터링하여 파장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TEC로 초
기에 설정한 환경 온도로 유지하여 파장을 안정시키더라도 LD가 열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발열량은 파장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방식은 광학 필터 등 추가적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TEC를 사
용하되 모듈의 환경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LD의 정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하기 쉽고 기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정션 온도와 기준 온도를 열저항으로 정의하고 이 값을 동적 열특성 평가 장치 등을 활용하여
미리 측정하게 되면 LD의 열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션 온도의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기준온도 값
을 열저항, 전류, 전압, 광출력의 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광
출력 일정 모드에서는 열저항, 전류, 전압의 값만으로 정션온도 일정을 위한 제어값을 구할 수 있
게 된다. 향후 구체적인 실험을 통한 제안하는 방식의 유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부자원부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의 성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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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heater가 적용된 DBR-LD의 동작 특성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DBR-LD with Micro Heater
오수환, 권오기, 김기수, 이철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무선원천연구본부
We developed a tunable DBR-LD within a 20nm tuning range using a heater tuning method. A DBR-LD
was fabricated using a five-step MOCVD growth procedures for having a high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e waveguide of DBR regions wa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substrate of device in
order to have high thermal confinement characteristics.

파장가변 레이저는 파장분할 다중망에서 다수의 파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
한 광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파장가변 레이저의 종류에는 external cavity, MEMS
VCSEL, DFB array, ring laser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중 소자의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이 용이한 DBR구조가 광통신용 광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1] DBR-LD의 파장 가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DBR 영역에 전류를 주입하는 구조에서 DBR 영역에 heater를 적용하여
heater에서 발생하는 온도로 파장을 가변시키는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2]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micro heater가 적용된 파장 가변 레이저를 설계하였다. 또한 DBR영역에 heater에서 발생하는 열
을 효과적으로 가둘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림 1는 설계된 DBR-LD의 계략도 및 제작된 소자의 표면 사진을 나타내며, 5번의 MOCVD
성장으로 소자를 제작했다. 제작된 소자는 PBH구조로 되어 있으며, DBR 영역은 heater에서 발생
한 열특성이 DBR의 광도파로에 효과적으로 가두어질 수 있도록 역메사 에칭을 통해 기판과 완전
히 분리되도록 제작했다. 모든 공정은 2inch 웨이퍼를 사용하여 stepper 장비로 공정을 진행했다.
그림 2는 제작된 DBR-LD의 파장 가변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a)는 DBR영역의 heater 부분
에 전류를 인가하여 약 20nm 정도의 파장가변 특성을 얻었으며, 그림 (b)는 0.8nm 간격으로
phase control 영역과 DBR영역의 micro-heater의 전류를 조정해서 16 channel을 측정한 결과이
다.
그림 3는 channel 9의 10Gbps로 변조시킨 DBR-LD의 20km 전송 전후의 BER 및 eye
diagram을 나타낸다. 20km 전송 전 후 power penalty는 0.5dBm 이하로 나타났으며, ER은 4.5dB
이상으로 나타났다.

(a)

(b)

그림 1. (a) Micro heater가 DBR-LD 계략도, (b) 제작된 DBR-LD의 표면사진

(a)

(b)

그림 2. Heater형 DBR-LD의 파장가변 특성. (a) 파장 가변특성, (b) 파장가변 영역의 발진
파장 특성

그림 3. DBR-LD의 전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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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편광을 위한 메타표면 집적 VCSEL 설계
The design of metasurface-integrated VCSEL for circular polarization
장재원*, 박민수, 박연상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We designed a vertical cavity to generate circular-polarized light by combining a metasurface
quarter-wave plate and a grating. The grating embedded in the cavity makes linear-polarized light
without the decrease of Q-factor. By integrating a metasurface QWP on the cavity, we could convert
linear-polarized emission into circular-polarized light efficiently.

편광은 광통신에서부터 디스플레이, 리소그래피, 계측 및 데이터 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학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형 편광(circular polarization)은 선형 편광(linear polarization)에
비하여 복잡한 발생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응용 분야는 현재까지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
는 선형 편광의 단점을 극복하는 원형 편광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형
편광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에서는 기존의 선형 편광을 원형 편광으로 변환함으로써 선형편광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1] 원형 편광 상태로 발광하는 광원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구조를 조절하여 카이럴 구조를 만들어 내는 접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메타표면(metasurfaces)을 활용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파장과
물질에 상관없이 기존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형 편광으로 발광하는 소자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표면으로 구현한 1/4파장판(quarter-wave plate, QWP)을 대표적인 발
광소자인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의 수직 공진기(vertical cavity)에 결합
함으로써 가시광 600 nm에서 원형 편광(circular polarization)을 발생시키는 소자를 설계하였다.
먼저, 우리는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 시뮬레이터를 통해 SiO2 기판에 장반경
110 nm, 단반경 45 nm, 높이 440 nm의 타원형 TiO2 기둥을 250 nm 주기로 반복함으로써 600
nm 파장에서 97.1 %의 투과율과 ∼98%의 변환 효율을 갖는 1/4파장판을 설계하였다. (그림 1a)
또한, 우리는 600 nm 파장에서 선형 편광을 생성하는 레이저 광원을 구현하기 위해 100 nm 두께
의 SiO2와 62 nm 두께의 TiO2를 반복적으로 적층시켜 제작한 상, 하부 DBR(Distributed Bragg
Reflector)을 제작하였으며 DBR 사이의 이득 매질에 폭 72 nm, 높이 300 nm의 TiO2 격자가 새겨
진 수직 공진기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두 구조물이 서로 45°의 각도를 가지도록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600 nm의 원형 편광 빔을 발생시키는 소자를 구현하였다. (그림 1b)
전체 구조에 대한 유닛셀(unit cell)을 계산한 결과, 600 nm에서의 494의 높은 Q-factor를 가지
는 공진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a) 이 공진모드는 공진기 내부의 TiO2 격자로 인하여 선
형 편광으로 편극되어 있고, 상부에 집적된 메타표면 1/4파장판에 의하여 원형 편광으로 변환되어
수직방사하는 모양을 “전기장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b) 선형 편광이
원형 편광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장의 직교성분이 π/2 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진기에서 방사하는 전기장 벡터 다이어그램의 직교성분의 위상차를 확인하면 진행하는 파에서
위상차가 π/2 로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직공진기의 격자 구조물이 선형 편광
광을 방출하고, 공진기 상부구조에 집적된 메타표면 1/4파장판을 이용하여 원형 편광 빛을 방출하
는 구조가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기반의 원형 편광 발광소자는 기존 광학소
자의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물질기반에 기대지 않는 구조기반의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파장에서 작동하는 소자를 설계하고 다양한 상업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메타표면 1/4파장판 모식도 (b) 메타표면 집적 원형 편광 수직공
진기의 전체구조 모식도

그림 1. (

a) 시뮬레이터로 계산한 공진모드의 스펙트럼 (b) 시뮬레이터로 계산한 전기장의 벡터 다
이어그램. 구조 내부에서 선형 편광인 전기장이 구조 외부에서 원형 편광으로 바뀌어 진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원형 편광 전기장의 직교성분(검은 선과 빨간 선)과 위
상차(초록 선)

그림 2. (

[1] Dong-Myung Lee, Jin-Wook Song, Yu-jin Lee, Chang-Jae Yu, and Jae-Hoon Kim,
“Control of Cicularly Polarized Electroluminescence Induced Twist Structure of Conjugate
Polymer” Adv. Mater. 29, 29, p. 1700907, 2017.
[2] Yincai Xu, Qingyang Wang, Xinliang Cai, Chenglong Li, Yue Wang, “Highly Efficient
Electroluminescence from Narrowband Green Circularly Polarized Multiple Resonance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Enantiomers”, Adv. Opt. Mater. 33, 21, p.
210065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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ࢿּ: ߦیκɾ˃ۺ
ࢵ: ଡ ( ݣػB. S. Ham)
ܖܕ: ˝࣯˕ଝ̛ܽࡕ ࢷ̛ࢷ৷ଈਫ਼˓ଝٕ
টԼ:
ߦ߳ ˝̛ ߾ݷটଞ ߦ ࡵݭ܁1990 ϗо߾ ࢿ̛Ѹ߹ˈ [1], 2000 ϗо
‘˝ҖٱԻࢇળ(PBW)’ԂЕ ࢇղࡳԻ ݨଵࢶࡳԻ ָ̍Ѹ߹Ь [2]. ߦ ݭ܁ࢷˈ ࡵݭ܁ई ʼ֍ࡸ
˝ଝࢂ ˵ࢸଞ˃Ο Rayleigh ࣱ̛ଞ˃ձ টࡖଜЕ ઞࢇؿ ࡶ۽Еі, ࢇ ۚԻࡋ ߦࣱ̛ࡶ
ଜࢇࣁتծ̐ ଞ˃Ԃ ଞЬ. ࢊ؆ࢶࡳԻ ݭ܁ଞ˃Е, ˃ଝ߾۰ एԻ ࡈیଜЕ ࣱ८߾ ࢂଥ
࣯߭एЕі, ˈࢷࢶ ࣱߦଞ˃Е ܹ قձ N ࢇԂˈ ଟ Ҷ ࣱ८Е 1/߾ ٸԷଜʯ ѹЬ.
ଞ, ߳˝̛ ߾ݷটଞ ߦݭ܁ଞ˃Е ߳˝۽˱ ࡶݷଜЕ ૦ ܹձ N ࢇԂˈ ଟ Ҷ,
ࣱ८Е 1/N ߾ ٸԷଜʯ Ѹ߭ ࢂ ߦࢇҗࡶ ߱ʯ ѹЬ. ҬԂ۰, N ࢇ ܹԼ ߦࢇҗࡵ ʯ
ѸΟ, ਼ N ձ ʉЕ ߳˝ࡳࢶ̛ܽ ࡵ۽ۢ ݷԻ ࡉ ߭Ԯࡋ ࠒࠇ߾ ܖଜ̛߾, ˈࢷˬٸ ˕ݭ܁
ࢇߦ ࢶࢿݨҗࢇ ࢊ߭ΟЕ N>100 ࢂ ߳˝ ۘݨی ࡵ۽ۢ ݷٙɼଜЬ [3]. ফ̒, ̛࣑
ߦˬٸ ˕ݭ܁, Ьհ ؏‘ ࢇئʼ֍ࡸҖٱԻࢇળ(CBW)’ԂЕ ࢇղࡳԻ ࢿݤѸ߹Еі, ࢇ ؏߾ئ
ࢂଜִ ցଜࣁш ɾ˃ۺձ ۴ࢶ ʼଢଜࠆ PBW ࢂ ߦࢶ ઞ ܹ ࡶ߱ ࡶ۽Ь [4]. ߦࠇଝࢂ
̒ɾࡵ -ળѰࢂ ࢇࣸ ߾۽Еі, ̛࣑ ߦ(ݭ܁PBW)ࢇ ࢶ ଥ۱߾ ࢂ࣑ଞ ؆ִ, ۚԻࢇ
ࢿݤѹ CBW Е ળѰࢶ ଥ۱߾ ̛টଜˈ, ۴ࢶ ցଜࣁшࢂ ࠉʼࡵ ɽ ցଜࣁшࢂ ࡢ̛ۘࢵձ
ࣸଜࠆ ۚԻࡋ ࡢ̛ۘࢵձ ؈ۢଜЕ ؏ࢇئЬ. ҬԂ۰, ̛࣑ PBW ߦ ࢇݭ܁૦ ܹ߾
ࢂ࣑ବЬִ, ۚԻࡋ CBW ߦ ࡵݭ܁ցଜࣁш ܹ߾ ࢂ࣑ଜʯ Ѹˈ, ҬԂ۰ ࡢۘ߇ࢽɼ ࣸࡁଞ
ѿɼ ѹЬ.  ق؈߾۰Е CBW ߦی ࢂ̛࣑ ࡶݭ܁κɾࡈࢶ ߾˃ۺଜࠆ ߦیκɾ˃ۺձ
ࢿ߇ଞЬ. ߔ۰ ۶ָବы CBW ߦ࣏˱ق̛ ࢂݭ܁Е ցଜࣁш ɾ ࢂ˃ۺ۴ࢶ ࠉʼࢇװԻ, ѿ
ʎࢂ ԯ˕ ѿ ʎࢂ ষԯࢇ ۰Ի י ˈיչЕ ˗˃ɼ Ѹˈ, ࢇԜଞ ˗˃ձ ضѹ یκɾ˃ۺ
˱࣏ձ ଥ ࣐ଜʯ ѹЬ. یκɾ ߭ ߾˃ۺ۰Ի ؆о؏ଯࡳԻ ୣࢷଜЕ ଞ ࢇڂ ࢂݷ
ઞܹۘоࢇ ۽Խଜ߾ ؈ۢଜЕ ݤɾ८߾ ࢂଞ ࡢۘ८ɼ ˋ ܁۰ࢂ ઞ ࢇ۽ѸЕі,
ߦیκɾ߾˃ۺ۰ ؈ۢѸЕ ࡢۘ८Е ̛࣑ یκɾˬٸ ࠪ˃ۺଟ Ҷ, ফ ܕό ؑ ࢇۘ ̐ ଥۘѦɼ
ऎоଡࡶ ˃ ࡶۏଥ ʦऎଜࠑˈ, ࢇ ଥۘѦ ऎоɼ ˋ ߦیκɾࢇߦ ࢂ˃ۺҗࢇ ѹ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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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QKD를 위한 실리카 PLC 기반 집적형 6편광 분할/결합기 개발
Development of Silica PLC-based
6-Polarization Beam Splitter/Combiner for RFI-QKD
최중선*, 김민철, 백주희, 최병석, 임경천, 김갑중, 고영호,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polarization beam splitter/combiner is developed for reference-fram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The device, which is miniaturized based on silica planar lightwave circuit technology,
provides minimum polarization extinction ratio of as high as 18dB within C-band. As a polarization beam
combiner, the device shows error less than 5 degree in Poincare sphere.

양자암호통신은 단일광자광원의 양자상태를 전송하여 양자키 생성을 하며, 전송 매질이 광섬유
라면 광자의 위상을, 자유공간이라면 광자의 편광을 흔히 양자상태로써 사용한다. 자유공간을 통
한 양자암호통신에서 편광은 송수신자간의 기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같은 편광을 서로 다
르게 인식하므로 양자비트오류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reference-frame-independent QKD (RFI QKD)이다. RFI QKD에서는 일반적인 편광기반
BB84에서 사용하는 H/V/D/A의 4개의 편광에 두 원평광(R, L)이 추가된다[1].
6개의 편광상태를 이용한 RFI-QKD를 위해서는 송신부에 6개의 편광상태를 생성하는 기능과
수신부에 이를 다시 분리하는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 광학 테이블상에서는 벌크 광학 부품들을 사
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이동체에 장착하는 것이 응용 분야의 하나인 자유공간 QKD에 적용하
기에는 부피나 정렬 안정성 측면 등에서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평판형 광도파로
공정 기술 [2]을 이용한 소형의 집적형 6편광 분할/결합 칩을 제작하였다.
그림 1은 소자 제작이 완료된 6편광 분배기 칩의 모습이다. 1550nm 파장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1X2 분배기, 2X2 MMI, 직선 및 곡선 도파로로 구성되어 있다. 실리카 광회로 자체만으로
는 편광을 분할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매우 어려우므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복굴절이 존재하
도록 그림 1과 같이 파장판 필름을 삽입하였다. 실리카 칩 공정이 완료된 후 도파로를 가로지르는
홈을 가공하고 파장판을 삽입 후 에폭시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소자를 제작했다.
파장판 필름을 삽입한 후 렌즈를 이용하여 소자에 특정 편광의 빛을 입사하여 편광 분할기로
동작시켰을 때의 출력광을 IR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가 그림 2이다. 6개의 출력 중 하나에서 빛이
소광됨을 알 수 있다.
모듈 제작은 양쪽 단면에 광섬유를 피그테일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었다. 소자의 단일 도파로부에
는 단일모드 광섬유(SMF)를 피그테일하였으며, 6채널 도파로부에는 6채널 PMF 어레이 블록을
피그테일하여 송신부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모듈에 빛을 입사시켜서 편광 분리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SMF를 통해
빛이 진행할 때 편광 변화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편광 조절기를 통하도록 해서
H/V/D/A/R/L의 6 편광에 대한 편광소광비를 측정하였다. 광섬유에 입사되는 6개의 편광 상태는
편광상태 생성기를 통해 만들어내었으며, 편광소광비가 각 입사 편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음으로써 SMF에 의한 편광 변화의 보상을 위한 편광조절기를 최적화했다. 측정
결과 C-밴드 파장 대역의 입력 편광 6종 모두에 대해서 18dB 이상의 편광 소광비를 보였다.
편광 결합기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6채널 PMF에 하나씩 광원을 연결하여 이때 출력되는

빛을 polarimeter로 측정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았다. Poincare 구 상에서 6개의 출력 편광
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동작이며, 측정 결과 5도 이하의 각도 오차를 보여 편
광 결합기로 충분히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1. 제작 공정이 완료된 소자의 모습

그림 2 편광 분할기로 동작할 때의 출력 분포

그림 2. 특정 편광의 빛이 소자에 입사했을 때의 출력 사진

그림 3. 모듈의 편광 소광비 스펙트럼

그림 4. 모듈의 편광 결합기로서의 성능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
해된 연구임.(1711126425, 근거리 저속 이동형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편광기반 무선 양자키분배 송
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 개발)
참고 문헌
[1] A. Laing et al., “Reference-fram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Phys. Rev. A 82,
012304 (2010)
[2] J. S. Choe et al. “Silica Planar Lightwave Circuit Based Integrated 1X4 Polarization Beam
Splitter Module for Free-Space BB84 Quantum Key Distribution”, IEEE Photon. J. 10, p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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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조형 기술을 적용한 평탄한 광전변조 광 주파수 빗 초연속체 생성
Electro-optic frequency comb based flat-top supercontinuum
generation via pulse shaping techniques
송민제*,1, 한상필1, 박재규1, 최현종1, 김성일1, Thanh Tuan Tran2, 김현덕3, 송민협1
한국전자통신연구원1,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3
We present the flat-top supercontinuum with 30GHz repetition rate. To improve the
spectral flatness, Gaussian pulse shaping was performed by iterative optical line-by-line
spectrum

shaping

and

nonlinear

polarization

rotation.

We

implemented

a

flat-top

supercontinuum with a 47.7nm bandwidth at 3dB.

초연속체(supercontinuum)는 스펙트럼 영역에서 매우 넓은 대역폭을 갖는 다중 파장 광원
이다. 초기에는 넓은 대역폭 특성을 이용하여 극초단 레이저로의 응용이 활발했으며 점차
초연속체의 스펙트럼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광통신 시스템, 마이크로파 포토닉 필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있다. 초연속체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방
법으로는 마이크로공진기 기반의 광 마이크로 빗(optical micro-comb), 모드잠금 펨토초 레
이저(mode-locked femtosecond laser), 광전변조 광 주파수 빗(electro-optic frequency
comb)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전변조 광 주파수 빗을 기반으로 초연속체를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고정밀 펄스 조형 기술과 비선형 편광 회전(nonlinear polarization rotation)에 의한 펄스
재조형 기술을 이용하여 가우시안(Gaussian) 펄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
하여 스펙트럼 평탄도가 개선된 초연속체의 측정결과를 발표한다.

그림 1. 초연속체 생성 실험 구성도
초연속체 생성을 위한 실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광전변조 방식의 광 주파수 빗은 한
개의 광강도변조기와 세 개의 광위상변조기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파장 조정이 가능한
CW 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심 파장을 1550nm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각 광변조기를 구동하는
RF 신호원의 출력 주파수는 30GHz으로 설정하였다. 초연속체는 비선형 매질인 HNLF(high
nonlinear fiber)에 입력되는 펄스의 자체 위상 변조(self-phase modulation)에 의한 스펙트
럼 확장으로 생성할 수 있다. HNLF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력 펄스
에 대한 분산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광 주파수 빗을 강한 세기로 증폭하여 강한 자체 위
상 변조를 유도해야 한다[1]. 실험 구조에서는 단일 모드 광섬유(single mode fiber, SMF)를
이용하여 광 주파수 빗에 대한 분산을 보상하였다. 초연속체 스펙트럼 평탄도는 HNLF로
입력되는 펄스의 형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탄한 초연속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펄스를 적용하고자 하였고, 푸리에 변환 관계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영역에서 펄스 조형기

(pulse shaper)를 이용한 가우시안 조형을 수행하였다[2]. 가우시안 조형된 광 주파수 빗을
HNLF에 입력했을 때 강한 자체 위상 변조를 유도하기 위해 EDFA(erbium-doped fiber
amplifier)를 이용하여 33.5dBm으로 증폭시켰다. 결과적으로 HNLF 출력 스펙트럼은 확장되
었지만 EDFA에서 모드 경쟁(mode competition)으로 인해 펄스의 형태가 왜곡되어 스펙트
럼 평탄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EDFA의 입력 및 출
력 부분에 편광 조절기(polarization controller, PC)를 위치하여 비선형 편광 회전(nonlinear
polarization rotation)에 의한 펄스 재조형을 수행하였다[3].

그림 2. 초연속체 생성 결과 (a) 기본 광 주파수 빗 기반 초연속체
(b) 가우시안 조형 적용된 초연속체 (c) 가우시안 조형 및 비선형
편광 회전 적용된 초연속체
실험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전변조 광 주파수 빗에 스펙트럼 조형 및 비선형
편광 회전에 의한 펄스 재조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초연속체의 스펙트럼 평탄도가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그림 2(c)와 같은 47.7nm의 3dB 대역폭을 갖는 초연속
체를 생성 결과를 확보하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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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유폴리머를 활용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납 유실 방지, 신축성 및 모듈화 구현 연구
Lead-Sealed, Stretchable, and Modular Halide Perovskite Optoelectronics via
Self-Healing Polymer Encapsulation
김인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
Self-healing polymer was used encapsulate halide perovskite-based optoelectronics. The resulting
devices exhibited lead sequestration, stretchability, and long-term operational stability. Furthermore, the
concept of modular electronics was realized utilizing self-healing polymer encapsulation platform.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정성, 유연/신축
소자 플랫폼과의 호환성 및 구동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결합을 가지는 자가
치유폴리머를 기반의 고기능성 봉지 소재를 통해 기존의 유리 기반 봉지 공정을 대체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안정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유리 및 자가치유폴리머로 봉지된 납 페로브스카이트 기
반 태양전지에 외부 충격을 가하여 손상시킨 후, 생체외 세포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리 기반 봉
지 공정이 적용된 태양전지의 경우, 세포 생존률은 약 42%로 상당한 양의 납 유출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가치유폴리머를 활용하여 봉지된 태양전지의 경우, 약 100%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어 자
가치유폴리머가 납의 유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연성 및 신축성을 갖는
자가치유폴리머의 특성을 활용하여 구동 중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신축성 태
양전지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가치유폴리머 봉지공정을 통해 50°C/50% RH 가
속 수명 실험에서 약 1,000 시간 이상의 장기 구동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가치유폴리
머의 접합 특성을 활용하여 레고를 쌓는 방식과 유사하게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 및 발광다
이오드의 조합으로 사용자 정의 모듈러 광전소자를 구현하였다.

그림 1. 유리 및 자가치유폴리머 봉지 공정이 적용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세포독성 실험

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유연 태양전지 및 가속 수명 실험을 통한 장기 구동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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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volatile optical phase shifter for integrated photonics
Jae-Hoon Han
Center for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Seoul, 02792, South Korea

Heterogeneous integration is a key technology for an integrated photonics platform. Especially, the
non-volatile operation of optical modulators and switches is indispensable for efficient large-scale
photonic operation, such as photonic computing and photonic neuromorphic. To achieve efficient and
multi-functional optical phase shifters for these applications, the non-volatile or bi-stable operation of
the optical phase shifter is widely investigated using a phase-change material (PCM) [1] or a ferroelectric
BaTiO3 (BTO) [2]. However, these approache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high loss due to the metal
phase of PCM and non-CMOS-compatible materials or processes, especially for front-end-of-line
(FEOL).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have suggested a non-volatile phase shifter with a series
connection of the ferroelectric hafnium-zirconium oxide (HfZrO2; HZO) capacitor [3, 4]. This nonvolatile operation can be a promising solution for multi-functional optical phase shifters.
[1]
[2]
[3]
[4]

H. Zhang et al., Optics Letters 43, 553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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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유지 광섬유의 광축을 회전시켜서 제작한 광섬유 위상지연기
Fabrication of optical fiber phase retarders by twisting optic axis of the
polarization maintaining optical fiber
천권욱*, 이은수, 진진웅, 오민철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Fiber optic phase retarders are produced by splicing two polarization maintaining (PM) fibers with an
offset of optic axis by 45° and adjusting the length of PM fiber to a certain length.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ist-and-discharge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phase retardation determined by the
length of PM fiber.

광섬유 위상지연기는 광섬유를 통과하는 빛의 편광 상태를 바꾸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광섬
유 위상지연기는 광섬유의 광축을 45° 틀어서 접합하고, 위상을 지연시킬 길이만큼 자르는 것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편광유지 광섬유는 복굴절이 크기 때문에 비트 길이가 짧고, 따라서
느린 광축으로 편광된 빛과 빠른 광축으로 편광된 빛 사이의 위상차를 원하는 정도로 만들기 위
해서는 광섬유의 길이를 수백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확히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제품으로 사
용되는 클리버를 이용해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로 절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며,
길이의 재연성이 나쁘다.
광섬유 위상지연기를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 트위스트 아크방전 방식이 있다[1]. 이 방법은 광섬
유를 원하는 각도만큼 트위스트 시킨 상태에서 위상지연기 길이에 해당하는 부위에 아크방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크방전이 가해진 부분의 광섬유가 녹으면서 트위스트된 각도만큼 광축이
틀어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위상지연기를 제작한다면 위상지연기의 길이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splicer는 Fujikura사의 FSM-100P이다. 이 splicer는 4 um 단위로 아크방전
지점을 조절할 수 있고, 트위스트 각도를 0.2°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아크방전 위치와 트위스
트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트위스트 아크방전 방식으로 위상지연기를 제작할 때는 여러 변수가 있다. 아크방전 세기가 너
무 강하면 광축이 무너지고, 아크방전 세기가 너무 약하면 광축이 돌아가지 않아서 위상지연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크방전이 가해진 부분의 광섬유는 광축이 돌아가지만, 600 um에 걸쳐 점
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아크방전 조건으로는 48°를 틀어야 실제로 광축을 45°
로 맞붙인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편광유지 광섬유에 아크방전을 시킬 때 광섬유는 스트레스를 받
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광섬유에 스트레스가 인가된 채로 아크방전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인가된
방향으로 광섬유가 휘어지게 되고, 광학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공정 조건을
최적화했고 광 축을 45°로 맞붙이는 위상지연기를 트위스트 아크방전 방식으로 제작했을 때 아크
방전에 의한 광 파워 손실을 0.3 dB였다. 그리고 느린 광축으로 선 편광을 입력했을 때 느린 광축
과 빠른 광축에서 출력되는 광 파워 차이는 3.04 dB였고, 이는 45.2°로 접합한 것과 같다.

그림 1 광섬유 위상지연기를 트위스트 아크방전 방식으로 제작하고, 위상이 지연된 정도를 측정하
는 실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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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편광유지 광섬유의 광축을 회전시킨
각도에 따른 편광 상태의 변화를 손실로 측정
한 결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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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도 환경에서의 3차원 광신호처리 기술
Three-dimensional optical signal processing under low light level environment
조명진*
한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부
In this paper, we present various three-dimensional (3D) optic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under low
light level environment. Among them, passive imaging technique for this environment is the photon
counting imaging which can detect photons from 3D scene by statistical process. For accurate recording
of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DHM) under this condition, we present angular spectrum matching
(ASM) with experimental results.

저조도 환경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상기록장치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광자를
검출하여 빛의 세기를 결정한다. 하지만, 저조도 환경에서는 영상기록장치의 감도의 제한으로 인
해 제대로 된 영상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세한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때에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피 (DHM)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데 저조도 환경일 경우에는 충
분한 간섭 무늬 패턴을 기록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 3차원 영상을 기록하
고 재생할 수 있는 photon counting imaging 기술과 DHM 기술을 설명한다.
저조도 환경에서 3차원 영상을 복원하는 광신호처리 기술에는 photon counting imaging이 있는
데 이 기술은 물체에서 나오는 극소량의 광자를 Poisson 랜덤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검출한다. 이
때 광자는 단위 시간과 공간에서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Poisson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집적 영상을 활용하면 다수의 서로 다른 원근감을 가지는 요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가능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을 구할 수 있고 최대 가능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으로 3차원 영상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MLE에서는 3차원 영상의 사전 정
보를 균일 분포 (Uniform distribution)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정밀한 추정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3차원 영상의 사전 정보를 Poisson 분포의 켤레 사전 분포인 Gamma 분포로 가정하고
Bayesian 추정법으로 3차원 영상을 추정한다 [1].
저조도 환경에서 저해상도 영상에 대한 3차원 복원을 위해서는 Photon counting PERT (요소
영상의 픽셀 재배치 재생 방법)이 필요하다 [2]. PERT 기술은 요소 영상을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서 복원할 때 중첩되는 픽셀을 평균화시키지 않고 픽셀의 위치만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3차원 영
상의 높은 공간 주파수 손실이 적다. 따라서 저해상도의 요소 영상을 사용하여 3차원 영상을 복원
하더라도 고화질의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미세한 물체의 3차원 정보를 관측하려면 DHM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저조도 환경에서 충
분한 간섭무늬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DHM 기술에서는 참조 빔을 획득해야지만 3차원 정
보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참조 빔은 주어진다. 따라서 저조도 환경에서의 DHM에서 양질
의 참조 빔의 스펙트럼과 물체 빔의 스펙트럼을 정합하는 Angular spectrum matching (ASM)을
활용하면 충분한 간섭 무늬 패턴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밀한 3차원 정보를 복원할 수 있
다 [3].
본 논문에서 설명한 기술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저조도 환경
에서 Bayesian 방법을 사용하여 3차원 영상을 복원한 결과이다. 그림 2는 저조도 환경에서 저해상
도 요소 영상으로부터 정밀한 3차원 영상을 복원한 결과이다. 그림 3은 저조도 환경에서 미세한

물체의 3차원 영상을 복원하는 DHM 기술의 결과이다.

그림 1. Photon counting 결과. (a) 원본 영상, (b) MLE 결과, (b) Bayesian 결과.

그림 2. Photon counting PERT 결과. (a) 원본 영상, (b) 기존 결과, (b) PERT 결과.

그림 3. DHM 결과. (a) 원본 홀로그램, (b) 저조도 홀로그램, (c) AS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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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daptive laser systems
전창수*, 최규홍, 김진주, 이달용, 김영찬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The techniques and algorith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ushing the limit of laser performances.
Modal decomposition and active-control of laser beams are presented, as well as introducing the trend of
AI-based laser researches.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첨단 산업 및 연구 전 분야에 접
목되면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던 레이저 성능 및 출력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및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레이저빔 분석의 경우, 측정된 임의의 빔 형상만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구성하는 고유 모드들 간의 비율 및 위상 정보를 실시간, 고정확도로 분석이 가능하다 [1,2]. 예를
들어, SPGD (stochastic parallel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은, 레이저빔을 구성하는 고유 모드들
의 세기와 위상을 무작위 조합하여 임의의 빔형상을 재구성하고, 측정된 빔형상과 일치도를 비교
하여, 일치도가 100%가 되는 방향으로 조합 계수를 조정해 나간다. 또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은, 고유 모드들의 조합으로 무수히 많은 빔형상들을 미리 학습한 후,
측정된 빔형상을 학습 데이터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결과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빔 분석이 가능
하다. 알려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서, local/global optimum을 구분하거나, learning rate
를 최적화하거나, 몇 가지 알고리즘의 장점만을 동시 적용하거나, sub-sampling 기법 등을 적용하
여 매우 빠른 속도 및 높은 정확도로 레이저빔 구성 성분의 세기비율과 위상정보를 얻어낼 수 있
다.

[그림 1] SPGD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드성분 분석 [2]
레이저빔 출력특성을 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 고속 능동제어 또한 가능하다 [3,4].
즉, 모니터링 시스템, 능동제어 소자, 인공지능 기반 제어기 등의 궤환제어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빔모드, 편광, 시간축 변수 등 레이저 출력 특성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이는 레이저 출력 특성의
항상성 유지에 활용될 수 있고, 또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특정 출력특성 증강에도 활용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레이저 분야 연구는 빔특성 분석, 능동제어 외에도, 레이저 설
계, 고효율 빔결합, 동역학 및 극한 이벤트 예측/분석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구동향을 소
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레이저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화려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좋은 연구결과로 이어지려면 결국 연구주제

가 중요할 것이다.

[그림 2] 레이저 특성 능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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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기계학습 기반 암세포 자동 분류
Automated Classification of Cancer Cells by Digital Holographic Imaging and
Machine Learning
Sungwoo Son*, Seonghwan Park, and Inkyu Moon
Department of Robotics Engineering, DGIST
Digital holography in a microscopic configuration can provide stain-free quantitative phase images
representing the intracellular content and morphology of cell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ed
method for classification of cancer cells in which several three-dimensional (3D) morphological features
are extracted, followed by the feature selection and the training of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and pattern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To diagnose cancer through laboratory tests, cancer markers are used to monitor cancer in
the blood. The detection of cancer markers or their concentration may indicate the emergence
of cancer or its recurrence. But detecting cancer markers need expert to check whether cells
are cancerous or not, and human flaws can result in incorrect diagnosi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automated method to classify various types of cancer cells.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DHM) is recognized as a promising tool for the study of many types
of cells since the quantitative phase imaging with DHM can provide quant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both the intracellular material and the thickness of the cancer marker [1].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utomated method for classification of cancer cells by combining
digital holography with machine learning. In our proposed schemes, the holograms of several
types of cancer cells are obtained by using off-axis digital holography After numerical
reconstruction of the holograms [2, 3], the reconstructed phase images with cancer cells are
segmented with a simple thresholding method and the cancer cells for each cancer type are
extracted at the single cell level. Several 3D morphological features related to the cancer cells
are obtained by using feature selection techniques and after the selection of the most
informative features, three different classifiers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pattern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are trained. In our experiments, we extracted 20 features
using FIJI to classify three types of cancer cells (lung, breast and skin cancer cells) [4].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calculated using 10-fold cross-validation (CV). The whole dataset
was divide in to 10 subsets. One of the 10 subsets was used as a test set, and others are
used as a training set. The average of the selected-feature set is compared against the whole
feature set, and the results of the different classifiers are shown in Table 1.
20 features
After FFS
Rising accuracy

Random Forest
83%
84%
1%

Test accuracy
Support Vector Machine
79%
81%
2%

Neural Network
84%
85.5%
1.5%

Table 1. Test accuracy before and after forward feature selection (FFS) using 10-fold
cross-valid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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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design of organic light-emitting diode structure based
on deep neural network
1

Min Seok Jang1, *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Daejeon, 34141, Korea
* jang.minseok@kaist.ac.kr

In this work, we present a neural network that receives the layer thicknesses and refractive indices as the
inputs and predicts the LEE response of a given OLED structure. The network is trained with a dataset
containing 260,000 structure parameter-LEE pairs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in-house Chance-Prock-Silbey
(CPS) model. The neural network was able to complete the spectrum predictions with 4×106 faster rate than the
rigorous electromagnetic simulation based on CPS formul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allelization with
RMSE of 1.86×10-3. Two different routes were taken for the inverse design of LEE responses. One was the
inverse neural network built by joining additional layers to the pre-trained forward neural network and the other
was the neural network assisted genetic algorithm (NNGA) which uses the forward network as the platform for
LEE prediction. NNGA showed superior performances in the inverse design of both existing and non-existing
LEEs whereas the inverse neural network was unmatched in terms of the computation speed. The NNGA also
successfully solves two representative OLED optimization problems: maximizing LEE and minimizing
angle-dependent white color variation. Considering that both problems possess large design spaces that are
difficult to be addressed by conventional numerical approaches employing rigorous electromagnetic
simulations, the neural network-based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work provides a promising platform for
tackling computation-heavy optimization tasks with one-time computation cost. Furthermore, different aspects
of the neural network including its one-to-many mapping behaviour, extrapolability, and comparison between
the inverse design methods were investigated ext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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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and evaporation hybrid process for the fabrication of high-resolution
side-by-side RGB OLEDs

Kwan Hyun Cho (1,*), Jun Yeub Le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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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Ansan 15588,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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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high pattern density levels of an emitting layer (EML) by a
solution process followed by intense-pulse-light (IPL) evaporation. Also,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 on the
co-solvent ink and the film properties of the IPL evaporated EML patterns for high-resolution OLED fabrication.

RESULTS AND DISSICUSION
High-resolution patterning of self-emitting materials such as organic EML and quantum dot (QD) films is
one of the preconditions for the both AR (Augmented Reality) and VR (Virtual Reality) applications [1-2].
Previously, we presented a hybrid approach of solution process and vacuum process for the fabricating
high-resolution line patterns of OLEDs [3-5]. In this work, through the solution processes of mask-free surface
treatment and ink filling only into the micro-channels, and vacuum-evaporation process of IPL evaporation, the
high-resolution line-patterns of OLEDs were fabricated: the line-patterned phosphorescent green OLEDs with
1867 PPI, red EML line-patterns of 2116 PPI and 2882 PPI. And the thickness and the profile of line patterns
were controlled by ink properties of co-solvent systems and size of bank and micro-channels. Finally, we
optimized the IPL energy for the IPL evaporation through the observation of interface properties between the IPL
evaporated EML and pre-deposited organic films.

Figure 1. Atomic force microscope (AFM) and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IPL evaporated EML patterns as the
variation of width of micro-channels: 3.5 μm (a), 4.5 μm (b), 5.5 μm (c), and 6 μ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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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rules for high performing luminescence solar concentrators and employing
non-decaying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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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scence solar concentrators (LSCs) can serve as energy harvestable windows in buildings.
Recent progresses in nanotechnology enable unprecedented emergences of novel fluorophores
such as quantum dots, perovskites and others, However, advance in fluorophores alone cannot fully
bring out LSCs’ best potential. Here, back to basics, we suggest design rules for practical meterscale LSCs in material-wise and dimension-wise. Once followed, the previously settled theoretical
limit is easily surmountable. The measured optical efficiencies are the highest, 45 % at 100 cm2 area
and 32 % at 71 of aspect ratio which is not just record high but 3× improved than the previous
one. More importantly, here, we introduce the novel LSC structure where photons’ non-decaying
path is installed and it shows record high 10 % of solar to electricity power conversion efficienc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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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모드결합형 편광제어소자의 동작파장대역 증가를 위한 광커플러 설계
Design of Optical Coupler used in Polarization Splitter-Rotator for Operating in
Broadband Spectral Range
김기섭, 정석환*,
수원대학교 전자재료공학부
Wide operating range of silicon-based hybrid mode-coupling polarization splitter-rotator (PSR) was
numerically analyzed. It was shown that one-way tapered asymmetric directional coupler used in mode
split region makes the polarization crosstalk lower for 80-nm-wide spectral range in O-band regime.

수백미터 이상의 인터커넥션에서는 단일모드 기반 진폭변조신호를 이용한다. 광송신부의 광원
에서 TE-mode로 발진한 신호는 송신부 내에서 편광을 유지하지만 단일모드 광섬유(SMF: single
mode fiber)기반 전송로에서는 신호의 편광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여 광수신부로 입사 시 임의의
편광을 가진다[1]. 광수신부를 형성되는 실리콘 광배선은 구조적 이방성이 큰 경향을 보이며 통상
적으로 TM모드는 TE모드보다도 30%이상 낮은 등가 굴절률을 갖기 때문에 특히 수신부에서 편
광성분간의 시간차(skew)를 초래하여 수신효율면에서 문제가 된다.
SMF와의 광결합 시 광수신부에 2차원 grating coupler (GC)를 이용하면 SMF내의 편광에 관
계없이 TE모드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GC는 손실이 크고 동작하는 파장대역이 좁은 것이 단
점이다. 배선형 편광제어소자(PSR: polarization splitter-rotator)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2-4]. 실리콘 광배선에 기반하는 PSR은 C-band대역[2] 및 O-band[3]에서 동작특성이
보고되었다. 본연구에서는 실리콘 배선형 PSR에 대하여 O-band 40-nm의 파장대역에서 양호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4]. 한편 인터커넥션에서 km급의 전송에서는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방식이 도입되어 있고 이 중에서 Coarse WDM (CWDM)방식
은 80nm의 파장대역이 필요로 되어 보다 넓은 대역폭에서 동작하는 PSR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광배선형 PSR의 파장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1은 실리콘 배선형 하이브리드 모드결합에 기반한 PSR구조이다. PSR은 하이브리드 모드
변환영역(Rib형의 배선구조)과 모드분리영역(Channel형 배선구조)으로 구성된다[2]. 그림 2는 실리
콘 배선폭에 따른 각 여기모드의 관계를 나타낸다. Si-core두께(220nm), slab두께(90nm) 및 slab
폭(100nm)의 Rib형 배선을 가정할 때 배선폭 600nm 근처에서 TM00-TE01모드변환이 발생한다.
즉 TM00모드 입력신호는 모드변환영역 배선폭 및 구조 최적화에 의해 TE01모드로 변환되어 비대
칭 방향성 결합기 (ADC: asymmetric directional coupler)기반 모드분리영역으로 입력된다.
그림 3은 초소형 설계[4] 및 광파장대역 설계 ADC에 대하여 (a)TE00모드 및 TE01모드 입력에
대한 모드분리영역의 전파특성, (b)TE00모드입력 및 (c)TE01모드입력에 대한 두 종류 ADC출력의
파장의존성을 나타낸다. (a),(b)에서 TE00모드입력의 경우 ADC설계와 관계없이 비대칭 배선폭에
의한 위상부정합에 기인하여 A1-port에서 출력되고 A2-port에서의 출력이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E01모드입력의 경우 초소형 설계ADC가 반파장 위상정합하기 때문에 compact한 길이
(LDC1=12μm)를 실현한다. 한편 광대역설계ADC는 DC Gap를 일정하게 취하면서 One-way한
Taper구조를 상대적으로 길게 취하여 (LDC2=300μm) 임의의 파장에 대한 최적의 위상정합을 DC
영역의 임의의 위칭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파장대역에서 모드분리를 실현한
다. (c)의 결과에서 초소형 설계의 경우 TE01모드의 위상정합조건이 파장에 대하여 정현파적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중심파장(λ=1.31μm)에서 벗어날수록 A1-port로의 crosstalk이 증가한다. 그러나
광대역설계ADC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동작파장이 중심파장에서 벗어나도 상대적으로 긴 One-way
Taper영역에서 위상정합하게 되므로 80nm의 대역폭에서 crosstalk을 <-20dB로 제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입력신호의 편광상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TE00모드로 출력되기 때문에
Polarization Diversity구성을 이용하여 임의의 편광신호에 대한 수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광대역
파장특성은 CWDM응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자 제작에 따른 파라미터 변화에 대
한 특성의 robustness로 연결되어 fabrication tolerance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 하이브리드 모드결합형 편광제어소자

그림 2. 배선 폭에 따른 모드여기 관계

그림 3. 편광제어소자의 모드분리영역에서의 출력특성 (a)두 종류의 비대칭 방향성결합기 구조 및
출력채널의 관계, (b)TE00모드 입력에 대한 출력특성, (c)TE01모드 입력에 대한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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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을 위한 인터포져 비아 연구
A Study of An Interposer Via for An High Density 3D Integrated Package
Optical Module
이정찬*,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We explain the importance and role of an interposer for an high density 3D integrated package optical
module, and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as a high-speed signal line in the interposer via. And also, we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future research on improving temperature characteristics.

대역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모듈의 데이터 용량은 2010년과 현재 사이에 0.64에서 25.6Tb/s
로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실효적인 이더넷 스위치와 광학 장치를 위해서 비용, 대역폭 밀도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데이터 센터에서는 2025년까지 광 I/O 속
도를 3.2Tb/s로 높혀질 것으로 발표되고, 광 I/O를 위한 co-packaged optics 기술 제안 및 다채널
집적화 기술이 연구 되고 있다[2]. 단일 집적 레이저로 실리콘 포토닉스 송신기를 사용한 400Gbps
PAM-4 신호 전송이 발표되어 실리콘 광자 집적 회로(PIC)는 높은 변조 성능, 작은 상면적, 높은
양산율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3]. 최근에는 고밀도 광 모듈의 구현 핵심 기
술로 인터포져(Interposer)에 관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4, 5].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구성으로 인터포져에 있어
서 관통 비아(Via)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인터포져에서 구리(Cu) 재질로 구성된 비아(Via)의
S-parameter 특성 결과를 보이고,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의 열해석 결과 분석 및 향후 고
밀도 고온 동작의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구현에 관한 연구 분석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림 1은 신호 속도별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구현 형상을 나타낸다. Flexible PCB
interposer, Rigid PCB interposer, Si interposer 가 각각 적용되어 4 x 10 Gb/s, 4 x 25 Gb/s, 4
x 100 Gb/s (50 Gbaud)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3D 집적 패키지로 구현되었다. 그림 2는 그림 1에
적용된 인터포져(interposer)를 구성하는 구리(Cu) 비아(Via)의 S-parameter 특성을 보여준다.
Double blind via 구조인 Flexible PCB interposer와 Rigid PCB interposer는 전달 손실 대역 (S21)
약 40 GHz(@ -3 dB)과 반사 손실 대역 (S11) 약 50 GHz(@ -10 dB)의 특성을 보이며, Thru via
구조인 Si interposer에서는 전달 손실 대역 (S21) 약 30 GHz(@ -3 dB)과 반사 손실 대역 (S11)
약 30 GHz(@ -10 dB)의 특성을 얻었다. 그림 3은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의 열해석 결과
를 나타낸다. 실험 측정 데이터 기반 열원 모델링과 대류 열전달계수 값을 산출하여 표면 열전달
과 대류 영향에 의한 온도분포를 해석한 결과이며, 광원 표면과 표면 근접 대류 간 온도는 약 1
3·℃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더욱 높은 주변 전자 소자 간의 열적 평형을 이룰 시 더욱 높은
온도 차이의 결과가 예측된다. 따라서,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구현에 있어서는 온도 차를
최소화하는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4는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인터포져에서의 비
아(Via) 구성 재질별 특성이다. 온도 특성 개선에 있어서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 비아 구성 재질
이 관한 분석 결과로 구리(Cu), Carbon Nano-Tube (CNT), Graphene Nano-Ribbon (GNR)에 대
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1에서 설명한 Flexible PCB interposer, Rigid PCB interposer, Si
interposer에는 구리(Cu) 재질로 구성된 비아(Via)가 사용되었으나, 그림 4의 분석에 의하면, 비아
(Via)의 내부 구성 구리(Cu)에 비해 Carbon Nano-Tube (CNT)와 Graphene Nano-Ribbon (GNR)

의 경우 Current density 측면에서 약 100배, thermal conductivity 측면에서 약 2~5개 높은 효율
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밀도 고온 동작의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구현에 유리 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 발표에서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에서의 인터포져 비아(Via) 연구 결과와 향후
연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내부
그림 1. 신호 속도별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그림인터포져에
구성된 구리(Cu) 비아의
광모듈 구현 형상
S-parameter 특성

그림 3.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의
열해석 결과

그림 4. 고밀도 3D 집적 패키지 광모듈
인터포져에서의 비아 구성 재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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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outi 코딩된 단일 캐리어 코히어런트 전송을 위한 DSP 구조
DSP scheme for Alamouti coded single-carrier coherent transmission

오정열*, 나해영†, 문상록*, 이준기*, 강헌식*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IRO&I

We address the DSP scheme applicable for single-carrier Alamouti-coded signals based simplified single
polarization coherent receivers. The proposed scheme has been verified for single-carrier 100Gbps 16QAM transmission over 20 km standard SMF. It has an improvement of 1.2-dB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cheme. And the proposed scheme shows 0.1-dB penalty under the PMD is 2-ps, while the
conventional shows 2-dB penalty.

다가오는 6G 네트워크의 초고밀도 모바일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광통신 인프라를 위해서는 광액세
스망은 Tbps급 전송용량이 예상된다. 코히어런트 광전송기술은 높은 수신감도, 높은 스펙트럼 효
율, 높은 파장/주파수 선택도를 얻을 수 있어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신호 처리와 편광 빔 스플리
터 (PBS), 90도 광학 하이브리드, BPD (Balanced PD)등의 광부품 사용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송신기에 편광 시간 블록 코딩을 채용하여 수신기에 50% 낮은 광학 복잡
성을 가지는 단일 반송파 코히어런트 광수신기를 위한 디지털 신호처리 구조 및 시뮬레이션 결과
를 보인다. Alamouti 코딩은 무선 통신에서 단일 수신기를 사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 제안된 시공간 블록 코딩 방식이며, 이를 광통신에 적용하여 그림1과 같이 2개의 편광 (x
및 y 편광)에 대한 편광 시간 블록 코딩 (Polarization Time Block Coding : PTBC)를 통해 신호를
전송한다.

x 및 y 편광 모드를 통해 전송되는 심볼은 상호 직교하며 심볼의 중복 특성으로 인해

송신시 50% 대역 효율이 감소한 반면 수신기에서 단일 편광 코히어런트 수신기를 구성할 수 있
어서 50%의 광부품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 두 편광모드에 Alamouti 코딩된 전송 신호
Alamouti 코딩된 심볼은 편광 효과를 갖는 수식(1)의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단일 편광 코히어
런트 수신기에서 검출된 신호는 하나의 편광 즉 x 편광으로 수신되어 90도 광학 하이브리드를 거
쳐 수신된 심볼은 다음 수식(2)와 같다. 여기에서 𝜃는 레이저 위상 잡음 샘플이며, 두번째 수신된
심볼에 conjugate 연산을 취하면 수신 심볼은 다음 수식(3) 과 같이 표현된다. Zero-forcing
criterion을 적용하여 2x2 MIMO 등화기를 위한 다중탭(tap) FIR 필터계수와 반송파 위상 추정기

(CPE)의 싱글탭 필터 계수를 수식(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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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TBC 편광 및 위상 복원 적응형 등화기 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TBC 편광 및 위상 복원을 위한 적응형 등화기 구조를 보인
다. 단일 편광 코히어런트 수신방식은 하나의 편광 정보만을 사용하므로 PMD (Polarization Mode
Dispersion)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종래 구조[1]에서는 수신 심볼 한쌍을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분리하여 등화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PMD에 열악한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 신
호를 심볼 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수신 샘플 단위로 입력을 받아 처리하도록 등화기의 입력 구조
를 변경하였다.

그림 3. PMD에 따른 성능 비교(OSNR 24dB)

그림 4. OSNR에 따른 성능 비교 (PMD 2ps)

BER 3.8x10-3 기준 제안하는 방식은 종래 방식보다 약 1.2dB 성능 향상을 보이고, PMD ±2ps
에서 종래 방식은 2 dB의 성능 페널티를 보이는 반면 제안하는 방식은 0.1dB 성능 페널티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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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전치코더 등화기
Precoding Equalizer for Compensating Nonlinear Characteristics
이승우*, 문상록,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e demonstrate transmission of 100Gbaud rate of PAM4 signals over 10km of optical fiber by THP
equalizer. Experimental results satisfy HD-FEC threshold limit using an THP equalizer that compensates
for nonlinear characteristics.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내부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의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단거리 링크에서 파장당 200Gbps 급의 전송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2]. 단거리 전송에서는 코히어런트 방식에 비해서 비용, 복잡성 및 소비
전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세기 변조/직접 검출(IM/DD; Intensity Modulation and Direct
Detection)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PAM4 방식은 이더넷(GbE) 응용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송 방식이 되었다 [3].
100Gbaud 급 이상의 고속 PAM4 신호 전송시에는 광전자 소자들의 비선형 특성들과 부족한 대
역폭에 의해 신호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제한된 대역폭의 채널을 통해 신호간 상호간섭(ISI;
Inter-Symbol Interference)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송신단에서는
THP(Tomlinson-Harashima Precod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4]. 하지만, THP를 송신단에서 사
용하여 부족한 대역폭에 의해 발생하는 ISI 현상을 보상하더라도 고속의 PAM4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선형 왜곡에 의한 성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한 비선형 THP 등화기에 대한 설계가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비선형 THP 등화기를 송신단에 사용하여 100Gbaud
급 PAM4 신호 전송에 적용하고 이를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실
험 구성도와 DSP 블록은 그림 1과 같다. 100Gbaud PAM4 신호는 120GSa/s 임의 파형 발생기
(AWG)를 사용하고, 10km 광섬유를 거쳐서 160GSa/s 실시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신호를 샘
플링한다.
고속의 심볼율에 따라서, 대역폭 제한 뿐만 아니라, 비선형성 장애로 인해서 시스템 성능 저하
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x 측에서 간단한 구조의 LUT(Look Up Table)
기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본 논문에서는 LUT 기반의 비선형성에 의한 왜곡을 보상
하고, THP에 의한 ISI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LUT 기반의 비선형 보상용 THP는 DFE를 통해서 수신한 신호 레벨에 따라서 modulo 출력 값의
신호 레벨이 아닌 effective data sequence 값의 신호 레벨을 적용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그림 2는 10km 광섬유 연결의 구성에서, 송단에 비선형 특성 보상용 THP를 포함하고, THP 계
수를 변화시키면서 BER 성능을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녹색 실선은 비선형 특성 보상
용 THP를 추가한 경우의 MLSE에서 측정한 BER 결과이고, 빨간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은 각각
기존의 THP 구조를 사용할 때 DFE에서 측정한 BER 결과 및 MLSE에서 측정한 BER 결과이다.
특히, 기존의 THP를 적용한 구조에서 비선형성 THP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향상된 BER 값으로
인해 HD-FEC 임계치 값 이하의 BER을 갖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및 DSP 블록

그림 2. 비선형 THP 구조의 BER 성능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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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자 상태를 사용하는 기준틀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시스템에서
송수신부 결함 효과
Effect of Imperfect Transmitter and Receiver in Reference Frame 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with Fewer Quantum States
임경천*, 최병석, 백주희, 김민철, 최중선, 김갑중, 고영호,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광학연구실
Effect of imperfections in transmitter and receiver in reference frame independent (RFI)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with fewer states is analyzed. To characterize the imperfections, we utilize general
form of measurement bases. As a result, the imperfections affect more RFI QKD with fewer states than
original RFI QKD.

광섬유로 연결이 불가능한 이동체에서 양자키분배를 위해서는 무선 양자키분배기술이 필수불가
결하다. 무선 양자키분배 관련 연구는 드론, 위성을 대상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2]. 이
동체라는 특수성은 송수신부 사이의 암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양자상태를 정의하는 기준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BB84 프로토콜과 같이 고정적인 기준틀이 요구되는 양자키분배 프
로토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체로 인한 기준틀 변화에 무관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틀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3]. 이 프로토콜은 기
준틀에 무관한 특성을 얻기 위해 BB84 프로토콜보다 더 많은 양자 상태를 사용한다. 이를 완화하
기 위해 적은 상태를 사용하는 기준틀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4]. 이 프로토
콜의 기준틀에 무관한 성능은 이상적인 환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송수신부를 구
성하는 부품 혹은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기준틀에 무관한 성능 효과가 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은 양자 상태를 사용하는 기준틀에 무관한 양자키분배를 구성하는 송수신부의
결함으로 인한 양자 비트 오류율, 보안성 파라미터 및 암호키 생성률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711126425, 근거리 저속 이동형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편광기반 무선 양자키분배
송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 개발), (1711126270, QKD 프로토콜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
노드 코어 및 인터페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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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QSFP-DD800 광트랜시버 냉각성능 분석
Cooling Performance of QSFP-DD800 Optical Transceiver for Datacenter
Network
권상진*, 권원배, 정수용, 이종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his paper reports on the study of case temperature of QSFP-DD800 optical transceiver. Through
nume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ptical transceiver's operating case temperature could be
below 70°C while maintaning LD temperature below 45°C at 45°C controlled air environments.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광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광트랜시버는 시스템 구축비용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최근, 지능정보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는 대형화,
고속화 및 저전력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내부 대용량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PAM4 (Pulse Amplitude Modulation level 4)기술을 적용한 채널당
100Gbps 기반의 400Gbps 광트랜시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고도화 추세에 따라 800Gbps급 광트랜시버 공급을 위한 QSFP-DD800
MSA(Multi Source Agreement) 표준이 장비 및 부품제조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QSFP-DD800 광트랜시버는 신호처리 및 제어를 위한 DSP-IC (Digital Singal Processor
Integrated Circuit), MCU (Microcontroller Unit) 등 전자소자, 광원소자 및 온도 제어용 열전냉각
소자 (Thermoelectric Cooler, TEC) 등 전력 소모량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광트랜
시버는 최대 소모전력 25W, 케이스 온도 75°C 이하의 냉각성능이 요구된다[1]. 본 논문에서는 온
도제어가
필요한
LWDM
(Long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8채널
EML(Electroabsorptive Modulated Laser) 광원을 기반으로 하는 QSFP-DD800 광트랜시버의 냉
각성능을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은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된 QSFP-DD800의 구조이다. 부품과 케이스 사이에는 방열 패
드를 삽입하여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이 열전달에 의해 케이스 외부로 방출되도록 배치하였다.
표 1은 각 부품들의 소모전력과 외기온도 등 열해석 조건이다. 외기온도는 데이터센터 내부 환
경 조건 45°C를 적용하였으며 외부 공기 유동에 따른 광트랜시버 케이스의 대류열전달계수는
QSFP-DD800 MSA의 White Paper[2]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이때, TEC 발열량은
EML의 온도를 45°C 로 제어하는데 필요한 소모 전력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는 상용 유한요소 소프트웨어(Solidworks)를 이용하여 예측한 광트랜시버 케이스와 내부
TEC 및 EML 의 온도분포이다. Condition 1 의 총 소모전력 21.92W 조건에서 DSP-IC와
TOSA(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위치의 케이스 상면 온도를 기준으로 EML 제어온도
45°C 일 때 케이스 온도는 70°C로 75°C 이하의 냉각성능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Condition 2 와 같이 외장형 Driver-IC를 DSP-IC에 내장된 Driver 기능으로 대체 하고, EML 구
동 전류를 80mA로 낮출 경우 TEC의 소모전력 감소에 따라 광트랜시버 케이스 온도는 64°C 이
하까지 획기적으로 감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ondition 3 과 같이 EML의 고온 동작특성을 개
선하여 55°C 동작이 가능할 경우 TEC 소모전력을 0.7W로 줄일 수 있으며, 통상 광트랜시버의 저
소모전력화를 위해 TEC를 적용하지 않는 비냉각형(Un-cooled) EML 기반 광트랜시버는 고온 동
작시 신호품질 저하에 따라 DSP-IC 소모전력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호품질이 중요한
10km 이상의 장거리 전송에서는 TEC를 적용한 EML 광트랜시버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1. 수치해석을 위한 QSFP-DD800 부품 배치도
표 1. 부품별 소모전력 조건 및 광트랜시버 케이스 온도 해석 결과

Condition 1

11.5
W

(Low power mode)

Condition 2

10W

Consumption Power of Components
TOSA
ROSA
Driver
EML
TEC
TIA MCU
IC
1.22W
2.2W
3W
2W
2W
(ILD=100mA)
0.96W
1.5W
2W
2W

Condition 3

10W

(ILD=80mA)

DSP

(Low power mode)

(ILD=80mA)

0.96W

0.7W

-

2W

2W

Simulation Result
ΔT
TEML TCase (T -T )
Case a
[°C] [°C]
[°C]
[°C]
Ta

Total
21.92W
16.46W
15.66W

45

45

70

25

45

64

19

55

63

18

그림 2. 광트랜시버 케이스 온도 분포 및 TEC/EML 온도 분포 (a) Condition 1 (b)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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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25G-PON의 초저지연 대역 할당 기능 구현
Implementation of Bandwidth Allocation Technology of Next-generation
25G-PON
두경환*, 정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OLT requires DBA technology for allocating a bandwidth with base station scheduling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cycle-based cooperative DBA applicable to next-generation
25G-PON, and present the results of verification through a mobile emulator implemented.

5G 전파는 도달 거리가 짧아 셀이 소형화되므로, 증가한 기지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증가한다. PON(Passive Optical Network)은 point-to-multipoint 구조로 가격 경
쟁력이 높아서 백홀 뿐만 아니라 프론트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프론트홀에
PO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송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OLT는 기지국 스케
쥴링 정보로 대역을 할당하는 DBA(Dynamic Bandwidth Allocation)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차세대 25G-PON에 적용 가능한 싸이클 단위의 cooperative(Co)-DBA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
바일 에뮬레이터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FPGA에 구현하고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바일 에뮬
레이터 스케쥴러는 500μs 무선 슬롯을 가정하고, NR TDD 포맷에 맞춰 ORAN split option 7-2x
의 심볼의 패킷 송신을 제어한다. OLT의 DBA 모듈은 ONU의 패킷 수신 예상 시간 맞춰 싸이클
단위로 ONU에 대역을 할당하여 PON의 지연시간을 250μs 이하로 제어한다. 그림 1은 Co-DBA
동작, 시험 환경 및 결과이다. ONU는 차등서비스 큐를 지원하며, 10km 광전송 지연을 포함하여
PON 구간 160-250μs(그림 1(c))를 유지하였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2019-0-00452, B5G 광엑세스 고속화 및 슬라이싱 기술)

그림 1. Co-DBA 동작 및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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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S-PON에서 5G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
Low-latency Quiet Window Control for 5G Mobile Service in 25GS-PON
김광옥*, 두경환, 정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연구본부 광네트워크연구실
We demonstrate the multi-zone based low-latency Quiet Window control method for 5G MFH service
in 25GS-PON. In this paper, we confirm that the proposed Quiet Window method guarantees the latency
of about 130μs at real-time level.

최근 IEEE802.3ca 표준그룹에서는 멀티레인 방식의 50G-EPON 기술을 표준화하였다. 50GEPON 기술은 2개의 레인을 지원하며, 레인당 하향 25.78Gb/s와 상향 25.78Gb/s 또는 10.3Gb/s의
전송속도가 제공된다[1]. 반면에 ITU-T G.hsp 작업그룹에서는 PAM4 기반의 단일 파장당 50Gb/s
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50G-PON을 표준화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25GS-PON MSA Group
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단일 파장당 25GS-PON 기술을 표준화 중에 있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은
25G-PON 기술을 통해 유선뿐만 아니라 5G MFH(Mobile Fronthaul) 서비스 수용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최근 O-RAN에서 5G DU와 OLT 장비 간 자원 협업을 위한 CTI(Cooperative
Transport Interface)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였다[2]. 또한, PON에서도 5G에서 요구되는 레이턴시
를 보장하기 위해 Co-DBA(Cooperative DBA) 기술과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을 표준화
중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5GS-PON에서 기존 PON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250μs의
Quiet Window 시간을 세분화하여 ONU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저지연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는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Quiet Window 제어 기술은 기존 PON에서 사용되는 250μs의 Quiet
Window 시간을 거리에 따른 여러 개의 저지연 Quiet Window로 세분화하여 ONU들을 등록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1)과 같이 저지연 Quiet Window 시간은 ONU간 최소 응답시간 편차(2μ
s), 랜덤시간(

∼48μs),

광섬유 전달 시간(

∼50μs)

그리고 거리 측정 편차(1μs) 시간을 고려하여,

102μs의 Quiet Window 시간이 사용된다. 거리 편차 시간은 각 Zone의 경계에 위치하는 ONU들
을 위해 사용되며, 1km의 거리 측정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즉, OLT는 0km에서 5km 사이에 존
재하는 ONU들의 등록을 위해 Zone1이 열리게 되고, 15km에서 20km 사이에 존재하는 ONU들의
등록을 위해 Zone4가 사용된다. 이렇게 ONU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102μs의 Quiet
Window 시간이 제공된다. 그리고 이들 Zone의 식별은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ONU-ID 값이 사
용된다. 각 Zone은 브로드캐스트 ONU-ID 값으로 1017에서 1020의 값이 사용된다. 따라서 Zone1
에 존재하는 ONU들의 등록을 위해 브로드캐스트 ONU-ID 값은 1017이 사용된다. 기존 PON 방
식처럼 브로드캐스트 ONU-ID 값으로 1022가 사용되면, 모든 Zone의 ONU들은 등록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미 설치된 ONU들과의 상호 공존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의 실시간 레벨 검증을 위해 25GS-PON OLT
와 2대의 25G ONU가 사용되었으며, 10km 전송거리와 1:32 분기로 PON 망을 구성하였다. 시뮬
레이션 검증에서는 0km에서 10km Zone을 고려하였다. ONU1 등록 요청에 따라 OLT는 ONU1과
ONU 등록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할당된 대역에 따라 ONU1으로 BWmap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ONU1은 상향으로 할당된 시간만큼 데이터를 전송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
ONU2 등록 요청에 따라 OLT는 ONU2와 등록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며, 125μs의 Quiet

Window 시간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ONU1은 125μs 시간 동안 상향 데이터
서비스가 멈추게 되고, 125μs의 짧은 레이턴시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레벨에서 검증
하기 위해, 각 ONU의 T-CONT1과 T-CONT3에 각각 4Gb/s의 대역을 할당하였다. ONU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ONU1을 등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ONU1
의 레이턴시는 T-CONT1과 T-CONT3에서 각각 약 206μs과 779μs의 최대 레이턴시가 측정되었
다. ONU2의 등록 과정을 수행한 후에 ONU1의 최대 레이턴시는 각각 440μs과 1005μs로 증가하
였다. 이는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을 통해 약 230μs의 레이턴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전송 지연시간 100μs를 제외하면 약 130μs의 최대 레이턴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 기술을 통해 5G 모바일 기술에
서 요구되는 150μs의 레이턴시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저지연 Quiet Window 제어방식과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레이턴시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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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 TDM-PON 상향 전송을 위한 25G 버스트모드 DFB-LD 광송신기
25G Burst-mode DFB-LD transmitter for 50G TDM-PON upstream
transmission
이한협*, 정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A 25G burstmode transmitter for 50G TDM-PON upstream transmission with a 25G DFB-LD and an
external Bias control method achieves a laser turn-on/off time faster then 100 ns and an average launch
power of off Tx less then -50 dBm.

시간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워크(Time

Domain

Multiplexing

Passive

Optical

Network, TDM-PON)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전송속도는 높아지고, 패킷 전달 지연 속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 Q2/SG15는 NRZ 변조 방식으로 하향 50Gb/s, 상향 25Gb/s 전송이 가능한 High
speed PON 표준화를 진행중이다[1]. 이를 위하여 상향 25Gb/s 버스트모드 광수신기에 대한 연구
가 발표되었다[2, 3].
버스트모드 광송신이란 광송신기가 연속으로 광신호를 출력하지 않고 허가된 시간에만 군집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방식이며 TDM-PON에서 상향 광신호 전송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TDM-PON
에서 가입자측에 사용되는 광네트워크 유닛(Optical Network Unit, ONU)들은 상향 광신호간의
중첩에 의한 전송 에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국사의 광선로 단말(Optical Line Terminal,
OLT)로부터 전송시간을 할당받는다. 따라서 그림 1(a)와 같이 동일 시간에 하나의 ONU에서만
상향 광신호를 송신한다. 이와 같은 동작을 위해 ONU 광트랜시버는 그림 1(b)와 같이 ONU
MAC으로부터 data와 idle 그리고 버스트모드 제어신호를 입력받은 후 data 시간에만 광신호를 출
력하는 버스트모드 광송신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ONU 버스트모드 광송신기는 직접 변조
형 DFB-LD로 구성된다. EML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EML의 소모전력, 가격 측면에서 ONU 트
랜시버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a)

(b)

그림1. (a) TDM-PON 버스트모드 송신 구조 (b) 버스트모드 패킷 및 제어 신호
본 논문에서는 50G PON의 25Gb/s 상향 신호 전송에 필요한 DFB-LD 기반 버스트모드 광송신
기를 연구하였다. 버스트모드 광송신기는 버스트모드 제어신호에 따라 DFB-LD의 구동에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25Gb/s NRZ 변조가 가능하고 버스트모드로 광패킷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0452, B5G 광액세스 고속화 및 슬라이싱 기술)

전송이 가능하였다. 바이어스 전압 제어 회로 적용에 따른 25Gb/s NRZ data 신호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신호라인 시뮬레이션으로 25G 신호의 임피던스 변화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버스트모드 광송신기는 첫째, 25Gb/s NRZ 신호 변조 성능, 둘째, 버스트모드 제어신호에 다른
고속 레이저를 on/off 성능, 그리고 셋째, 버스트모드 off 시간 동안의 Laser off 성능을 위주로 연
구하였다. 그림 2(a)는 25Gb/s NRZ PRBS 231-1 신호의 Eye 다이어그램으로 ER은 4.5dB이상, 광
출력은 +5dBm 이상 확보하였다. 그림 2(b)는 25G 버스트모드 광신호의 시간에 따른 출력 다이어
그램이다. 버스트모드 신호는 앞단의 Preamble 구간과 이어지는 Payload 구간으로 구성되며,

Payload는 25G NRZ PRBS 231-1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 측정 결과 Laser turn-on time과
turn-off time은 각각 100ns와 50ns보다 적었으며 burst-off time에서 광신호가 출력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2. 광출력 특성 (a) 25Gb/s NRZ Eye 다이어그램 (b) 버스트모드 광패킷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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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nd 대역 10Gbps 직접 변조 분포궤환 레이저
10 Gbps Directly Modulated DFB LDs for L-Band Applications
김남제*, 이승철, 김태수, 박미란, 김호성, 한원석, 권오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실
We have developed 10Gbps directly modulated lasers operating at 1600nm for L-Band applications. It
show high output power and high characteristic temperature of 79K. We also successfully demonstrated
10Gbps, 20km transmission by using the CRL module.

통신용량의 증가로 통신에 사용되는 각 채널의 전송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채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산효과가 작은 O-Band 대역에서는 이미 56Gbps급의 소자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 C-Band 역시 EML을 중심으로 25Gbps의 전송속도를 갖는
소자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널 수 확대를 위해서 L-Band 대역의 고속 동작 소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InAlGaAs 물질을 이용하여 L-Band 대역에서 10Gbps의 전송속도를 갖는 directly
modulated laser (DML)을 제작하였다. MQW 활성층 위에 grating이 위치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InAlGaAs 물질의 재성장 공정을 최소화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장파장 대역에서 동작하는
MQW 층과 높은 barrier 로 인해서 양자 우물 사이의 hole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활성층을 설계하였다 [3]. 제작한 소자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MQW 층과 grating 층을 포함하는 Epi.를 성장하고, e-Beam lithography와 RIE를 이용하여
grating을 제작하였다. 후에 p-Clad 층을 재성장하고, reverse mesa ridge와 전극을 형성하여 제작
하였다.
그림 2는 제작한 DFB LD의 30oC에서의 LIV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문턱전류는 약 13mA 있
으며, 동작전류 120mA에서 20mW 이상의 출력을 보였다. 실제 사용 환경 (25~55oC) 영역에서
79K의 특성온도를 보여 InAlGaAs MQW를 활용으로 소자의 온도 특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 10Gbps L-Band DML의 SEM 사진

그림 2. DML의 LIV 특성.

그림 3은 제작한 DFB LD의 발진 스펙트럼이다. SMSR은 약 47dB 이었다. EO 특성 측정 결과

제작한 소자의 f3dB는 약 17 GHz 이었다. 그림 4는 BtB eye diagram으로 10Gbps에서 5dB 이상의
ER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Band 대역은 광섬유의 분산 계수가 높으므로 C-Band에 비해서 장거리 전송이 어렵다. 특히
chirp 특성이 강한 DML의 경우 장거리 전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FP
filter를 이용하여 Chirp-reduced laser (CRL) 모듈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km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제작한 DML 발진 스펙트럼

그림 4. DML의 10Gbps Bact-to-Back ey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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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ZO 멤리스터 기반의 C2H6 가스 센서 연구
Study of C2H6 Gas Sensor Based on IGZO Memristor
정진수*, 배동주, 김희동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지능형드론 융합전공
본 연구는 C2H6 가스를 검출하기 위하여 Gasistor(Gas sensor + memory resistor)라고도 불리는
Memristor 기반의 가스 센서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Pt/IGZO/Ti 구조를 가진 Gasistor는 우수한 저항 변
화, Endurance 및 Retention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제안된 Gasistor는 상온에서 C2H6 가스와 반응하여 저항
상태가 증가하는 가스 센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반되는 천연가스는 배로 운반되는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대비 대형가
스관을 통하여 운송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우수하여 유럽 북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C2H6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반되는 천연가스의 누출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스이다.
따라서, C2H6를 검출하는 가스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C2H6 가스 센서는 검출 원리에 따라
반도체식 가스 센서,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 적외선식 가스 센서, 광학식 가
스 센서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우수한 안정성, 빠른 반응속도, 간
단한 구조 및 휴대성의 장점을 가지고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이러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가스 검출을 위하여 고온이 필요하고 가스 검출 이후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연구에서 Memristor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가스를 검출할
수 있는 Gasistor 소자를 제안하였고 그 원리를 묘사하였다[1]. 제안된 Gasistor 소자는 Memristor
특성을 보여주며 기존의 반도체식 가스 센서 대비 상온에서 우수한 가스 검출 특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제안된 Gasistor는 가스 검출 후에도 반도체식 가스 센서 대비 우수한 회복 특성을 보여주
었다. 위와 같은 우수한 특성은 Memristor의 가스 검출 메커니즘이 기존의 반도체 센서와 다르기
때문이었다(그림 1). 소자의 상부 전극에 DC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박막 내부에 전도성 필라멘트가
형성되며 저항 상태가 고 저항 상태에서 저 저항 상태로 전환된다. 외부에 가스가 유입되면 전도성
필라멘트가 가스와 반응하여 필라멘트가 파열되고 저항 상태가 다시 저 저항 상태에서 고 저항 상
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Gasistor 센서는 저항상태에 따른 전류 값의 변화로 가스 센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1].
한편, 재료 연구 측면에서 IGZO 물질은 대표적인 비정질 산화물로서 넓은 밴드갭과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자에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IGZO가 적용된 Gasistor는 아직 보고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2H6 가스 검출을 위하여 IGZO 기반의 Gasistor를 제작하였다.
그림 2은 Pt/IGZO/Ti 구조로 제작된 Gasistor 소자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제작된 소자는 하부 Pt
전극과 상부 Ti 전극사이 IGZO층이 삽입된 Metal/Insulator/Metal (MIM)의 간단한 구조를 가지며,
IGZO는 radio frequency(RF) 스퍼터링을 통하여 증착되었다. 가스 검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t/IGZO/Ti 구조로 제작된 Gasistor에 C2H6 가스를 흘려주어 저항 변화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림
3은 C2H6 가스를 IGZO 기반에 Gasistor 주입하였을 때 저항의 변화를 보여준다. C2H6 가스가 주
입된 후, IGZO 기반의 Gasistor의 전류의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스 센싱 이후 전
류 값이 복구되는 회복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보고된 논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 결론적으로, IGZO 기반의 Gasistor 센서는 상온에서 안정적인 C2H6 가스 검출 특성을 보여주
었으며, 자연 회복 특성까지 보여주었다.

그림 1. Gasistor 소자의 가스 센싱 메커니즘

그림 2. Pt/IGZO/Ti 구조로 제작된 Gasistor 소자의 단면도

그림 3. C2H6 가스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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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ctifying characteristic observed in Al/ZrN/p-Si capacitor for
non-volatile memory devices
Dongjoo Bae*, Hee-dong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nvergence Engineering for Intelligent Drone,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Republic of Korea
In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ZrN resistive switching memory (RRAM) to an array structure, we
proposed a self-rectifying Al/ZrN/p-Si capacitor. As a result, the proposed device showed On-Off ratio
of 53, stable dc cycling of over 100 times, retention time (104 s), and read margin (RM; N= 160).

Recently, in response to the scale down the issue for memories, a lot of research on the
next-generation non-volatile memories (NVMs) are proceeding. Among them,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RRAM) has many advantages such as fast operation speed (>10 ns), stable
retention (106) and low power consumption than that of conventional flash memories [1,2].
However, when the RRAM is applied to the cross-bar arrays (CBAs), leakage current flow
between adjacent cells, which results in reading errors. Currently, this issue has been solved
by using selectors such as transistors (1T-1R) or diodes (1D-1R) [3,4]. However, these
methods negatively affect the scale down issue due to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the
device. On the other hand, when using 1R based self-rectifying RRAM without additional
selectors to a CBAs, scale down issue can be solv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elf-rectifying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of
Al/ZrN/p-Si capacitors consisted of metal-insulator-silicon (MIS) structure. To further
understand device performance in array cells, we evaluated the read margin (RM) with 1/2
and 1/3 read schemes. In addition, the re-plotted I-V curve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the
current conduction of the device occurred from Schottky emission, which was described using
energy bandgap.
Al/ZrN/p-Si device operated in BRS with self-rectifying characteristic. In addition, we
demonstrated that Schottky Emission was the most suitable conduction mechanism of the
device, and current was limited because electrons could not cross the Schottky barrier.
Therefore, Al/ZrN/p-Si device indicates large RM (N=160). Additionally, Al/ZrN/p-Si device
had stable performance in dc cycling (100 cycles) and retention time (104 s) at room
temperature. These results indicate when Al/ZrN/p-Si is applied to CBAs, it suppresses the
leakage current between adjacent cells and improves reading performance than that of 1S-1R
CBAs.

Fig. 1. I-V characteristics of RRAM cell.

Fig. 2(a). Read margins of device.

Fig. 2(b). endurance characteristics

Fig. 2(c). retention characteristics

of RRAM cell.

of RRA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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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hased array using lithium niobate–silicon nitride based electro-optic phase
shifters

Woo-Bin Lee* and Sang-Shin Lee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Seoul 01897, S. Korea

We propose an optical phased array (OPA) using LiNbO3-Si3N4 based electro-optic phase shifters to improve the
inherent shortcomings in operation speed and power consumption. The Si3N4 emitters with uniform spacing of 3 μm
are placed on the end of the phase shifters so that the proposed OPA can electro-optically steer the beam in a range of
30°.

Optical phased array (OPA) has been demonstrated as viable alternatives to the mechanical laser scanner in
commercialized LiDAR due to their prominent features of solid-state configurations and compact form factor.
Beam steering speed and range are important features of the OPA that depend on the response time of phase
shifters and the spacing of emitters. In the silicon-based OPA, phase shifters based on thermo-optic (TO) effect
features ohmic resistance heating and control phases of the propagating lights through the refractive index change.
These TO phase shifters have inherent drawbacks such as large power consumption and slow transition speed due
to the heat. Therefore, the power consumption issue would be exacerbated when the size of the OPA is increased
to improve the beam divergence. In contrast to the TO effect, the electro-optic (EO) effect in silicon waveguide is
a promising candidate to address the issues and has been implemented in the OPA, since the EO effect provides
fast operation speed and low power consumption [1]. However, high-speed EO effects in silicon often rely on
electronic doping, which faces stringent trade-offs between voltage, bandwidth, and optical loss. LiNbO3–Si3N4
strip-loaded waveguide could be a practical solution for the ultrafast, low-power optical phased array. This
waveguide combines the strong EO effect in LiNbO3 with ultra-low propagation loss, low second-order
nonlinearity, small thermo-optic coefficient, high power handling capability, and wide optical transparency
window of Si3N4.
In this work, we present the OPA using LiNbO3–Si3N4 based EO phase shifters, which incorporate Si3N4
emitters to achieve an improved beam steering performance. Figure 1(a) shows a schematic of the proposed OPA
device. It consists of 1 × 2 multimode interference (MMI) power splitters, EO phase shifters, and Si3N4 emitters.
The optical mode profiles of LiNbO3–Si3N4 and Si3N4 waveguides are shown in Fig. 1(b); LiNbO3–Si3N4
waveguide is composed of 1.5 μm × 250 nm Si3N4 strip atop 400 nm of x-cut thin-film LN with a 2 μm SiO2
bottom layer, and the width and thickness of the Si3N4 waveguide are 1 μm and 500 nm, respectively. The light is
evenly distributed to 16 channels through four stages of MMI power splitters, and the phase of each channel is
appropriately controlled by EO phase shifters with spacing of 18 μm as depicted in Fig. 1(c). Narrow spacing
between the waveguides is required for wide beam steering. However, in order to avoid crosstalk between LiNbO3–
Si3N4 waveguides, the spacing should be at least 7 μm. Deterioration of steering range due to wide spacing should
be pertinently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embodying an improved OPA. The 16-input Si3N4 channel
waveguide spaced 18 μm is placed at the end of the EO phase shifter, which is progressively reduced to 3 μm to
increase the field of view while ensuring the same optical path length across the channel. As shown in the Fig.

1(d), the modulated lights from the EO phase shifters were effectively coupled to Si3N4 emitters with insertion loss
of 0.6 dB and propagated. As shown in Fig. 2(a) and (b), the far-field patterns of the OPA without and with Si3N4
emitters were calculated to verify that the steering performance is improved. We confirmed that the electrooptically steerable range of the OP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5° to ±15°. The proposed EO OPA can
provide high speed, low power consumption in EO phase shifters, and a wide beam steering range of 30° from the
Si3N4 emitters.

Fig. 1. (a) Layout of a proposed OPA using LiNbO3–Si3N4 based EO phase shifters. (b) Simulated optical TE mode profiles of
LN-SiN and SiN waveguides. (c) Calculated refractive index change in the EO phase shifters via EO effect. (d) Calculated Efield distribution between phase shifters and emitters.

Fig. 2. Simulated far-field patterns of the OPA (a) without and (b) with Si3N4 e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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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성 조류의 망막을 모사한 반도체 나노선 다중 스펙트럼 인공 광수용체 다발
Design of avian-eye inspired multi-spectral artificial photoreceptor array
utilizing semiconductor nanowire arrays
추성윤1*, 김세림1, 이길주2, 송영민1
1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We propose multi-spectral artificial photoreceptor array (MSAPA) using GaAs nanowire array (GaAs
NWA), inspired by multi-hyperuniformity in the photoreceptor pattern of avian retina. Theoretical
analyses show that MSAPA can selectively detect four different wavelengths with each type and overall
configuration of detectors are spatially balanced.

주행성 조류의 망막은 적색, 녹색, 청색, 보라색에서 자외선 영역까지를 감지하는 4가지의 단일
원추세포와 명암을 감지하는 이중원추세포로 구성되어, 시각적으로 가장 발달한 동물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때 망막을 구성하는 광수용체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광수용체
배열이 빛을 최적으로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정렬된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크
기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다분산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주행성 조류의 망막에서는 완벽한 정렬이
이루어질 수 없다. Jiao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조류의 광수용체 배열은 ‘다중초균일성
(multi-hyperuniformity)’이라는 특성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초균일성(hyperuniformity)을 갖는 입자 배열은 큰 규모에서 특히 작은 밀도 변동
을 갖는다. 해당 논문은 조류의 망막이 여러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들이 섞여 있는 다분산계이지
만, 각각의 종류에 대하여 초균일성을 가지면서 전체 구성에 대해서도 초균일성을 갖기 때문에 이
러한 성질을 다중초균일성이라고 명명했다 [1].
푸아송 디스크 샘플링은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으면서도 완전히 흐트러지지도 않은 점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이다.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점들 사이의 최소 거리 조건을 유
지하면서 4번 중첩하여 주행성 조류의 망막을 모사한 2차원 점 배열을 생성했다. 그 후 그림 1a와
같이 생성된 점 배열을 갈륨비소 나노선 다발로 변환하여 다중 스펙트럼 인공 광수용체 다발
(MSAPA)을 설계하였다. 갈륨비소 나노선 다발의 흡수 민감성과 직경에 의존하는 파장 선택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진 바 있다 [2]. 나노선의 높이는 3 µm로 고정되었으며 4가지 타입
에 따라서 70 nm에서 130 nm의 지름을 갖도록 했다. 그림 1c는 각 타입에 따른 빛의 흡수율을
엄밀결함파분석법(RCWA, Rigorous Coupled Wavelength Analysis)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래프는 직경 의존  모드 공진에 의한 흡수 피크들이 서로 다른 파장에서 선택적으로 나타
나는 것을 보여준다.  모드 공진에 의한 흡수 피크는 300 ~ 450 nm 파장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3].
생성된 2차원 점 배열이 조류의 망막을 알맞게 모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나노선 타입과 전
체 구성에 대해서 방사형 분포함수(RDF, radial distribution function)를 계산했다. 그림 1d의
RDF 계산 결과는 작은 규모에서는 새로운 입자를 만날 확률이 크게 변동하지만 큰 규모에서는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초균일계의 특성과 일치하며 각각의 타입과 전체 구성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므로 주행성 조류의 망막과 같이 다중초균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선행 연구의 닭 망막에 대한 RDF 계산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1]. 그리고 그림
1b의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유한차분 시간영역법(FDTD, Finite-Difference Time Domain method)




을 이용하여 전기장 강도를 계산했다. 그림 2의 계산 결과는 우리가 설계한 MSAPA가 빛을 파장
선택적이면서 공간적으로도 고르게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MSAPA는 다중초균일 점 배열 생성 과정에서 푸아송 디스크 샘플링을 얼마나 더 중
첩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이상의 타입으로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타입 수에 따라서 최소 거리
조건을 조정하여 파장 선택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최적의 상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이상적인 고해상도 다중 스펙트럼 광검출기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초박형 구조에서 오는 유연성까지 더하여 인공 망막과 같은 고등 광전자 장비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도 높다.

Figure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vian-eye inspired
2-dimension point configuration to the GaAs NWA. (b) Simulation domain (3μm*2.25μm) of
the GaAs NWA with diameters of 70, 90, 110, 130 nm. (c) Calculated absorbance spectra of
each diameter type of the GaAs NWA. (d) RDF of each diameter type and overall population.

Figure 2. Simulated electric field intensities at wavelengths of 450, 550, 600, 700 nm.
Simulation domain is figur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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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ly actuated MEMS 구조의 수평 변위를 이용한 축소된 위상 변조기 설계
Design of the size-reduced optical device based on the horizontal movement of the
vertically actuated MEMS phase shifter
정영재*, 박종우, 한승준,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Vertically actuated capacitive MEMS-based phase shifters have been receiving attention for their low
power consumption. However, their coupling length and thereby the overall footprint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initially fabricated minimum gap. To effectively reduce the minimum gap beyond the
lithographically defined feature size, this work highlights the horizontal movement mechanism of
vertically actuated devices. FDE-base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reducing the gap through such
mechanism can reduce the overall footprint by about an order.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evices
designed by applying such mechanism have been predicted through FEM-based numerical simulations,
which is illustrat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work.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는 광통신에 유리한 포토닉스 소자들을 낮은 가격에 집적화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전기적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특히 마하젠더

간섭계

또는

링-공진기를

구조적

기반으로

하여,

plasma

dispersion

effect

또는

thermo-optic effect 기반의 phase shifter을 더한 스위치 소자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지만, 소자
의 크기나 전력 소모 및 광 손실이 크다는 제약들이 존재한다.[1] 특히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programmable photonic integrated circuit의 설계에서는 mesh를 구성함에 있어서 MEMS를
기반으로 한 phase shifter가 주목받고 있다. 정전기력을 기반으로 하여 동작하는 MEMS 소자의
경우, static power가 0에 수렴하여 매우 작은 전력 소모값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진다.[2] 또한, 광
도파로 및 인접한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효율적인 tuning 방식으로, 소자의 크기를 작
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언급된다.
잘 알려진 다양한 MEMS 구조들 중 vertically moving plate 구조의 경우 안정성과 수율이 높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조물 사이의 최소 수평 간격이 공정 한계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구조
물의 크기를 일정 이하로 작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3] 이 점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
서는, vertically actuated MEMS phase shifter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vertical MEMS에서는 substrate 표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변위에 집중한다.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순수한 연직 방향의 움직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면상의 한 직선을
축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축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분 또한 포함한다. 이를 이용하면 구조물 사이의 수평 간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광소자의 coupling length는 두 구조물 사이의 간격에
exponential 하게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해당 간격을 수십 nm 줄이는 것으로도 전체 구조물의
크기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그림 2는 위에서 소개한 기법을 바탕으로 설계하여 시뮬레이션한 phase shifter 구조이다. 움직이
는 구조물과 움직임의 축 사이에 다른 구조물이 있어야 수평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
로 엇갈려서 배치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FDE 광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phase shifting
구조물이 500 nm 이동하는 것 만으로도 1550 nm 파장대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2π 위상을 변조
할 수 있었다. FEM solver을 통해서 기계적인 부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 V 이하의 전압으로

도 목표하는 phase shifting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해당 아이디어가 적용된 구조물의

그림 1. vertical MEMS 구조의 개략도

시뮬레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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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상변이물질 격자구조와 결합된 SiN 도파로 변조기의 이론적 연구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a SiN Waveguide Modulator Integrated with
One-dimensional Grating Based on a Phase Change Material
김용한*, 홍성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In this paper, a SiN waveguide modulator integrated with one-dimensional grating made of Ge2Sb2Te5
(GST225) is theoretically investigated. When the phase of GST225 is changed from amorphous to
crystalline, the modulation depth and the insertion loss of the modulator are estimated to 19.64 dB and
0.473 dB for 3.6-㎛-long waveguide.

상변이물질은 온도에 의해 물질의 상이 결정성에서 비결정성 또는 비결정성에서 결정성으로 변
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변이물질은 상에 따라, 굴절률이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변이물질 중 대표적인 예인 Ge2Sb2Te5 (GST225)의 경우, 비결정성에서 결정성으로
변할 때, 굴절률이 3.85에서 6.5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러한 특성을 지닌 GST225를 활
용하여, 중적외선 완전흡수체[2], 메타물질[3] 등에 연구되고 있다. 또한, 광집적회로를 위한 광도
파로 기반 변조기에도 상변이물질을 결합하는 이론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4]. 하지만, GST225
를 결합한 광도파로의 경우, 높은 변조깊이(Modulation Depth, MD)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비결정
성 GST225의 높은 굴절률의 허수부로 인해, 삽입손실(Inserstion Loss, IL)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N 도파로와 GST225를 1차원 격자구조를 활용하여 결합하여, 높은 변조깊이와
동시에 작은 삽입손실을 갖는 도파로 변조기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도파로 변조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SiN 도파로의 폭과 높이는 각각 500 nm로
설정하였고, SiN 도파로 위에 GST225 1차원 격자구조가 배치되었다. 이 때, GST225 영역의 두께
는 50 nm로 설계하였고, GST225 1차원 격자구조의 폭은 SiN 도파로의 폭과 동일하게 500 nm로
설계하였다. GST225 1차원 격자구조의 주기는 600 nm로 설계하였고, 격자의 duty cycle(ρ)은 0.5
로 설계하였다. SiN 도파로 아래에 2 ㎛의 두께를 갖는 SiO2 층을 배치하였고 기판은 Si으로 설
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변조기는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하였고, 설계 시 사용한 GST225의 굴절률은 참조문헌[1]을 참조하였다. 시뮬레이션 시, 입사
하는 도파로 모드는 TE (transverse electric) 모드를 이용하였고, 1차원 격자구조 이후의 SiN 도
파로 모드로 출력되는 투과도를 계산하여 변조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변조기에서 1차원 격자
구조의 역할은 SiN 도파로 모드에 Bragg 격자 조건을 활용하여 더 높은 유효 굴절률을 갖는
GST225-SiN 도파로 모드로 결합하기 위함이다. 1차원 격자의 주기(P )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SiN 도파로의 TE 모드의 유효 귤절률을 neff1, GST225-SiN 도파로의 TE 모드를 neff2 그리고 파
장을 λ라 했을 때, Bragg 격자 조건에 의한 P 는 P = λ/(neff2-neff1)로 계산 된다. 따라서 파장이
1550 nm 일 때, neff1과 neff2는 각각 1.7370과 2.6729로 계산되었고, 이로 인한 P 는 600 nm로 계산
되었다. 그림 2는 GST225의 상이 c-GST일 때, GST225-SiN 도파로의 TE 모드와 SiN 도파로의
TE 모드의 전기장 분포이다. P 가 600 nm이고 주기 개수가 6개 일 때, Poynting vector를 그림
3(a)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해, 3.6 ㎛의 길이를 갖는 GST225 박막을 배치하여 그림 3(b)에 같
이 나타내었다. 그림 3(a)를 통해 1차원 격자구조가 있을 때, Poynting vector가 더욱 GST225 영
역에 결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향상된 GST225와 빛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더욱 높은

MD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550 nm의 파장에서 P 가 600 nm이고 주기 개수가 6개인
1차원 GST225 격자의 상이 aGST일 때, 투과도는
cGST일 때, 투과도는

–0.4728

dB로 계산되었고, GST225의 상이

–20.1106 dB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변조기의 aGST상일 때 투과도로 정

의되는 IL값은 0.4728 dB이며, 두 상일 때의 투과도 차이로 정의되는 MD값은 19.64 dB로 계산되
었다. 반면에, 1차원 격자구조가 GST225 박막으로 치환된 구조에서는, aGST 상일 때 투과도는

–1.02 dB로 계산되었고, cGST 상일 때의 투과도는 –8.104 dB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구조에
서 IL 값은 1.02 dB이며, MD 값은 7.08

dB이다. 이를 통해, 1차원 GST225 격자구조와 결합된

변조기가 일반적인 GST225 박막이 도파로에 놓여진 구조보다 IL, MD 모두 더 향상된 성능을 보
임을 확인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더욱 자세한 변조기의 설계 방법과 해당 변조기를 이용한 다양
한 광소자 설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그림 1. 1차원 GST225 격자구조와 결합된 SiN 도파로 변조기

그림 2. (a) SiN 도파로의

의 구조

TE 모드 (b) cGST-SiN 도
파로의 TE 모드

그림 3. (a) 1차원 GST225 격자구조와 결합된 SiN 도파로 변조기의
Poynting vector (b) GST225 박막과 결합된 SiN 도파로 변조기의
Poynting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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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G 용 space heater 를 장착한 high-power laser diode array 의 선폭 개선과
중심파장 조절
Volume Bragg gratings equipped with space heater for spectral line width
narrowing and central wavelength control in high-power laser diode array
심규범*, 정지훈, 이정연, 고병휘, 이동진, 오범환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The space heate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and controlling the ambient temperature of volume
Bragg gratings, and as a result, helps maintain a narrow spectral linewidth and control the central
wavelength of the LD array under high power conditions.

이 연구의 주 목적은 space heater 가 장착된 volume Bragg gratings (VBG)를 이용하여 highpower laser diode (LD) array 의 선폭을 좁히고 안정시킬 수 있음과, 중심파장을 조절할 수 있음
을 입증하는 것이다. Space heater 는 VBG 주변 온도를 안정시키거나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함으
로써 고출력 상태의 LD array 의 좁은 선폭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중심파장을 조절할 수 있
다.
레이저 광선의 일부를 다시 레이저 공동에 넣는 외부 피드백 작용을 하는 volume Bragg
gratings 은 레이저 선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다 [1]. 비록 파장 편이(dλ/dT)가 ~8.5pm/K
이지만 [2], 더욱 예리한 선폭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온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한다.
Space heater 에 결합되어 있는 발열체가 space heater 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VBG 주변의 온
도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space heater 를 통해 VBG 의 주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 은 space heater 의 모습이다. 본체는 두께 1.0mm 의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너비 15mm,
길이 10mm, 높이 5mm 의 크기이며, VBG 보다 조금 큰 크기이다. 상단에는 space heater 자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발열체가 결합되어 있다. 본체와 발열체에 레이저의 산란을 줄이기 위한 검
은색 절연테이프를 붙였다.
그림 2 는 레이저를 발산 중인 LD array(중심파장 851.5nm, M10Y, Coherent)에 space heater
가 설치된 모습이다. VBG 를 덮는 구조로 설치하며, 상단 발열체에 전원 공급기를 연결하여 전압
을 인가하는 구조다. Space heater 의 우측에는 온도 측정 probe 가 장착되어 있어 space heater
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 은 LD array 에 20A 가 인가됐을 때의 Fabry-Perot 간섭계(10 GHz of FSR, SA201,
Thorlabs)로 측정한 Fabry-Perot data 이다. Space heater 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치
폭(FWHM)이 넓다. 하지만 Space heater 를 설치 후에 발열체에 4V 를 인가할 경우 반치폭이 대
폭 감소한다. 이것은 space heater 가 high-power LD 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는 LD array 에 15A 가 인가됐을 때, 설치된 space heater 의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중
심파장을 spectrometer(HR400, Ocean Insight)로 측정한 data 이다. Space heater 에 장착된 발열
체에 인가되는 전압을 높일수록 space heater 의 온도가 높아지며, 중심파장 또한 같이 높아진다.
하지만 발열체에 인가되는 전압이 낮아질 때 space heater 가 천천히 냉각되기에 발열체에 같은
전압이 인가되더라도 space heater 각각의 온도차이가 크면 중심파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인가 전압에 따라 space heater 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high-power LD 의 중
심파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Space heater

그림 2. SH 가 장착된 HPLD 및 VBG

그림 3. SH 의 유무에 따른 F-P data

그림 4. SH 온도에 따른 중심파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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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all-dielectric metasurface doublet (MD) converting Gaussian to tophat beam for near-infrared
applications. The MD is composed of collimated metalens (MS1) and Gaussian to tophat beam metalens (MS2) on either side
of a glass substrate, rendering the functions of beam collimation and beam shaping, respectively. The proposed MD shapes the
Gaussian beam to the tophat beam, divergence angle from 20°to 10°(FWHM) with a high transmittance of 69.8%.

Beam shaping has been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lithography, optical processing, laser printing,
camera optics, and holography. In the focused imaging systems, Gaussian beams are normally used.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by illuminating an object with a uniform beam of sharp roll-off, hereafter called the tophat
beam, the quality of the acquired image can be improved. It's a great challenge to use a simple single metasurface
to effectively convert the Gaussian beam with a big divergence angle into a tophat beam.
Figure 1 shows the conceptual scheme of the proposed all-dielectric metasurface doublet. The incident Gaussian
beam can be shaped into the tophat beam and the incident divergence angle is reduced from θin = 20°to θout = 10°.
The MD is composed of a collimated metalens (MS1) and a Gaussian to tophat beam metalens (MS2) on both
sides of a 3.0845 μm thick glass substrate, rendering the functions of beam collimation and beam shaping,
respectively. The device is designed at the working wavelength of λ = 1550 nm. MS1 and MS2 are both composed
of silicon rectangular columns of nano-wavelength dimensions.
For MS1 design, we apply optical path reversibility of the focusing lens as the following formula shows [1].
2𝜋

𝜙(𝑝) = − ( ) √𝑝2 + 𝑓 2

(1)

𝜆

Where ϕ(p) is the phase profile of the focusing lens, p is the radial coordinate, and f = 30 μm: focal length. The
inset of Figure 2(a) illustrates the target phase and achieved phase along the diameter of MS1. The inset of Figure
2(b) shows the radius of cylinders along the diameter of MS1.
For MS2 design, we utilize the analysis program based on geometric transformation techniques as the following
formula show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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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tophat beam at the distance of d can be estimated by the Fresnel diffraction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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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input Gaussian intensity and the obtained tophat intensity profiles are denoted by 𝐼𝑖𝑛 and 𝐼𝑜𝑢𝑡 ,
respectively. The inset of Figure 2(c) illustrates the target phase and achieved phase along the diameter of MS2.
The inset of Figure 2(d) shows the radius of cylinders along the diameter of MS2. With the rotational symmetry,
we can obtain the overall phase distribution of MS2.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D, a simulation tool, COMSOL, is extensively utilized. The inset of
Figure 3(a) illustrates the magnitude of the electric field in the plane of MD simulated by COMSOL. The Gaussian
beam whose divergence angle is 20°is emitted at a distance of 30 μm from the first metalens layer MS1 of MD as
the inset of Figure 3(b) shows. The tophat beam at the output plane 900 μm from the second layer MS2 of MD is
recorded as the inset of Figure 3(c) shows. The transmittance of the proposed metasurface doublet lens is 69.75%,
which satisfies our requirements for less energy loss.
In summary, we present an MD enabling Gaussian to tophat beam shaping for near-infrared applications and
design the collimated metalens (MS1) and Gaussian to tophat beam metalens (MS2) based on the optical path
reversibility of the focusing lens and the analysis program based on geometric transformation techniques,

respectively. It provides a promising choice for light applications such as lithography, optical processing, and laser
printing.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MD.

Fig. 2. (a) Target phase and achieved phase along the diameter of MS1. (b) The radius of cylinders along the
diameter of MS1. (c) Target phase and achieved phase along the diameter of MS2. (d) The radius of cylinders
along the diameter of MS2.

Fig. 3. (a) Magnitude of the electric field in the plane of MD simulated by COMSOL. (b) Normalized electric
field amplitude of the Gaussian beam at the distance 30 μm from the MS1 of MD. (c) Normalized electric field
amplitude of the tophat beam at the imaging plane of 900 μm from the MS2 of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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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d demonstrate a geometric lens group containing 3 different lenses to transform a beam with a Gaussian
irradiance distribution to a top-hat distribution. Meanwhile, the lenses system can adjust the vertical divergence angle (1/e2) from 10.8°
to 5°.

Top-hat beam shaping has broad application prospects, like laser ranging, laser illumination, and laser direct micro-machining
processes [1]. The optical quality of the propagated laser provides a suitable performance measure for the LiDAR system.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op-aht beam and Gaussian beam is that it has a more uniform intensity, which will be
required for multiple purposes. It’s a great challenge to use a simple geometric lenses system to effectively convert a Gaussian
input beam into an output beam with a perfect top-hat distrbituion. In modern LiDAR systems, the divergence angle of the
transmitted beam is generally tunable in order to adapt to different resolution requests for application scenarios, therefore, an
adjustable divergence angle of the output beam is also essential for an optical system.
In our design, we use an ordinart single mode fiber working at the wavelength of 1550 nm as the laser source. SMF28 is a
kind of widely used single mode fiber having a NA of 0.14 and the divergence angle (1/e2) of 10.8°. The light from the fiber is
a Gaussian beam. As shown of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op-hat lens group in Fig. 1. (a), there are no radii in the horizotal
direction (x-axis), so the horizontal divergence angle of the output beam is considered to be no change. We only discuss the
divergence angle of the transmitted beam in the vertical direction (z-axis).
In this paper, we propose a top-hat lens group to realize the conversion from Gaussian beam to top-hat beam. The lens group
is made of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which is a transparent material with the highest transmittance in optical plastic,
about 93% each milimeter. Since power loss is an important issue that is not allowed to be ingored in optical systems, thus,
materials with high transmittance are more worthy of being selected. The lens group consists of a cylindrical lens (lens 1), a
lenticular lens (lens 2), and an aspherical lens (lens 3). The functions of lens 1, lens 2, and lens 3 are respectively to collimate
the vertical divergence angle (Θin ) of the original Gaussian beam from 10.8°to about 0°, convert the Gaussian distribution into
the top-hat distribution, and finally adjust the output vertical divergence angle (Θout ) to our desired value. Actually, Θout can be
appropriately changed by modifing the working distance and the radius of the lens 3, which is a flexible choice. The lens
parameter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actual demand to obtain the required divergence angle. The working distances of
these 3 lenses are D1, D2 and D3, which are 400 μm, 200 μm, and 170 μm, respectively, as shown in Fig. 1. (b).
In designing and evaluating the proposed top-hat beam shaping lens group, a ray-optic simulation tool, LightTools, is
extensively utilized. The core principle of the top-hat beam shaping is to keep the power of Gaussian beam and top-hat beam the
same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he lenticular lens divides the entire beam into two clusters of beams. After a certain optical
path, the two seperated beams converge again, so that the power of the beams is superimposed. After stacking, the power of the
output beam can be evenly distributed in the range of 1/e2. For the variable vertical divergence angle, it is realized by the principle
of defocus [2, 3]. When the gap D3 between the lenticlular lens 2 and the vertical divergence angle controlling lens 3 is equal to
the focal length of the lens 3, the smallest Θout can be obtained. When D3 is from 0 mm to the the focal length, Θout will gradually
decrease. When D3 continues to increase, Θout will gradually increase. Therefore, by moving the lens 3 to an appropriate position
along the y-axis and optimizing the radius of the lens 3, different Θout can be obtained.
By placing these 3 lenses at the working distances, which are D1, D2, and D3 that we designed, the simulation results which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our predicted results can be obtained. The intensity profiles, which means the angular distribution of
Θin and Θout are shown in Fig. 2. (a) and Fig. 2. (b). Fig. 2. (a) is the intensity profile of the input Gaussian beam with the Θin of
10.8°, after converting, in Fig. 2. (b), we can observe that the output beam has a perfect top-hat distribution,with a Θout of 5°,
which is in full compliance with our expectations.
In summary, we can convert a Gaussian beam into a top-hat beam, and adjust the vertical divergence angle of the output beam
to 5°by passing through the designed lenses system. It is feasible to use a geometric lens group with a simple structure to achieve
the top-hat beam shaping and vertical divergence angle adjustment. In addition,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ince the lens structure
is not complicated, the cost of the lenses will not be expensive, which will promote practical commercial applications. The tophat beam shaping lenses are able to be utilized laser ranging and laser illumination applications.

Fig.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op-hat beam shaping lens group. (b) Ray tracing of the lenses system.

Fig.2. (a) Intensity profile of the input beam. (b) Intensity profile of the output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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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Optical Filter Using a Cross-Coupled All-Pass Filter
Sangwoo Kim*, Jongwoo Park, Seungjun Han, Youngjae Jeong and Kyoungsik Yu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an optical filter using a Mach–Zehnder interferometer (MZI) with both
a cross-coupled and direct-coupled all-pass filter. This optical filter’s transmission shows periodic

spectra in which pass-band and stop-band have about 2 nm each.

Normalized Transmission (dB)

Due to the different geometric configurations and complementary spectral phase responses
between the cross-coupled all-pass filter (C-APF) and direct-coupled all-pass filter (D-APF)
(Fig. 1(a)), an MZI with a C-APF and a D-APF in each arm can be used to implement a
high-performance tunable optical filter [1] in the silicon photonic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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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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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s of designed optical filter

Figure 2. Transmission of designed optical filter

(b) Final fabricated passive device

For a proof-of-principle demonstration, C-APF and D-APF are designed with a loop length
of Lo = 178.84 ㎛. Other parameter values, such as coupling coefficients, were derived using c
oupled mode theory and transfer matrix method [2,3], and are given by kC-APF = 0.09, kD-APF
= 0.893, L1 – L2 = 0.5 × Lo, ksplit = 0.5.
The designed passive device is fabricated in the standard silicon photonics platform with a
silicon rib waveguide of 500 nm × 220 nm (Fig. 1(b)). As shown in Fig. 2, the simulated
result shows relatively good agreement with the meausred result. Measured transmission
shows periodic spectrum in which pass band and the stop band have about 2 nm each. The
filter with such a transmission can be utilized as an interleaver in wavelength-division
multiplexed optical communication as well as RF signal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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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나노프린팅 기반 포토닉 와이어본딩 기술을 이용한
광수신 서브모듈 제작

Fabrication of Optical Reception Submodule Using Photonic Wire Bonding
Technology Based on 3D Nano-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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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fabricated an optical reception submodule whose optical interconnection is realized by a
photonic wire bonding (PWB) technology based on the 3D nano-printing. 3D-printed polymeric
photonic wires are formed by two-photon polymerization between four waveguide-photodetectors
(WG-PDs) and a silica-based arrayed waveguide grating (AWG) chips. PWB losses between the
WG-PD and silica AWG chips are estimated to be 0.2 ∼ 1 dB, exhibiting excellent coupling efficiencies.

최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보급으로 데이터센터의 통신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이더넷 기반의 400G 이상급 광트랜시버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2km 이
상 전송용 광트랜시버의 경우, 전송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로 박막 필터 또는 실리카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와 같은 수동 광소자 기반 파장다중화기/역다중화기를 이용한 하이브
리드 집적기술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기 수동 광소자와 광원/광검출기의 광결합시 기존의
렌즈 결합 방법을 사용할 경우, 채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키징 비용과 시간이 상승하고 복잡한 능
동정렬로 인해 수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실리카 AWG와
광원/광검출기 간의 상호 칩투칩 광결합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집적 광모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다[1, 2]. 그러나, 칩투칩 광결합 또한 렌즈 기반 광결합 방법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능동정렬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결합 효율과 패키징 수율이 저하될 수 있다.
렌즈 또는 칩투칩 광결합과 같은 기존 방법 대신 저가화와 고집적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포토닉 와이어본딩에 의한 광결합 방법이 차세대 기술로 도입되고 있다. 그 중 Two-Photon
Polymerization을 이용한 3D 나노프린팅 기반의 포토닉 와이어본딩 기술의 경우, 1 um 직경의 폴
리머 와이어를 edge-to-edge 형태로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종 광도파로의 모드 크기(Mode
Field Diameter, MFD)에 정합된 SSC(Spot Size Convertor)를 정밀하게 형성하여 광결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3, 4]. 특히, 고가의 개별 렌즈를 이용한 능동정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광모듈의 패키징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다채널 확장 및 고
집적화에 탁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나노프린팅 기반의 포토닉 와이어본딩 기술로 구현된 실리카 AWG 기반 광
수신 서브모듈의 구조, 제작 및 특성을 소개한다. 광수신 서브모듈을 제작하기 위해 4개의 도파로
형 광검출기(Waveguide Photodetector, WG-PD) 칩을 실리콘 캐리어에 본딩한 후, 90° 폴리싱
된 실리카 AWG 칩과 함께 MOB(Metal Optical Bench)에 다이본딩 하였다. 상기 두 칩 간의 광
연결을 위해, two-photon polymerization에 의한 3D 나노프린팅 기술로 폴리머 와이어를 형성하
여 양쪽의 이종 도파로를 edge-to-edge 형태로 상호 연결하였다. 그림 1은 WG-PD와 실리카
AWG에 형성된 광도파로를 폴리머 와이어로 연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포토닉 와이어본딩에
의한 광결합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렬 허용오차를 증가시키기 위해 폴리머 와이어 양쪽 끝단에
SSC를 테이퍼 형태로 형성하였다. 제작된 광수신 서브모듈의 특성 평가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측

정 셋업을 구성하여 포토닉 와이어본딩에 의한 광결합 손실을 측정한 결과, 0.2 ∼ 1 dB 가량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상기 3D 나노프린팅에 의한 포토닉 와이어본딩 기술은 향후 800G 이상급 대용량 데이터 전
송용 광학엔진 및 광트랜시버 뿐 아니라 고가의 광부품이 사용되는 코히어런트 광통신 모듈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WG-PD와 실리카 AWG간 포토닉 와이어본딩 상태

그림 2. 광수신 서브모듈의 포토닉 와이어본딩 손실 측정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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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efficient hybrid edge and grating coupler for full-scale wafer-level testing
enabled by optical phase chang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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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 hybrid fiber-to-chip coupler allowing full scale wafer level testing via grating coupler as well as
highly efficient edge coupling using the edge coupler. An optical phase change material-based switch is employed for the
switching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couplers. The proposed device achieves >17dB extinction ratio and <1.2 dB insertion
loss for both the input/outputs throughout the C-band.

As the demand for the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in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research of highly efficient
fiber-to-waveguide coupling mechanisms have also been highly desired. Most commonly, grating coupler (GC)
and the edge spot size coupler (SSC) are used for the fiber-to-waveguide coupling [1], [2]. Although the SSCs
have higher coupling efficiency and wider bandwidth than the GCs, the chips need to be diced and polished to
expose the edge facets, which hinders the wafer-level testing [1]. On the other hand, gratings couplers are used for
out of plane coupling and can facilitate wafer-level testing but have bandwidth constraints and limited coupling
efficiency. This brings a trade-off in the use of either the GC or SSC, however a hybrid approach to integrate both
of them together for a same photonic circuit could facilitate full scale wafer level testing as well as allow highly
efficient coupling during chip level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hybrid fiber to waveguide coupling mechanism, that enables the use of both the GC
and the SSC into the same circuit. The schematic of the proposed structure is shown in Fig. 1(a). It consists of two
inputs (GC1 and in SSC1), and two outputs (GC2 and SSC2). To enable the usage of both the coupling schemes,
an optical phase change material-based switch has been adopted. The phase change material used in this work is
Ge-Sb-Se-Te (GSST), which can be switched by heating the chip at a pre-defined condition in the lab [3]. A pair
of switches is used, one at the input and one at the output part of the circuit. The waveguide width, gaps between
the waveguides, and the coupling length (Lc) were optimized and set appropriately using Finite Difference Time
Difference (FDTD) tools. As shown in Fig. 1 (b), the switch is designed such that, the input from the GC1 can exit
via the GC2 with minimal loss allowing full scale GC input-to-GC output for wafer level testing, when the GSST
is at the amorphous state (aGSST). Further, when the GSST is switched into crystalline state, the input and output
can be switched into SSC1 and SSC2, respectively, allowing broadband and high efficiency SSC input-to-SSC
output coupling, as shown in Fig. 1(c).
The beam propagation profiles for both the switched-on case with aGSST and switched-off case with cGSST
are shown in Figs. 2(a) and 2(b), respectively. It can be seen that, in the switched-on state, the input from GC1
transfers into the output at GC2 completely with minimal insertion loss. Similarly, at the switched-off state, the
input from SSC1 transfers into the output at SSC2 without incurring significant insertion loss. The extinction ratio
ERaGSST is the ratio of the power at the GC2 and SSC2 for the input from GC1, and the ERcGSST is the ratio of the
power at the SSC2 and GC2 for the input from SSC1. The ERaGSST was found to be as high ~29 dB at λ = 1548 nm
and was above 17 dB throughout the C band (λ = 1530 nm – 1565 nm). Similarly, the ERcGSST was above 23 dB

throughout the C band. The total insertion loss including the losses in both the switches were less than 1.2 dB for
both the switched on and switched off state.
In conclusion, we proposed and demonstrated a highly efficient hybrid coupling scheme integrating both the
grating coupler and spot size coupler. The proposed device attains higher extinction ratio and lower insertion loss
for both the switch-on and switch-off states, making it highly suitable for application with any GC and SSC designs
available.

Figure 1. (a)The proposed structure of the hybrid grating and edge coupler. Working mechanism of the proposed
coupler when the switches are (b) switched on and (c) switched off.

Figure 2. The beam propagation profiles when the switches are (a) switched-on and (b) switched-off. The measured
power at the GC2 and SSC2 when the switches are (c) switched on and (d) switch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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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 도핑된 광섬유로 만들어진 측면 연마 광섬유 커플러의 위상 천이 특성
Phase shifting characteristics of side-polished fiber coupler
made of Yb-doped optical fiber
이승석, 김은선, 최은서*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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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monstrated the phase-shifting properties of a side-polished fiber optic coupler
fabricated using Yb-doped optical fibers. The optical fiber coupler can function as an
optical fiber coupler having a variable split ratio and a phase shifter according to an
applied pumping current. Linear phase shift performance was observed when pumping
currents up to 440 mA were applied at a 50:50 split ratio. The developed fiber coupler
can provide both a variable coupler and an optical phase shifter at the same time.
간섭계는 사용하는 광원의 중심 파장 정도의 작은 광경로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간섭신
호를 통해 간섭계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밀한 광계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간섭계에 한 주기에 해당하는 위상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된 위상 천이 간섭계는 위상 정보에 포함된 다양한 물리량을 해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 원하는 위상 천이를 유도하기 위해 간섭계의 기준단에 다양한 방법으로 광경로차를
변화시켜 위상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PZT를 이용한 광경로
차의 변화 방법 이외에도 광전 소자를 이용하여 phase modulation을 유도하는 방법등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선형 광섬유에 인가된 펌프광으로부터 광섬유 간섭계에서 위상 천이를 유도하는
방법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광영상 응용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터븀 또는 어븀
과 같은 희토류 물질이 도핑된 특수 광섬유에 펌프광을 인가하면 광섬유 내부에서의 에너지 준위에
서의 population 밀도 변화로 인해 비선형 굴절률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1]. 이러한 굴절률 변화는
광섬유 안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미세한 특징이 변화는 효과로 간섭신호의 공간 주파수는 유지한 채
장파장 또는 단파장쪽으로 이동시키는 위상 천이로 활용이 가능하였다[2]. 이러한 위상 천이 간섭계
를 홀로그래피 기법과 접목하여 필름의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상 천이가 가능한 특수 광섬유를 이용하여 개발한 측면 연마 광섬유 커플
러의 위상 천이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한 광섬유 커플러는 커플러 제체가 위상 천이를 유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빔을 분할하는 기능과 함께 동시에 외부에서 인가되는 펌프광에 의해 위
상 천이 간섭계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광
섬유 커플러 기반 마이켈슨 간섭계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이 간섭계를 통해서 확인된 간섭신호
의 위상 이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광섬유 커플러의 커플링 효율을 50:50으로 조
정한 뒤 펌프를 인가하여 발생된 위상 변화를 측정한 결과로 볼 때 선형적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펌프값은 10 mA 간격으로 변화시켰고 440 mA까지 인가하였다. 이와 함께 위상
변화량을 간섭신호 측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발된
특수 광섬유 기반 광섬유 커플러를 광섬유 간섭계의 빔분할기로 이용하게 된다면 가변 가능한 광섬
유 커플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미세 위상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로 동시에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간소화된 광섬유 위상 천이 간섭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특수 광섬유로 만들어진 측면 연마 광섬유 커플러 기반 위상 천이 간섭
계. (a) 랩뷰 기반 제어창 디스플레이 (b) 위상 천이 광섬유 마이켈슨 간섭계

그림 2. 펌프광의 입력 전류에 따른 위상 천이 간섭계의 간섭 신호 위상 천이 특성. 펌프광
전류에 따른 (a) 간섭 신호와 (b) 위상 이동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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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O5/Ag/Ta2O5 다층구조의 자외선 고투과도 투명전극
UV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s
using Ta2O5/Ag/Ta2O5 multilayer
송태섭*, 조진우, 김종호, 김수경, 김선경, 성태연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ITO is the conventional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TCE) in optoelectronic fields. However, ITO
is difficult to be used for optoelectronic devices due to its low transmittance at UV wavelength. In this
study, Ta2O5/Ag/Ta2O5 multilayer is suggested as UV TCE with low sheet resistance and high
transmittance at UVA wavelength.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UV-LED) 및 자외선 광검출기(UV-Photodetector)는 정보 통신 분야, 건
강, 의료, 위생 분야들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위 광소자들은 주로
투명전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명전극은 전류 퍼짐층(current spreading layer)으로서의
역할과 높은 광 추출 효율(extraction efficiency)의 성능이 요구된다 [1]. 대부분의 광소자에서 투
명전극으로 사용되는 Sn-doped Indium oxide(ITO)의 경우 자외선 영역의 파장에서의 낮은 투과
도와 기계적 특성의 부족으로 인한 유연 소자 제작 한계로 인해 새로운 대체재가 필요하다. 이러
한 대체재로 산화물/금속/산화물 다층 구조의 투명전극이 각광받고 있다. 해당 구조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추어 유연성을 확보한 동시에 특정 파장에서의 높은 투과도와 더불어 낮은 면저
항을 갖추어 여러 광소자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소자이다. 이러한 다층 구조의 투명전극에서 금
속층의 경우 대부분 Ag가 사용되는데, 이는 낮은 소멸 계수(extinction coefficient) 및 굴절률
(refractive index)로 인해 광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 층으로 광 밴드갭
(optical bandgap)이 큰 오산화 탄탈럼(Ta2O5)을 사용하여 자외선 광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투명
전극을 제작, 분석하였다.
스퍼터(RF-Magnetron sputter) 장비를 이용하여 증착한 해당 다층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소자의 두께에 따른 투과도 및 면저항을 포함한 여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광
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Film wizard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실제 측정된
투과도와의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Phasor analyses 시뮬레이션을 통해 층의 두께에 따른 부분 반
사파(partial reflected waves)의 진행을 확인, 이를 투과도 결과와 결합하여 광학적 해석을 진행하
였다.
Ta2O5/Ag/Ta2O5(TAT) 다층 구조체는 산화물의 두께를 10 – 40 nm에서 10 nm 간격으로, Ag
의 두께를 12 – 24 nm에서 3 nm 간격으로 총 20개의 시편에 대해 360 – 400 nm 파장에서
57.18 – 93.99%의 평균 투과도를 보였으며, 전기적 특성으로 2.02 – 8.95 Ω/sq의 면저항, 5.74 x
1021 – 2.92 x 1022 cm-3의 캐리어 농도, 13.21 – 24.07 cm2/Vs의 전자 이동도를 측정할 수 있었
다. 또한 광 밴드갭(optical bandgap)은 4.36 – 4.59 eV 수준으로 320 – 400 nm 파장의 UVA 자
외선 영역에 사용하기 적합한 투명전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

그림 1. T/A/T 다층 구조의 TEM 사진

그림 2. 250 – 800 nm 파장에서의 투과도

그림 3. 부분 반사파의 phasor diagram

그림 4. 각 층의 두께에 따른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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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패턴을 이용한 콜레스테릭 액정 스마트 윈도우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smart window using a
random stripe pattern
한찬희1, 지성민2, 윤태훈2, 오승원1*
1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2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We designed a random stripe pattern in the cholesteric liquid crystal, known as the fingerprint (FP)
texture, as an initial state (opaque state) of smart window.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proposed LC
cell shows the lowest operating voltage (4 V) among guest-host liquid crystal cells because of vertical
anchoring at the surfaces.

게스트 호스트 액정(Guest-host liquid crystal, GHLC) 셀은 다른 유형의 스마트 윈도우 보다 응
답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널리 연구되고 있다. GHLC에서, 차광 상태는 다양한 액정 및 염료
배열로 달성될 수 있는 반면, 투명 상태는 액정과 염료들이 기질에 수직으로 정렬되었을 때 달성
될 수 있다. 콜레스테릭 액정 셀은 planar (Twisted-aligned, TA) 상태에서 가장 낮은 투과율을
나타내지만, 높은 작동 전압, 느린 응답 시간, 복잡한 구동 방식 등의 단점이 있다 [1-3]. 본 연구
에서는 빛의 산란 없이 투과율을 제어하는 염료가 혼합된 콜레스테릭 액정 스마트 윈도우를 제안
하고 다양한 모드들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호스트 액정과 게스트 이색성 염료로 구성된 GHLC는 높은 투과율을 가지며, 염료 분자가 액정
분자에 의해 쉽게 정렬되기 때문에 스위칭이 편리하다 [4,5]. 이색성으로 인해 염료 분자는 흡수축
에 평행 [수직]으로 편광된 입사광을 강하게 [약하게] 흡수한다. 염료 분자의 흡수축에 평행하고
수직인 편광을 위해 균일하게 정렬된 액정 셀의 투과율은 각각    exp       
으로 설명될 수 있다 [5].   은 각각 염료 분자의 흡수 축에 평행하고 수직인 편광에 대한 염
료 도핑된 액정의 흡수 계수를 나타낸다.  는 반사 손실의 영향을 포함하는 투과율 상수이고 c
는 염료 농도 d는 셀 간격을 의미한다. 위 식을 사용하여, vertically-aligned (VA),
homogeneously-aligned (HA), TA 및 uniformly-lying helix (ULH) 상태에서 액정 셀의 투과율
을 표현할 수 있다.
║⊥

║



║⊥

⊥



      exp   ⊥   

      exp   ║    exp   ⊥   

      exp   ║   ⊥           exp   ║   ⊥     exp   ⊥    

따라서 FP 액정 셀의 투과율은 사용하여 식(4)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    

셀 갭을 변화하며 식 (3-6) 각 GHLC 셀의 투과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1에서 전체적인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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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셀갭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TA액정 셀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셀갭이
증가하여, 약 30 의 셀 갭에서 finger print (FP) 액정 셀과 TA 액정 셀의 투과율은 거의 근접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구동전압을 위해 액정의 셀 갭을 10 를 선택하였고 0 V에서 5 V까지 전압을 인가하
여 투과율과 헤이즈를 측정하였다 (그림 2). 제안한 셀의 turn-on 및 turn-off의 시간은 각각 6.52
ms 및 44.6 ms로 측정되었고, 이 측정 값은 다른 콜레스테릭 액정 셀 (보통 수백 ms)에 비해 빠
른 응답 시간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한 액정 셀은 저전력 및 빠른 응답속도의 스마트 윈
도우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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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wt%의 고정된 염료 농도에서 셀 갭의

그림 2.인가 전압에 따른 FP 셀의 투과율 및 헤이즈 값

함수로서 LC 상태의 이론적 투과율. (D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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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린 액정상 발광층에서 뮬러 행렬을 이용한 원형 편광도 해석
Analysis of Circularly Polarized Emission in Twisted Mesogenic Luminophore
Using Müller Matrix
한명진1*, 김민기1, 박민영, 유창재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In the twisted mesogenic luminophore, a linearly polarized light emitted from the mesogenic
luminophore experiences a phase retardation in emitting layer due to its anisotropy and twist of its optic
axis, and thus the polarization state can be changed. Based on Müller matrix analysis, we theoretically
investigate the degree of circularly polarized emission in the twisted mesogenic luminophore.

비등방성을 가진 복굴절 물질을 통과한 빛은 진행방향에 따라 다른 굴절률을 갖고 결과적으로
이 복굴절 매질을 통과한 빛은 위상지연 (    )을 겪게 된다. 위상 지연을 통해 빛의 편
광 상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편광의 종류에 따른 응용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원
형편광 빛은 OLED 디스플레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2].
원형편광 빛을 발광시킬 수 있는 방법 중, 액정상 발광층에 비틀린 구조를 유도하여 높은 원형 편
광 특성을 얻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3]. 여기서 원형편광도 (  )는 좌원편광의 세기 (  )와 우원편
광의 세기 (  )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며            , ≤  으로 정의되고, 0은 원형
편광이 없는 상태, ±2는 완전히 원형 편광된 상태를 의미한다. 액정상 분자의 비틀린 각도의 변화
를 통해 원형편광 발광 특성은 조절되어 비틀린 각도가 원형 편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뮬러 행렬을 이용하여 비틀린 구조의 편광 상
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빛의 편광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스톡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톡스
변수는 4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무편광, 선편광, 원형편광 상태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4가지 스톡스 변수로 구성된 벡터를 스톡스 벡터 (  )라고 하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스톡스 벡터를 표현하는 각각의 스톡스 변수는   ,   ,   ,   는 각각 빛의 총 에너지, 빛의 수평/
수직 편광 상태, 빛의 ±45° 편광 상태, 우/좌원편광 상태를 나타낸다. 각각의 스톡스 변수는 –1에
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무편광 상태, ±1은 완전히 편광된 상태를 의미한다. 스톡스 벡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복굴절 매질의 위상지연 특성을 나타내는 뮬러 행렬이며,   과   은 빛이 복굴절
물질에 입사되어 통과하기 전과 후의 스톡스 벡터이다.
비틀린 구조 [그림 1. (a)]에서 뮬러 행렬을 이용한 스톡스 벡터의 계산을 위해, 액정상 발광층
이 일정한 각도로 비틀리는 것을 가정하고, 발광층을  개의 하위층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번째
층에서 비틀린 각도는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림 1.(b)] 여기서  ,  ,  는 각각 총
비틀린 각도, 배향막부터  번째 층까지의 거리, 비틀린 구조의 전체 두께를 의미한다.

그림 1. (a) 일정하게 회전하는 비틀린 구조와 (b) 비틀린 구조에서 층 수에 따른 비틀린 각도
위상지연을 갖는 비틀린 구조의  번째 층에서 비틀린 각도가 액정의 느린 축일 때 뮬러 행렬은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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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층 내  번째 층에서 발광하는 빛이 같은 확률로 양극과 음극을 향하여 전파된다고 가정할 때,

 번째 층에서 양극으로 발광하는 빛은  번째 층에서 마지막 층까지의 비틀린 구조를 경험하므로
스톡스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양극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빛과  번째 층에서 발광하는 빛의 스톡스 벡터이
다. 또한,  번째 층에서 음극으로 발광하는 빛은  번째 층에서 처음 층까지의 비틀린 구조를 경험
하고 음극에서 반사된다. 반사된 빛은 다시 전체의 비틀린 구조를 경험하므로 스톡스 벡터를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음극으로 발광하는 빛이 바깥으로 나갈 때의 스톡스 벡터이다. 스톡스 변수의 정의
에 의해,  은       이고,  은       이다. 또한 원형편광도의 정의에 의해,  는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빛은 양극과 음극을 향하여 같은 확률로 전파되므로, 원형편광
도는 양극과 음극을 향하는 빛을 평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 비틀린 각도, 두께, 복굴절과 같
은 변수들을 이용하고 뮬러 행렬을 적용하여 스톡스 변수   를 계산해 원형편광도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변수들을 조절하여 원형편광도 특성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J. R. Brandt et al., J. Am. Chem. Soc., 138, 31, 9743-9746, 2016
[2] G. Iftime et al., J. Am. Chem. Soc., 122, 51, 12646-12650, 2000
[3] D. M. Lee et al., Adv. Mater, 17009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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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성 고분자의 픽셀화 주름 기반 광제어 위조방지기술
Anticounterfeiting using light control of pixelated wrinkles of liquid crystalline
polymer
김기태1*, 김도원1, 김회경2, 나준희1
충남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과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ICT디바이스·패키징연구센터2
We demonstrate the anti-counterfeiting concept based on pixelated wrinkling technology. The capability
of producing pixelated wrinkles with a high pixel resolution and density affords their use in informative
labels and security tags to prevent the forgery of products.

Periodic microstructures over a large area allow interesting functionalities such as structural
color and self-cleaning surfaces and lead to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adaptive
bioengineering and flexible electronics to adhesives. To construct microstructures of diverse
classes of materials, lithography has been widely used but often involves inherent limitations
to the applicability for non-planar surfaces and the pattern resolution predefined by the stamp.
Recently, many research groups have conducted research on the surface microstructures, and
most have implemented wrinkles by controlling anisotropic strain in a multi-layer thin film
based on a flexible substrate[1]. The method using the flexible substrate has advantages in
that the wrinkle fabrication is simple and easy to manufacture in a large area.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when adjusting the size of wrinkles in the process, and it is difficult to
produce wrinkles in the desired direction. In addition, it is challenging to apply a variety of
substrates as well as mechanical stability. Here, We present a method of creating wrinkles in
two or more directions on a single sample using reactive mesogens (RMs) and spatial light
modulator (SLM). Through the photoalignment technology utilizing SLM, the orientation is
selectively defined and the RM is coated to precisely control wrinkles in two or more
directions[2, 3]. In addition, the domain of wrinkle formation can be controlled by controlling
the SLM optical system, and different wrinkles can be formed in an area unit of 50 ㎛ or
less.

We

demonstrate

the

anti-counterfeiting

concept

based

on

pixelated

wrinkling

technology[4]. A quick response (QR) code was constructed using pixelated wrinkles of q = 0°
and 45° (Figure. 1) and implemented on a banknote. Under the usual circumstance without the
polarization, this QR code is not observed because there are no effective phase differences
across the pixels. This image is retrieved only when appropriate optical filters (i.e., the
crossed polarizers) are used. The principle of using optical phase retardation can apply to
ultraviolet or infrared light sources, which are currently used to discriminate against
counterfeits. This image is also readable when placed on the opaque surface by the reflection
mode with one polarizer. We note that other configurations of the optical filter can be
employed. The capability of producing pixelated wrinkles with a high pixel resolution and
density affords their use in informative labels and security tags to prevent the forgery of
products.

Fig. 1. (a) Procedure of pixelated wrinkles and (b) QR code havaing different wrinkling
direction of q = 0 and 45°. (c) The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the concept of counterfeits
detection incorporating the pixelated wrinkl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No. NRF-2020R1C1C1012757) 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21-0-00769, Development of Liquid Crystal Based Flat Antenna Technology for Satellite
Communication).
1. N. Bowden, W. T. S. Huck, K. E. Paul, G. M. Whitesides, Applied Physics Letters 75,
2557-2559 (1999).
2. D. Dudley, W. M. Duncan, J. Slaughter, MOEMS Display and Imaging Systems 4985, 14-25
(2003).
3. S. H. Kang, J. H. Na, S. N. Moon, W. Il Lee, P. J. Yoo, S. D. Lee, Langmuir 28, 3576–
3582 (2012).
4. K. Kim, S.-U. Kim, S. Choi, S.-k. Ahn, and J.-H. Na, Adv. Sci. 7(24), 2002134 (2020).

WP-III.04

액정형 가변회로의 가변율 확보 및 손실을 최소화하는 설계기술
Design to secure variable rate and minimize loss of liquid crystal based circuit
김도원1*, 김기태2, 최문영2, 최세환3, 김회경3, 나준희1,2
충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1, 충남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과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ICT디바이스·패키징 연구센터3
When designing a variable circuit for microwave frequency using liquid crystal, a simple design
method is proposed that minimizes mismatch loss that occurs in the transition of a multi-layer circuit
while maintaining the variable rate of the liquid crystal. By repeatedly using the same circuit on the top
and bottom surfaces of the pcb, the same result can be obtained as if the circuit exists only on one side
without the effort of additionally designing the transitions.

다양한 응용 주파수대역을 동시에 커버하기 위한 주파수 선택적 안테나, 또는 위성통신, 차세대
통신용 빔포밍 안테나 등의 가변 소자로서 액정의 유전율 이방성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1, 2]. 액정을 가변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액정층의 상·하부에 전극을 배치하고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어야 하는데,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세기에 따라 액정 유전율이 변하는
가변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주요 회로가 구성되는 상부 pcb와 금속 접지면이 있는 하부 pcb
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한 후 중간에 액정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때 회로가
구성되는 상·하부 pcb 두께에 비교하여 가운데 액정 층이 차지하는 두께의 비율이 높을수록 회로
의 가변율이 증가한다 [3]. 따라서 액정형 가변소자를 설계할 때는 [그림 1(a)]와 같이 가변영역의
회로를 상부 pcb의 윗면이 아닌, 액정이 바로 맞닿을 수 있는 아랫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유리하
다. 이 때 아랫면에 위치한 가변영역 회로와 윗면의 회로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mismatch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1(a)]와 같은 transition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사용하는 pcb
의 유전율, 두께 등에 따라서 각각에 최적화시키는 추가적인 설계를 요구한다. 또한 고주파 대역
으로 올라갈수록 비아 연결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a)
(b)
그림 1. 상하부 pcb 및 액정층을 결합한 구조. (a) 윗면에 transition을 삽입한 구조 (b) 아랫면과
동일한 회로를 윗면에 배치하고 비아로 연결한 구조.
본 논문에서는 번거로운 추가 설계 작업 없이, 손쉽게 윗면과 아랫면 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간
단한 설계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설계 방법은 [그림 1(b)]의 기본적인 meander-line 위

상변위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가변영역인 meander line을 액정이 맞닿는 상부 pcb의 아랫면에
설계한 후, 동일한 패턴을 상부 pcb의 윗면에도 배치시키고 이를 여러 개의 금속 비아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윗면과 아랫면이 동일한 패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pcb의 종류에 따른 추가적
인 설계변형이 필요 없다. 윗면과 아랫면 회로가 동일한 전송선로로 인식되도록 주파수 영역에 따
른 금속비아의 간격만 적절하게 유지해준다면, 마치 한 면에 회로가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전송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윗면과 아랫면의 금속패턴을 비아로 연결함으로서 전파가 진행하는
전송선로의 금속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초고주파 영역에서의 금속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이 때 활용하는 금속 비아 공정은 일반 pcb 제작 시에 사용하
는 공정방식을 따르므로 개수나 간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2]에서 reference라고 표시
한 그래프는 위상변위기 회로가 상부 pcb의 아랫면에만 위치하고 있을 때의 결과이며, transition
이라고 표시한 그래프는 [그림 1(a)]와 같이 transition 회로를 윗면에 추가 설계하여 연결한 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proposed로 표시한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으로 [그림 1(b)]의 구조를 적용
한 결과이다. Transition을 사용한 경우 여러 번의 tuning 작업에도 불구하고, mismatch loss가
-10 dB 미만으로 유지되기는 하지만 reference 회로에 비해 평균 10 dB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proposed 구조를 적용하면 추가적인 tuning 작업 없이도, mismatch loss가 증가
하지 않고 insertion loss도 reference 회로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회로가 아랫면에만 위치한 구조(reference), 윗면에 transition이 추가된
구조(transition) 및 위·아래 동일한 회로가 비아로 연결된 구조(proposed)에 대
한 (a)mismatch loss 및 (b)insertion loss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21-0-00769, 위성 통신을 위한 액정형 평면 안테나 기술개발]
[1] J. Kim, J. Oh, "Liquid-crystal-embedded aperture-coupled microstrip antenna for 5G
applications,"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19(11), November 2020.
[2] Y. Zhao, C. Huang, A.-Y. Qing, X. Luo, "A frequency and pattern reconfigurable antenna
array based on liquid crystal technology," IEEE Photonics Journal, 9(3), June 2017.
[3] D. Kim, K. Kim, H. Kim, M. Choi, J.-H. Na, "Design optimization of reconfigurable liquid
crystal patch antenna," Materials 2021, 14,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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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색상 대비와 눈부심 감소를 위한 액정 광셔터
A liquid-crystal light shutter for higher color contrast and reduced glare
이재환1, 허재원2, 윤태훈2, 오승원1*
1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2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We propose the filtering of yellow light in a dye-doped liquid crystal (LC) cell. Such filtering can
reduce eye glare due to intense sunlight or high-beam headlights. Unlike dichroic dye, the yellow dye is
not switchable by the electric-field-induced alignment of LCs. Therefore, the yellow color, which can
cause glare in all states, can be removed.

스위칭 가능한 선글라스나 고글은 사용자가 외부 자극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다 [1]. 선글라스나 고글은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만큼 태양광으로부터 사용자의 눈
을 보호할 수 있게 색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2]. 태양광으로부터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는 스위칭
안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호스트 액정과 게스트 이색성 염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눈부심을
일으키는 황색광을 차단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우리는 황색광을 차단하면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칭 가능한 안경을 제안한다. 이것은 황색광을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노란색 염
료가 도핑된 액정 셀의 스위칭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의 호스트 액정에 사용한 막대 모양의 분자 구
조를 가져 분자의 배향에 따라 상태가 스위칭되는 이색성 염료와는 다르게, 실험에서 사용한 노란색
염료는 구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액정 배향에 따라 상태가 스위칭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과율
을 조절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황색광을 필터링 할 수 있다.
액정 광셔터에서 노란색을 제거하려면 약 590 nm의 빛을 흡수하는 염료가 필요하다. 실험에서,
자동차 도색 및 색순도 향상 필름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etra-aza porphyrin (TAP) 염료
를 사용했다. TAP 염료의 분자는 구의 형태를 띄고 있어, 배향과 상관없이 항상 황색광을 흡수한
다. 제시한 장치의 전기 광학적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카이랄 도펀트, TAP 염료, 이색성 염료가 도
핑된 액정 셀을 제작했다. 첫 번째로, 음의 액정 ( ∆   ∆   )와 카이랄 도펀트
(S-811, Merck, p=1.25)를 섞었다. 그 다음, 액정 혼합물과 노란색을 필터링하는  의 TAP
염료(A2000, Philostone)와 가시광선 흡수를 조절하는  의 이색성 염료 (X12, BASF)를 섞었
다. 배향은 액정의 수직 배향을 위해 인듐 주석 산화물 유리 상하판에 코팅을 했다. 셀 갭은 silica
spacer를 사용하여  를 유지했다. 제작된 셀의 투과율, 산란율과 같은 광학적 특성은 haze
meter(HM-65W,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IE 표준 광원 D65의 분광 분포를 갖는 백색 광
원을 입사광으로 사용했다.
제시된 light shutter는 전압을 인가하였을 시 형성되는 전계에 의해 투명 상태와 산란 상태를
스위칭한다. 초기의 투명 상태에서 액정과 염료 분자들은 기판에 수직으로 정렬된다. 따라서 입사광
대부분이 산란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액정 셀을 통과하게 된다. 인가된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수
직 배향된 음의 액정과 염료 분자는 기판에 수평하게 정렬되고 카이랄 물질 및 러빙 조건으로 인해
꼬인 구조를 이루게 된다 [4]. 이 상태에서 염료 분자는 편광판의 방향에 상관없이 산란하지 않고
입사광이 흡수된다.
  ∼  
의 범위 안에서 spectrometer (MCPD 3000, Photal)로 측정된 액정 셀의 투과율
스펙트럼은 그림 1a에서 볼 수 있다. 투명 상태의 액정 셀의 투과율 스펙트럼은 55.2%이고, 불투

명한 상태의 투과율 스펙트럼은 22.2%이다 (11 V). TAP 염료는 상태와 상관없이 노란색 빛을 필
터링한다. 제작된 LC 셀의 동작 검증을 위해 야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b는 제작된 액
정 셀의 사진을 보여준다. 전압을 가하지 않으며 액정 셀은 투명하며, 뒷배경이 선명하게 보인다.
또한, 염료가 눈부심을 유발하는 황색광을 흡수하여 흐릿했던 푸른 하늘이 짙은 푸른 하늘로 보여
대비가 증가했다. 10 V의 전압을 인가 할 때, 제작된 액정 셀은 black dichrioc dye에 의해 빛이
흡수되어 투과율이 감소된 불투명 상태로 스위칭됐다. 액정 셀은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색광을 흡수하므로써 모든 상태에서 눈부심을 최소화했고, 색상 대비도 향상
시켰다.

그림 1. (a) 투과율 스펙트럼. (b) 제작된 LC 셀의 투명, 불투명 사진(점선 사각형 영역은 LC 셀
에 의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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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출력 300 W 급 준연속 툴륨 첨가 광섬유 레이저
Quasi-CW Tm-doped Fiber Laser with 300 W Peak Power
정채원1,2, 박종선1,2, 김민지1,2, 오예진2*, 김지원2, 정 훈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1
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2
In this paper, we report high-energy, high-power quasi-continuous wave operation of double-clad
thulium (Tm) fiber lasers. We constructed high-power Tm fiber lasers which produced
rectangular-shaped pulses with a ~3 J pulse energy and a 10 ms pulse duration at a 10 Hz repetition
rate, corresponding to an average power of ~30 W and a peak power of ~300W for 64.5 W of absorbed
pump power at 793 nm.

요로결석의 국내 유병률은 약 12%로 보고되고 있으며 50세 이상 성인 남성의 22%에서 전립성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호소할 정도로 다빈도 질병이며, 20 mm 이하 결석의 경우 최소침습
적 연성 내시경 제거술로 제거하고 있다. 현재 결석 제거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는 flash lamp로 펌핑한 2.1 μm 파장대의 Ho:YAG 레이저다. 그러나 Ho:YAG 레이저는 효율
이 매우 낮고(wall-plug efficiency ~2%) 연속발진이 불가능하며, 결석 분쇄 시 레이저 에너지 전달에 의해 결
석 조각이 레이저 끝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동(retropulsion) 현상이 발상하며, 주기적으로 flash lamp의 교체
가 필요하므로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QCW(Quasi Continuous Wave) 작동방식의 Tm (thulium) 광섬유 레이저를 사용한 임상 연구논문이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Tm 광섬유 레이저는 Ho:YAG 레이저에 비해 높은 결석분쇄율, 낮은 레이저 광섬
유의 손상, 2배 적은 반동현상 등의 장점이 보고되었다 [1]. Tm 광섬유 레이저의 특성상 다이오드 레이저로
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 효율이 기존 flash lamp 펌핑 Ho:YAG 레이저에 비해 약 10배 높고, 연속발진
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 지혈 문제를 해결 가능하며, 고반복률 동작도 가능하므로 수술 처리 속도가 높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의 수명은 50,000 시간 이상으로 주기적 교체가 필요 없으며 all-fiber 구조로 제작 가능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낮지만,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고가의 레이저를 해외
수입(>70%)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국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기술자립
및 수출증대/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flash lamp 펌핑 Ho:YAG 레이저의 단점을 보완한 다이오드 레이저 펌핑 방식의
QCW Tm 광섬유 레이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실험에서 구축한 QCW Tm 광
섬유 레이저의 모식도이다. 이득 광섬유로는 코어 25 μm, 클래딩 400 μm의 Tm이 첨가된 이중 클래딩 광섬유
를 사용하였고, 중심파장 1940 nm의 FBG (Fiber Bragg Grating) 쌍을 사용하여 공진기를 구성하였으며 레이
저 시스템의 양 끝단은 프레넬 반사로 인한 되먹임을 방지하기 위해 각도 절단 하였다. 793 nm 다이오드 레이
저를 10~500 Hz 반복률로 duty 10%로 동작시켜 Tm 광섬유를 펌핑하였다. 10 Hz로 동작 시 총 평균 펌프 출
력은 67 W 였고, Tm 광섬유에 흡수된 평균 펌프 출력이 64.5 W 일 때 1940 nm에서 평균출력 31.5 W의 레
이저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 2), 이 때 레이저 펄스 에너지는 3.15 J, 첨두출력은 315 W 가 된다. 기울기 효
율은 52%로 측정되었으며, 레이저 신호광의 반복률은 10 Hz 펄스 폭은 10 ms 로 펌핑 광원의 변화와 같은 사
각형 모양의 펄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그림 1. Tm 광섬유 레이저 모식도

그림 2. QCW Tm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특성

그림 3. QCW Tm 광섬유 레이저 펄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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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Beam Modification in Optical Fiber by Longitudinal Femtosecond Laser
Writing
Shiru Jiang,1,2,* Jinke Li,1,2 Woo-Bin Lee,1,2 and Sang-Shin Lee1,2
1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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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to use longitudinal femtosecond laser writing to finish effective light beam modification from a
standard single-mode fiber easily and quickly. The light beam shaping is based on a simple tapered enlarged end structure,
which experiences irradiation of femtosecond laser beam and change in refractive index. The light beam modification is
achieved in a short laser writing region without using oil-immersion objective or beam-shaping optical components, which
simplifies the setup of femtosecond laser writing for fiber beam modification.

Fiber-optic structures based on the modification of refractive index induced by femtosecond laser (fs-laser)
direct writing, has gained growing attention as a key to extending fiber’s application to the field of on -chip
integrated photonics [1]. According to the sample being translated parallel or perpendicular to the laser beam
direction, there are two standard writing strategies called longitudinal and transverse writing, respectively . When
it comes to fiber-optical, more commonly used transverse writing requires external beam shaping to overcome the
astigmatic aberration and positional distortion [2], which results from cylindrical geometry of an optical fiber.
Neither introducing a cylindrical lens nor using an oil-immersion objective lens for beam shaping is definitely not
an easy operation, which makes the already complex fs-laser writing more difficult. What’s more, effective light
beam shaping in single-mode fiber (SMF) always requires long-distance fs-laser modification. In this work, we
demonstrated effective light beam shaping in SMF with only a 20 -μm long fs-laser modification region using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without any beam -shaping components. With the assistant of an optical ferrule, a
focused fs-laser beam could irradiate the flat end surface of fiber, thus geometry-induced aberration and distortion
were avoided during fs-laser writing. Correspondingly, the guided optical beam of fiber could be changed well,
which can be a successful example of utilizing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for manipulating light in fiber-optic
filed easily and quickly.
The proposed effective beam modification in SMF was realized by directly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in an
optical ferrule. After fixing the SMF in a free-stand optical ferrule, the flat end surface, namely the cross-section
of SMF, was exposed to the focused laser beam as shown in Fig. 1 (a). Therefore, aligning fiber with the focused
laser beam and scanning the predetermined path can be ensured even in a most fundamental fs-laser system. Figure
1 (a) shows the used fs-laser system including the fs-laser source, a CMOS camera, and the motorized translation
stage combination without introducing extra optical components. The fs-laser source provided a pulsed beam with
a wavelength, λ, of 520 nm and a duration of 250 fs. The repetition rate and laser pulses were 10 kHz and 0.7 μJ,
respectively. The laser beam was focused in the fiber core under the surface of 20 μm via a 100× objective lens
with a numerical aperture of 0.85, which produced a n oblique waveguide in a shape of conical frustum after
moving the fs-laser to surface as displayed in Figs. 1(a) and 1(c). The diameter of the oblique waveguide changed
from 1 μm to 2 μm along with the positive direction of z-axis. After several times longitudinal laser writing with
controlling of translation stages, inscribed waveguides formed a cross pattern surrounding the fiber core on the
end surface as illustrated in Fig. 1(b). In addition, attributed to the geometry of conical frustum, the induced
waveguides were easier to form tapered enlarged ends than the most reported uniformly cylindrical waveguides .
Tapered conical ends in optical fibers have been considered for use as optical components or for suitably shaping
light beam from a single fiber. As verified by the simulated results in Fig. 2 that were calculated using RSoft
BeamPROP (Synopsys), the tapered conical end was more effective to guide light away from the core compared
with a rectangular end. The used refractive index of waveguides was the same as that of the core, and the two end
structures were set to show the identical geometry on the surface as plotted in Fig. 2(a). It is noticeable in Fig. 2(c)
that the light-guiding region of the tapered end was wider (7.5 μm) than that of rectangular end (6.0 μm), so the
tapered end structure was adopted in this work. Finally, the characterization of optical fiber before and after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was experimentally checked in Fig. 3. The measured distribution of guided optical
beam matched well with the inscribed pattern on fiber surface. Besides, Besides, the beam size (1/e 2 ) was increased
from 10 μm to 15.6 μm as implied by Figs. 3(c) and 3(f).

In conclusion, the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realized the modification of light beam guided by SMF easily
and quickly based on a simple and short tapered enlarged end structure. The proposed light beam modification in
an SMF by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can be utilized to achieve more complex beam manipulating.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a) experimental setup of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b)end surface, and
longitudinal-section of expended core of a SMF for beam modification.

Fig. 2. Refractive index profile at (a) end surface and (b) longitudinal-section of expended core of a SMF. (b)
Simulated optical intensity contour map of the transverse field at λ = 1550 nm.

Fig. 3. (a, d) Microscope images, (b, e) captured guided beams at λ = 1550 nm, and (c, f) the intensity profiles
according to figures (c, f) of SMF before and after longitudinal fs-laser writ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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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레이저 및 디텍터 어레이 기반 해충 감지 센서 시스템 연구
Investigation into an injurious insect detection sensor system
based on semiconductor laser and detector array
김지환¹*, 권순화², 이주한¹
1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We implemented a injurious insect detection using self-manufactured sensor based on semiconductor
laser and detector array. analyzing the detected signal, the insect behavior pattern and number can be
figured out.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해충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학을 이용한 해충
예찰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다수의 광학소자로 센서
를 제작하여 비용 문제와 어려운 제작 난이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레이저와 디텍터 어레이 기반의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로 해충을 감지 할
수 있는 광센서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해충이 센서를 지날 때 빛을 흡수하여 신호의 변화가 생기
며 이를 분석하여 해충의 행동 패턴과 개체 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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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의 구조 (PD, Photodiode; DAQ, Data Aquisition) 그림 2. 해충 감지 신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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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론적 전자빔을 이용한 초고속 광신호의 실시간 시각화 기술
Real-time visualization of ultrafast optical signal
by using relativistic electron beam
백인형*, 김현우, 박현상, 신준호, 왕기영, 장규하, 이기태, 정영욱
한국원자력연구원 초고속방사선연구실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demonstrated the single-shot detection of ultrafast optical field by
utilizing a ultrashort electron accelerator and a sub-wavelength metal slit structure. The operation
bandwidth and the sampling rate of our instrument are measured to be about 1 THz and 75.7 TS/s,
respectively.

초고속으로 진동하는 전자기장의 파형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기술은 기초과학 및 광 기술 산
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1]. 현존하는 초고성능 오실로스코프의 동작대역폭은 100 GHz가 한
계이며,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광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광결정을 이용
한 광학적 측정이 불가피하지만, 주파수 변환 과정에서 완벽한 위상정합의 어려움으로 인한 파형
이 왜곡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2, 3]. 본 연구에서는 금속 슬릿 내부에서 도파하는 전기장의 파
형을 파형 왜곡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전자빔의 deflection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테라헤르
츠파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림 1a는 실험의 모식도를 나타내며 금속 슬릿의 두께와
전자빔의 longitudinal length가 짧아질수록 측정 가능한 대역폭이 증가하며, 전자빔의 transverse
length가 길어질수록 single-shot window가 길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실험에 사용된 전자빔의 에
너지는 RF-wave로 가속되어 빛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3.2 MeV의 운동에너지를 가지며
펄스폭이 25 펨토초, 빔 크기는 3.78 mm로 측정되었다. 입사되는 전자기파인 single-cycle 테라헤
르츠 펄스는 슬릿 입구에 집속되어 슬릿 내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전자 펄
스가 테라헤르츠파와 수직으로 슬릿을 통과하며 deflection되어 그림1b와 같이 time-window가
12.6 ps인 single-shot 파형을 스크린에 형성한다. 고성능 카메라의 픽셀크기로부터 계산된
sampling rate는 75.7 TS/s였으며, 본 장치의 동작 대역폭은 금속 슬릿의 두께와 전자빔의 펄스폭
을 고려하여 약 1 THz로 계산되었다. 추후 개발될 전자빔 펄스 소형화 및 압축 기술과 함께 본
장치의 성능 고도화 역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a. 실시간 초고속 오실로스코프의 모식도, inset: Cu로 제작된 금속 슬릿의 이미지, b. 측
정된 테라헤르츠 펄스의 전기장 파형, w: single-shot tim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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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광 영상 기술을 통한 다수의 유묘 내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Measurement of Anthocyanin Accumulations in Multiple Seedling Plants
Using Hyperspectral Imag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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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ports the simultaneous measurement of anthocyanin accumulations in a large number of
bok choy, using a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In this paper, a total of 96 seedlings are measured: 24
each of 4 cultivars. Experimental results are shown to provide an analytic system comparable to
destructive chemical analysis.

일반적으로 식물 내의 물질의 함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화학 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되
어 왔다. 파괴적 측정 방법은 식물을 분쇄함으로써 물질의 함량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
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물질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비파괴 측정할 수 있는 초분광
영상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분광 영상 기술은 분광 기술과 영상 기술의 장점을 결합
하여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까지의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파장에서의 분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신 이미징 기술로, 그동안 다양한 물질 내 함량의 비파괴 측정이 성공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러나 다수 식물 개체 내의 함량의 비파괴 동시 측정 연구는 아직 크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1-3].
본 논문에서는 초분광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청경채 유묘 내의 안토시아닌 축적의 양을
동시에 분석하였고 이를 파괴적 화학 분석 방법과 비교하였다. 실험을 위해, 초분광 카메라와 광
원을 샘플의 위에 고정시켜 아래의 대상 물체를 측정하는 top-view 방식의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초분광 이미징 시스템은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초분광 이미징 카메라, 할로겐 텅스텐 램
프를 사용하는 광원, 대상 샘플,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초
분광 영상 실험은 일반적인 실내 조명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할로겐 램프의 조건을 포함한 모든
실내 조명이 주는 조건을 계산에 적용하기 위해 흰색의 패널을 선택했다. 빛의 영향을 받는 환경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묘에서 얻은 초분광 데이터를 흰색 패널에서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규화함으로써 잎의 분광 특성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도록 보정하였다. 실험 대상 식물은 전 세
계적으로 재배 및 소비되는 중요한 식용 채소인 청경채(bok choy)이다.
안토시아닌 성분 분석을 위해, 각각 안토시아닌 함량에 성장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업용
청경채 품종 4종을 대상 샘플로써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청경채 유묘들은 화분에 정
식하기 전 파종 후 1주일 된 싹 상태로 각 품종 당 24개를 준비하였고, 식물용 큐브에 발아된 상
태이다. 대상 유묘의 100 cm 위의 높이에 장착된 초분광 카메라를 사용하여 한번의 측정으로 식
물 큐브에 발아되어있는 총 12개의 전체 식물의 초분광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획득한 초분
광 영상의 예시를 그림 2에 보였다. 초분광 기술을 사용한 비파괴 안토시아닌 측정법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 식물을 분쇄한 뒤 UV-spectrometer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다른 4가지 품종의 분석을 위해, 품종별로 2번의 측정을 통해 총 24개 유
묘의 반사율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 3에 품종별로 잎 반사율의 평균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었
다.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지 않은 두 품종(white stem, green stem)과 안토시아닌이 발현된 두 품
종(red choy, purple magic)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안토시아닌에 대한 빛의 흡수 파장으로 알려

진 550.14nm에서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550.14nm의 반사율 값을 0–100의 백분율값으
로 치환하여, 파괴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품종별로 매우
유사한 안토시아닌 함량 결과를 보였다.
초분광 기술을 통한 분석과 파괴적 분석에 의해 추정된 안토시아닌 함량은 청경채의 품종에 따
라 달라지는 함량의 차이를 비슷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파괴 방식인 초분광 기술을 사용
하여 청경채 품종의 유묘 조직에서 발생한 안토시아닌 함량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초분광 영상 기술 기반의 분석 방법이 고처리량 식물 피노타이핑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초분광 시스템 실험 구성도

그림 3. 품종별로 측정한 반사율 스펙트럼

그림 2. 초분광 카메라로 얻은 4품종의 이미지

그림 4. 파괴적 분석과 초분광 분석의 안
토시아닌 함량(반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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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피

Compact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이지헌*, 여길수, 조명진
한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부

Conventional microscopy with two lenses is used to see the micro object. When we use the
holography method for microscopy, we can obtain the depth information of the micro object. Therefore, we
illustrate how to record the depth information and provide compact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that
everyone can easily make.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인 현미경은 흔히 접안렌즈와 대물렌즈를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미경은 심도 (depth of field)가 작다
는 단점으로 인해 물체의 넓이는 측정이 가능해도 물체의 높이는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Holography 방식을 이용한 compact한 현미경을 제작하였다.
Holography는 물체에서의 나오는 빛인 object beam과 reference beam을 이용해서 물체에 대한 3
차원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투명한 물체를 측정
하는 Transmission 방식을 설명한다. Transmission 방식에서는 물체가 존재하는 슬라이드 글라스를
통과한 레이저가 현미경 렌즈를 통과하면서 구형파의 object beam이 되고 물체를 거치지 않고 현
미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형파가 reference beam이 된다. 이 beam들은 beam splitter를 통해서
영상기록장치인 CCD에 기록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을 때의 CCD에 기록
된 이미지와 슬라이드 글라스가 없는 경우 CCD에 기록된 이미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된
이미지에는 DC term과 +1, -1 세 가지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 물체의 정보를 가진 +1 정보
만을 추출한다 [1]. 그 이후 Angular spectrum propagation 방식을 통해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재
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둘 다 동일하게 진행하면 물체
가 있을 경우의 phase 정보와 물체가 없을 경우의 phase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두 phase
정보의 차이를 이용하면 순수한 물체의 연속된 phase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물체의 phase 정
보에 파장을 곱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물체의 높이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교한 스테이지, 레이저, 그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작고 간단한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e를 제작하였다. 시스
템의 외형은 3D printer를 통해 PLA소재만을 이용해서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크기는 145mm 
145mm  40mm이다. 사용된 부품은 beam splitter 2개와 mirror 2개, 20배율의 현미경 2개이다. 현

미경의 배율이 클수록 axial resolution이 증가를 하게 되나 확대율이 커질수록 intensity가 작아지
는 현상으로 인해 물체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20배율을 이용하였다. 레이저는 635nm의 파장을
가지는 0.5mW의 레이저를 이용했다. 그림3은 실제 제작한 현미경을 통해 양파의 표피 세포를 찍
은 이미지이다.

그림2. 실제 Compact Holographic Microscope

그림1. Transmission type

(a)

(b)

(c)

그림3. 양파 표피세포 이미지. (a)양파 세포가 없을 경우의 이미지 (b)양파 세포가 있을 경우의
이미지 (c) Holography 방법을 통해 3D 재생을 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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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HE를 이용한 저조도 VCR영상 향상

Enhanced VCR visualization with CLAHE in low light leve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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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부

VCR (Volumetric Computational Reconstruction) in low light level environment uses photon
counting imaging to enhance the visual quality and depth information. However, it depends on the number
of extracted photons.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esent photon counting imaging with CLAHE.

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 및 VR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미지를 통해서 depth를 얻는 것
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Depth를 얻기 위해서는 VCR (Volumetric Computational
Reconstruction)과 같은 3차원 컴퓨터 재생 방법을 이용한다. VCR은 집적 영상 (Integral
imaging)으로 획득한 요소 영상 (Elemental image)를 가상의 핀홀 배열을 통해 투영하여 재생면
에서 3D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물체의 깊이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조도 환경일 경우에는 픽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이 정보를 얻어오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hoton counting 요소 영상을 재생 면 이전에 병합하여 새로운
요소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생하는 병합 photon counting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다 [1]. 이 기술에서는 photon counting 요소 영상의 광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에서도 depth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체의 정확한
depth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자의 수가 필요하고 이는 물체의 특정 부분에서 광자의 수가 포
화 상태 (saturation)가 되어 이미지 저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은 광
자의 수로 기존의 방법과 유사한 depth를 얻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서 그림1
과 같이 실험 설정을 하였다. 광량이 적은 저조도 상황에서 depth의 측정 정도를 보기 위해서 각
각의 물체의 위치를 다르게 준 다음에 2mm씩 카메라를 가로 세로로 이동하면서 99의 요소 영
상을 촬영하였다. 그런 다음 획득한 요소 영상을 Preprocess 하였다. Preprocess는 저조도 상황
에서 촬영한 각각의 요소 영상을 CLAHE를 이용한 후에 본래의 이미지의 histogram에 matching
을 시키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2]. 이렇게 Preprocess를 할 경우 그림2와 같이 histogram의 차
이가 크지 않고 물체에 관한 histogram 정보가 집중 되어 Photon counting 방법을 이용할 시 물
체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용이 하고 본래의 histogram정보를 이용함으로 Preprocess를 거친 영
상이 최대한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Preprocess 단계를 거친 후의 요소
영상에서 Photon counting 방식을 이용해서 광자를 획득한 후에 VCR을 통해서 depth에 대한 정
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얻은 결과와 기존의 결과를 같은 광자 수의 조건에서 비교하였다. 그림3
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의 결과 영상이고 그림4는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영상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이 같은 광자의 숫자로 명확한 물체의 depth 정보를 재
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5
405
그림2. Preprocess를 한 후의 영상의 Histogram

그림1. 실험 설정

그림3 기존의 방법으로 저조도에서 VCR을 한 결과

그림4 제시하는 방법으로 저조도에서 VCR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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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quality th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for integral imaging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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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th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that provides quality-guaranteed three-dimensional
images for integral imaging microscope. The proposed system generates the clear-view three-dimensional
model through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on the acquired depth information and a
high-resolution

two-dimensional

image

of

the

specimen.

From

the

three-dimensional

model,

the

natural-view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of the specimen is reconstructed directly after the elemental
image array is generated, when the lens array is placed in front of the display device.

An integral imaging microscope (IIM) is a three-dimensional (3D) microscope that acquires
the full 3D information of micro objects through the microlens array (MLA) and single camera
[1]. However, a low-resolution and low-quality visualization is reconstructed from the acquired
3D data, i.e., an elemenal image array (EIA), due to using an MLA. Also, the illumination
effect is another issue for image quality degradation.
Many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the resolu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cosntructed images of the IIM. Among them, recently proposed advanced visualization
system has confirmed that the 3D modeling method is a simple and efficient way to provide
the clear and resolution-improved images for IIM []; however, still the 2D image-based
visualization was utilized.
In this report, we propose a quality-guaranteed integral imaging 3D display system for IIM.
As shown in Fig. 1(a),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3D data acquisition through a
conventional IIM system, 3D modeling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nd the
EIA generation for 3D display according to the user interaction. The 3D visualization of the
specimen is reconstructed at the same time with EIA generation while the lens array is placed
in front of the lens array. The initial EIA is captured through the MLA, and the
high-resolution 2D image of the specimen is captured without using the MLA with the same
camera in the IIM. The 3D model is generated through the CNN-based depth estimation
algorithm extracts the accurate depth information of the specimen. Note that it detects the
depth information from the directional-view images (viewpoints with different parallax
information in the orthographic-view image) in horizontal, vertical and two diagonal directions.
From

the

3D

model,

the

new

EIA

is

generated

through

the

CGII

based

on

the

direction-inversed computation (DIC) method []. Here, the 3D model is layered according to
the estimated depth information and the parameters of the lens array and display device is
inputted by the user. In the EIA generation, the direction is inversed that from EIA plane to
the 3D model where light propagation from EIA plane passes through nearest elemental lens
and the continuous to advance, intersecting the object points. So, there are light rays that
equal to the resolution of EIA plane and each ray is propagated once via one corresponding
lens to the 3D model. Therefore, the DIC-based EIA generation method reduces the calculation
time and accurately includes the occlusion effect during the computation. The proposed system

has the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zoom-in/zoom-out and rotation for 3D model of specimen,
therefore, the proposed system can present more viewpoints of the specimen within the basic
viewing angle than previous IIMs, except the resolution and quality improvement.

(a)

(b)

Fig. 1. (a) The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and (b) an example of the
displayed 3D image on the proposed system
In the experiment, a microscopic unit consists of an objective lens with 10× magnification, a
liquid-crystalline MLA with 2.4 mm of focal length (100×100 lenses with 0.125 mm of pitch),
and Sony α9000 camera with resolution of 6000×4000 pixels have been utilized. A 3D display
unit conssisted of a lens array (150×150 elemental lenses with 3.3 mm focal length and 1 mm
pitch) and a display device with the resolution of 7920×4320 pixels. Figure 1(b) shows the
various 3D viewpoints of specimen through the proposed system. The viewing angle of the
3D display was approximately 13°.
In

conclusion,

an

3D

integral

imaging

display

system

for

IIM

that

provides

the

quality-guaranteed and resolution-enhanced 3D images. The natural-view 3D visualization of
the specimen is reconstructed directly when the lens array is placed in front of the display
device.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displays

the

quality-guaranteed and resolution-improved 3D images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IIM
display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o. NRF-2018R1D1A3B07044041), an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S3058848)

fund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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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탑형 광학 디스플레이

Table-top optical display

이지헌*, 여길수, 조명진
한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부

Unlike 3D display using binocular parallax method called stereoscopy, in this paper we use
integral imaging method for table-top 3D display. To display 3D object, we obtain the depth map of the
scene by Blender and generate elemental images by computer algorithm.

영상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영상을 단순히 2D 영상이 아닌 3D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3D 영상 기술은 양안의 시차를 이용하는 것으
로 3D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편광이 되어있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색상이 빨강색과 파랑색이 있는
안경을 착용함으로 양쪽 눈에 다른 정보를 넣어주어서 3D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영상을 3D로 볼 수 없다는 단점과 양안의 다른 정보를 인위적으로 넣
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멀미가 발생할 수도 있고 3D를 볼 수 있는 시점이 한정적이라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table-top optical display를 제안한다.
Table-top optical display는 디스플레이 앞에 lens array를 배치시켜서 3D영상을 구현하는 integral
imaging [1]을 이용해서 여러 시점에서 물체를 볼 수 있고 안경 없이 3D 영상을 볼 수 있다. 먼저
3D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특성을 고려하여 요소 영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먼저
3D 영상의 depth-map 영상과 이미지 본래의 영상이 필요로 한다. Depth map 영상은 Blender를
이용해서 가상의 3D 물체의 흑백 depth map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1과 2는 물체 영상과 depthmap 영상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depth map 영상, 물체 영상,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3D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요소 영상을 만들게 된다. 요소 영상은 3D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특성인
depth와 lens array, 디스플레이 패널의 픽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생성하게 된다. 그림3은 생성된
요소 영상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요소 영상이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는지 Blender에서 요소 영상
을 실제 디스플레이 시스템 사양과 같은 lens array로 구성을 해서 직접 렌더링을 통해 확인을 한
다. 렌더링을 통해 결과물을 확인한 후 실제 디스플레이에 lens array 사양에 맞게 배치를 한다. 그

림3은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실제로 영상이 3D로 디스플레이한 결과이다.

그림1 물체 영상

그림2 depth-map 영상

그림3. 요소 영상

그림4. 실제 디스플레이된 3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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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닉스 기반 Ka-대역 광대역 신호 송수신 및 영상 획득
Photonics based Ka-band Wide Bandwidth Signal Transceiver for
Image Acquisition
장성훈*, 류성준, 이민우, 배영석, 이인근, 박준용, 신진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신기술연구부
A transceiver operating in Ka-band was constructed using photonics. In the designed photonics
transceiver, a quadruple-multiplied Ka-band frequency, x GHz instantaneous bandwidth signal was
generated. Transmit/receive test was performed on an actual rotating targets. A high-resolution target
image was acquired using a wideband photonics transceiver.

광소자 기반 송수신 장치는 기존 전자소자에서 구현이 어려운 광대역 범위 주파수 tunability, 넓
은 순시 대역폭(wide-bandwidth)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 RF소자와 같은 다단 상향/하
향 변환 구성 대신 광 신호에 RF신호를 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저 손실(low loss) 특성을
가지며, RF 간섭신호에 대하여 영향이 적다. 그러나 여러 개의 광소자를 연동하면서 광 도파 손실
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내외 연구 기관에서는 저 손실 포토닉스 소형 집적화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a-대역에서 동작하는 광소자 기반 송수신 장치를 구성하
였다.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 표적에 대한 ISAR(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였다.
광소자를 이용한 광대역 송수신장치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RF신호가 변조되어 실리는 광 신
호원에는 레이저 신호원을 사용하였다. 광소자 기반 송수신장치는 DP-MZM(Dual Parallel
Mach-Zehnder Modulator), PD(Photo Detector) 및 PM(Phase Modulator)를 기본 소자로 사용한
다. 레이다 신호파형은 DP-MZM에서 광 신호와 연관하여 4 체배된 주파수 및 대역폭을 갖는 신
호로 변조된다. 광 신호는 PD를 거쳐 RF신호로 변환 후 증폭하여 안테나로 송신한다. 수신 RF신
호는 PM에서 광신호로 변조되어 광 필터와 PD를 거치면서 필요한 IF신호만 추출한다.
레이다 신호 파형은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신호를 사용하였다.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거쳐 출력된 IF신호를 처리하여 표적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송수신 장치 구성 후, Ka-대역에서 순시 대역폭 x GHz 신호를 송신하는지 측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송신 PD와 RF 증폭기를 거친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파형발생기에서
입력한 X-대역 신호(Left)가 광소자 기반 송수신 장치를 거치면서 4 체배 되어

Ka-대역 신호

(Right)로 정상적으로 변환됨을 확인하였다. 실제 실험실 표적에 대한 송수신을 위하여, RF 증폭
기 및 혼안테나를 사용하였다. FMCW 신호 송수신 신호에서 beat 주파수 신호를 얻기 위하여, 송
신 및 수신 경로를 분리하였다.
실험실 내에 회전 표적을 설치하고, 표적 영상획득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다에서 ISAR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표적이 필요하다. 그림 3과 같이

4개의 금속표면 원형 구(ball)를 설

치하고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실 내 송수신 시험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순시 대역폭 x GHz 송수신 처리에 의하여,
4개 금속 구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속 구 중앙에 있는 높은 레벨의 신호는 회
전 치구 중심에 있는 모터이다. 금속 구 전면에 보이는 또 다른 높은 레벨의 신호는 회전 치구가

설치된 책상에서 반사된 신호이다.
광소자를 이용하여 Ka-대역에서 동작하는 송수신 장치를 구성하였다. 설계한 광소자 기반 송수
신 장치에서 4 체배된 Ka-대역 주파수, 순시 대역폭 x GHz 신호를 생성하고 실제 회전 표적에
대한 송수신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레이다 신호 송수신 및 ISAR 영상 획득 결과, 광소자 기반
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Ka-대역에서 높은 해상도의 표적 회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X-대역 입력)

그림 1. 포토닉스 광대역 송수신부 구성

그림 3. 표적 영상 획득 실험실 구성

(Ka-대역 입력)

그림 2. Ka-대역 광대역 신호생성

그림 4. 회전 구에 대한 ISAR 영상 획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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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홀로그램 복제 기술에 대한 균일도 분석
Uniformity analysis for scanning hologram copy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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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홀로그램으로부터 다수의 복제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홀로그
램 복제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 특히, 마스터 홀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고속으로
홀로그램을 복제하는 기술은 중요하다. 복제된 홀로그램의 품질을 마스터 홀로그램과 유사하게 유지하
기 위해서는 조사되는 광량의 균일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된 마스터 홀로그램을 복
제하는 기술에서 복제된 홀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속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되는 광량
의 균일도를 분석한다.
홀로그램 복제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광원으로 사용된다. 이때 레이저 광원의 프로파일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가우시안 분포로(1) 가정할 수 있다. 가우시안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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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A0는 광원의 세기이고 x,y는 위치 정보이다. 가우시안 프로파일에서 σ2을 조절하여 그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식(1)에 의해 생성된 광원의 프로파일이다.

그림 1. 가우시안 분포에 의한 광원의 프로파일.
복제된 홀로그램의 빛 균일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균일도 측정 방법(2)을 활용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균일도 성능 척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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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그램 복제 기술에서 복제된 홀로그램의 빛 균일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파라미터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1. 실험 파라미터 조건.
Spot 크기

100 mm × 100 mm
2

가우시안 프로파일에서 σ

1

광원의 세기

10 mW

픽셀 크기

100 μm

마스터 홀로그램 크기

200 mm × 200 mm

Spot간의 간격

0.1 mm ~ 75.1 mm

표 1에 나와 있는 실험 파라미터 조건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홀로그램 복제를 위한 빛 균일도 분석 결과.
그림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0.1 mm의 Spot 간격으로 복제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Spot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을 복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에 반해, Spot 간격이 6.7
mm인 경우에 균일도 성능은 0.1 mm 조건의 성능과 유사하다. 게다가 Spot 간격이 67배 넓기 때문에 홀
로그램 복제 속도도 빨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 파라미터 조건에서는 6.7 mm의 Spot 간격이 최적
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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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반능동 레이저 추적 유도 기술 모사 연구
A Study on Semiactive Laser Homing System Using a Commercial Laser
Rangefinder
현민지*1, 안창민1, 서일원2, 김정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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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반능동 레이저 추적을 위해 별도의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술을 모사하고자 한다. 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파장인 905
nm 레이저 광원을 수신할 수 있는 4분할 광 다이오드 수신기 설계를 통해 10도의 관측 시야 조
건에서 최대 3.3 m의 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최근 무인 드론에 관한 개발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정찰, 타격과 같은 방산 관
련 사업에서의 그 중요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드론에서 탄약을 투하하여 공격하는 탄약
투하형 공격 드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탄약 투하형 공격 드론이 생존하기 위
해서는 원거리에서 넓은 화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탄약을 투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약을 투하하였을 때 탄약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 지속해서 물체의 상
대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탄약의 이동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약의 이동
방향 조절을 위해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SAL(Semi Active Laser) 호밍 기술을 모사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905 nm 파장을 사용하는 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서 나오는 빛을 광원으로
하여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4분할 광 다이오드를 통해 광-전자 변환한다. 수신부 설계를
위해 사용될 상용 광원의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은 100 Hz의 펄스 발생 속도 기준 340 μ
W의 평균 광 출력 파워를 가지는 광 신호를 Si 4분할 광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광-전자 변환한
전기 펄스이다. 펄스의 반복률은 4 kHz 수준이며 변환된 전기 펄스 폭은 광 다이오드 포화 전의
낮은 광파워에서 55 ns 수준(반치폭 기준)이다. 해당 광원은 거리 검출기이기 때문에 약 6개의 광
펄스가 그룹을 형성하여 출력된다.

그림 1. 상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특성 분석 결과

4분할 광 다이오드의 네 영역에서 출력되는 전류 펄스 (혹은 최대 전류)는 빛이 입사하는 빛의
방향성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전류 차이로부터 광 다이오드 상에서 상대적인 빔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긴 거리의 대기를 통과한 빛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광

다이오드로부터 출력되는 전류 펄스의 크기는 매우 작으므로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를 이용한
전류 펄스 증폭 단계는 필수적이다. 제공되는 광 다이오드 특성과 SPICE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신 회로의 시간 응답과 잡음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의 되먹임 제
어 저항값 (3 kΩ)과 커패시터값 (5 pF)을 설계하였다. 증폭기 이후에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최소 3개의 증폭기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됐으나 [1], 본 연구에
서는 최종적인 날개 조종을 위해 디지털 출력이 요구됨으로, 전류 펄스를 MCU를 통해 직접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 본 연구에 사용한 상용 4분할 광 다이오드의 경우
공통-캐소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음의 전류 펄스가 출력된다. 이를 직접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
기 위해 추가로 부호 변환기가 사용되었다.
4분할 광 다이오드와 수신 회로, 디지털 출력을 위한 MCU가 모두 포함된 최종적인 형태의 보
드 결과물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10도 화각에서 예상되는 측정 거리 성능은 4.4 m이며 태양광
에 의한 배경 잡음이 없는 2.5 m의 실내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아날로그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해당 파장에서의 배경 잡음을 고려했을 때, 현재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는 약 4.4
dB로 이를 동작 거리로 환산하면 약 3.3 m 수준의 동작 거리를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SAL
시스템의 검출 가능 거리는 광원의 제한된 출력 파워와 4분할 광 다이오드의 느린 상승 시간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100 m 이상의 넓은 동작 거리를 위해서는 고 출력 광원의 사용
및 빠른 속도를 갖는 좁은 활성 영역 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달리 SAL 시스템은 넓은 화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좁은 활성 영역의
광 다이오드의 경우 넓은 화각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종합해보았을 때, SAL 시스템
에서 100 m 이상의 넓은 동작 거리를 위해서는 70  의 펄스 에너지를 가짐과 동시에 150 ns 이
하의 펄스폭을 가지는 광원이 요구된다.

그림 2. 4분할 광 다이오드와 증폭기를 포함한
수신 보드

그림 3. 시스템 데모 실험 구성(위)과 그 결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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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 기술 표준화 동향
Trend of RoF(Radio-over-Fibre) Technology Standardization
주영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파방송표준단
IEC/TC103(Transmitting and receiving equipment for radiocommunication) works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ystem structure and performance goals related to RoF technology and this paper
summarize the trend of RoF standardization.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기술에 있어,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인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5G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저지연의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이에 대한 무선통신 송수신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준은 이러한 선행 연구된 기
술을 토대로 산업계에서 상호 연동에 필요한 합의된 규약으로서, 시장에서 특정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산업계,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특히 본문에서 소개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e)는 전기
통신 분야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소개할 RoF(Radio-over-Fibre)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IEC 기구 산하에는 각 분야별 약 110여 개의 TC(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s)가 운영 중
에 있으며, RoF 관련된 국제표준화는 TC103(무선통신송신기)에서 개발되고 있다. TC103의 업무
영역(ToR)은 무선통신을 위한 전자장치 송신 설비 관련 측정방법, 안전요구사항 및 송신기 제어
등과 관련된 국제 표준 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IEC/TC103 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TC103
국제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적극적인 RoF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RoF(Radio-on-Fiber) 기반 5G Indoor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연구 및 표준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IEC/TC103의 참여국(Participating Member)로부터 추진 승인을 받아 표준 개발 작
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5G 이동통신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선통신 송신기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론에서는 IEC/TC103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표준 추진 활동들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먼저, IEC/TC103에서는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
근 일본에서는 열차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RoF 기반 Fronthaul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및 성능에
관한 표준화(IEC 63098-2)와 공항의 활주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표
면의 이물질(FOD, Foreign Object and Debris) 탐지 시스템용 RoF 원격 레이더에 관한 성능 표
준(IEC 63098-3) 초안 작성이 완료되어 참여국들로 하여금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학 컨버터의 비선영 응답에 대한 측정방법(IEC 62803-3)과 RoF 전송기 광간섭 검출
장치의 공통 모드 제거율 측정 방법(IEC 62803-2)에 관한 표준 초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
본에서는 RoF의 성능 목표와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 측정 이론 및 요
구사항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거리 레이더의 시스템 동작 방식과 응용 분야까지 제
시하는 기술보고서(IEC TR 63385-1)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파 음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하나

의 안테나로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을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의 안테나 여러 개를 설치
하는 시스템을 위한 국제표준화(IEC 63098-4)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안이 완료되어 참여국 투표회
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IEC 국제표준화 작업은 국가 간의 상호 연동성과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참여국들의 지지와 협업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 전문가들과의 관계 형성
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G 기술의 특성으로 뽑히는 고속 데이
터 전송, 대량의 디바이스 동시 접속, 고신뢰도 및 저지연 등 커버리지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함에 따라 RoF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TC103 표준회의에 국내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협조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및 노력이 점
차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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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의 수신 감도 하한
Receiver Sensitivity Bounds of RZ Signal with Finite Extinction Ratio
이지훈*,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We present the receiver sensitivity bounds of directly-detected return-to-zero (RZ) signal having a finite extinction
ratio. We show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simulation verification that there exists an optimum duty cycle of
the RZ signal for receiver sensitivity in signal-independent noise-limited systems. The receiver sensitivity degrades
as the duty cycle decreases when the system’s performance is limited by the signal-dependent noise.
직접 검출 수신기를 사용하는 return-to-zero (RZ) 신호의 수신 감도에 대한 연구는 2000 년대
초에 다수 수행된 바 있다 [1-3]. 연구는 주로 무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연구 결과는 광범위한 듀티 사이클(duty cycle: D)에 적용 가능하다. 이 당시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수신기가 signal-in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듀티
사이클이 작을수록 수신 감도는 향상된다. 그러나 수신기가 signal-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과 수신 감도가 서로 무관하다 [1]. 한편, 유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에
관한 연구는 한정된 구간의 듀티 사이클에서만 일부 수행되었다. 듀티 사이클이 작을수록 수신
감도의 향상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소광비가 요구되며 [2], 해당 연구에서 고려한
가장 작은 듀티 사이클은 0.25 였다. 이렇듯 매우 작은 듀티 사이클에 대한 수신 감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 광학 기술과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매우 짧은 (예, 1 ps 이하) 펄스
광원의 구현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러한 광원을 센서나 통신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하다.
그러나 고속으로 생성되는 이러한 광원들의 소광비는 대체로 20~30 dB 이하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로 달성할 수 있는 수신 감도의 하한을 제시한다.
유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에 관한 앞선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매우
작은 듀티 사이클을 가진 RZ 신호까지 적용할 수 있다. 수신기가 signal-in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수신 감도의 하한을 최소화하는 듀티 사이클이 존재한다. 수신기가 signal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듀티 사이클이 작을수록 수신 감도의 하한은 증가한다. 그리고
소광비가 클수록 수신 감도는 향상된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직접 검출 수신기의 구조이다. 광검출기, 전기 증폭기, 전기
저역통과 필터 그리고 결정 회로로 구성되었다. 수신기에 도달하는 RZ 신호의 소광비와 듀티
사이클이 일정할 때 신호의 모양과 필터에 따라 수신 감도는 달라진다. 이때 사각 모양의 신호와
신호 정합 필터를 사용하면 수신 감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임의의 소광비와 임의의 듀티
사이클에서 사각 모양의 신호와 신호 정합 필터를 사용해 얻는 수신 감도는 하한이 된다.
유한한 소광비를 가진 RZ 신호로 달성할 수 있는 수신 감도의 하한을 시각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림 1 의 수신기 구조를 사용했고 수신기에 signalindependent 잡음과 signal-dependent 잡음 중 한 종류의 잡음만 더해지도록 했다. 전송 속도는
1 Gb/s, 목표 비트 오율은 10-3 으로 하였다. 사각 모양 신호와 신호 정합 필터를 사용하여 여러
소광비와 듀티 사이클에서 수신 감도의 하한을 구했다. 수신 감도의 하한과 비교할 목적으로
cos2 모양의 신호와 5 차 베셀 필터를 사용하여 여러 소광비와 듀티 사이클에서 수신 감도를

추가로 구했다.
그림 2 는 10 dB 와 20 dB 의 소광비에서 수신 감도의 하한과 cos2 모양의 신호와 5 차 베셀
필터로 얻은 수신 감도를 듀티 사이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수신기가 signal-in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수신 감도의 하한을 최소화하는 듀티 사이클이 존재했다. 이 듀티 사이클은
소광비가 클수록 작았다. 수신기가 signal-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듀티 사이클이
작을수록 수신 감도의 하한은 증가했다. 듀티 사이클이 작을 때 cos2 모양의 신호와 5 차 베셀
필터로 얻은 수신 감도는 수신 감도의 하한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듀티 사이클이 1 에
가까울수록 ISI 에 의한 성능 열화가 커졌기 때문에 수신 감도가 저하되었다 [3]. 소광비가
클수록 수신 감도는 향상되었다.

그림 1. 직접 검출 수신기 구조

그림 2. (a) 수신기가 signal-in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b) 수신기가 signal-dependent 잡음에 제한된 경우 듀티 사이클에 대한 수신 감도

이 논문은 2020년도 한화시스템(주)의 재원을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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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 DAC 와 선형 등화기를 사용하는 50 Gb/s 광가입자망 전송 실험
Cost-Effective 50 Gb/s Optical Access Network Implemented by Using a
2-bit DAC and Linear Electrical Equalizer

Yi Che,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We present a highly cost-effective 50-Gb/s PAM-4 transmission system for optical access network. A 2-bit digitalto-analog converter (DAC), rather than an expensive DAC having high vertical resolution, is utilized to generate
the PAM-4 signal. A linear equalizer is also employed at the receiver to compensate for the waveform distortions
induced by fiber dispersion.

가입자단에서 요구되는 전송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미 포설된 10 Gb/s 급
광가입자망을 대체할 50 Gb/s 급 광가입자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그러나 전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신기의 수신감도는 열화되며 광섬유 색분산에 의한 신호 왜곡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가격에 민감한 광가입자망의 경우 구현이 복잡하거나 전력 소모가 많은 디지털
신호 처리(DSP)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
50 Gb/s 급 광전송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전송 기술을 활용하여 20 km 미만의 가입자 망
구현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차 변조 방식, 광단측파 전송, Kramers-Kronig 수신기, 비선형
등화기와 같은 고급 기술들은 해상도가 높은 DAC 와 IQ 변조기와 같이 고가의 전기 및 광소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가 많으며 구현이 복잡한 DSP 알고리즘도 요구된다. 이러한 고급
기술들은 구현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광가입자망에 활용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50 Gb/s 급 광가입자망을 구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송신단에서 2 비트 DAC 를 활용하여 PAM-4 신호를
생성하였다. 전치 등화 및 Nyquist 신호 성형을 위해서는 통상 6 비트 이상 해상도를 가진
DAC 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해상도 DAC 는 구현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팀은
낮은 해상도의 2 비트 DAC 를 활용하는 대신 아날로그 전치 등화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신단에서는 Volterra 등화기와 같은 비선형 등화기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구현이 매우 간단한
선형 등화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은 실험 구성도이다. 먼저 2 비트 DAC 를 활용하여 50 Gb/s PAM-4 신호를 만들었다.
신호는 아날로그 전치 등화기를 거친 후 마하젠더 변조기에 인가된다. 아날로그 전치 등화기는
전송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자가 사용되었다. 처프가 없는 PAM-4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발룬을 이용하여 마하젠더 변조기를 push-pull 형태로 구동하였다. 생성된 1550 nm 광신호는
단일 모드 광섬유를 전송한 후 광전치 증폭 수신기에 인가된다. 수신기는 반도체 광증폭기(SOA),
광학 필터, 광검출기, ADC, 그리고 선형 등화기로 구성된다. 검출된 광신호는 먼저 실시간
오실로스코프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오프라인 신호 처리를 수행하였다. 수신단 신호처리는
신호의 동기를 맞춘 후 선형 등화기(FFE)를 사용하여 왜곡을 보상하였다. 사용된 FFE 의 탭 수는
67 이다. 그 후 비트 오율(BER)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2 는 전송 전과 후의 BER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전송 거리가 0 km 인 경우
측정된 수신감도는 -19.1 dBm 이었다. 20 km 전송 후 수신감도는 약 4.3 dB 열화되어 -14.8
dBm 으로 측정되었다. 광섬유 색분산에 의한 신호 왜곡을 직접 검출하는 경우 비선형 왜곡이
발생하므로 선형 등화기만으로 왜곡이 일부만 보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10-3 FEC 문턱
BER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그림 2. 측정된 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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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MZM에서 Dual Polarization 동시 세기 변조 특성 분석

Analysis of dual-polarization intensity modulation based on single MZM
현영진*, 이정문, 박진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To respond to the rapid increase of data traffic, diverse multidimensional modula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Polarization is an attractive resource since it is robust to the fiber and free space
channels. In this paper, a simple method to modulate polarization and intensity simultaneously with single
MZM is proposed.

5G 시대를 맞아 AI와 VR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속 전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는 간단한 OOK(On-Off Keying)가 선호되어왔으나, OOK는 고속전송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변조기법이 필요하다. 전송용량을 늘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amplitude의 Level의 개수를 늘
리는 MPAM(M-Pulse-Amplitude Modulation)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광의 여러 가지 특
성들을 축으로 삼아 변조하는 다차원 방식에 비해 성능효율이 좋지 않다. 그에 따라 세기 변조에
더해 주파수효율을 늘리기 위해 편광, 위상, 파장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변조기법들이 연구되어 왔
다. 그 중에서도 편광성분은 채널 성분에 의한 영향에 강인하다.[1,2] 하지만 기존까지는 세기에
더해 편광 성분을 변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변조기가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LiNbO3 기반 MZM의 복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변조기로 두 개 편광의 세기를 동시에 변
조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실험한 결과를 서술한다.

그림 1. 2.5Gbps OOK-OOK 광 전송시 수신신호 eye diagram (a) x축 (b) y축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
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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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F. V. James, "Change of polarization of light beams on propagation in free
space," J. Opt. Soc. Am. A 11, 1641-1643 (1994).
2. N. J. Muga et al.,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based on Stokes
space analysis for high-capacity coherent optical systems," 2017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parent Optical Networks (ICTON), 2017,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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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과 양자암호통신
Optical Communication and Quantum Communication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
Optical communication and quantum cryptography is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is paper reports the
relation of optical and quantum communication, the history and recent trends of the domestic quantum
communication.

광통신과 양자암호통신은 광자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여러 광학 부품을 이용하는 점에서는 유
사한 점이 있지만 아주 많은 광자를 이용하여 주로 대용량 초고속 장거리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광통신과 무조건적인 보안성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암호통신과는 기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
통신은 최근 채널당 1Tbps 이상의 전송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암호통신도 양자암
호키 생성 속도와 장거리 전송을 위해 매우 빨리 발전하고 있다.
수학적 계산 복잡성에 의존하는 현대 암호키 방식과 달리 양자역학적 법칙에 무조건적인 보안
성이 보장되는 양자암호통신은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25km 단일모드광섬유를 이용하여 양
자암호키 생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단일광자검출기, 양자난수발생기 등 많은 양자키분배
요소 기술이 함께 연구되어 왔으며 2018년에 무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에 사용되는 편광빔결합기
광학 부품을 벌크 광학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초로 실리카 기반의 편광 집적화 부품을 개발한
기술을 보고되었다 [1]. 또한 2018년에 대기 환경의 약 300m 거리에서 태양광에 의한 잡음광이 매
우 많은 낮 환경에서도 자유 공간 양자키분배가 가능한 시스템 기술이 보고되었다 [2]. 최근에는
근거리 이동 환경에서 여러 편광기반 송수신부 집적화 부품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공
간 양자키분배 시스템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위해서도 위상을 이용
하는 송수신부 집적화 부품 및 시스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3].
양자암호통신은 양자 네트워크 구축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광통신 인프라를 사용
하고 광통신과 잘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 미래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711126425, 근거리 저속 이동형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편광기반 무선 양자키분배
송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 개발), (1711126270, QKD 프로토콜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
노드 코어 및 인터페이스 개발)]
참고 문헌
[1] Choe, J.-S., et al., “Silica planar lightwave circuit based integrated 1 × 4 polarization beam
splitter module for free-space bb84 quantum key distribution,” IEEE Photonics J., 2018.
[2] H. Ko, et al., “Experimental filtering effect on the daylight operation of a free-space
quantum key distribution,” Sci. Reports, 2018.
[3] K. Lim, et al., “Countermeasure for security loophole caused by asymmetric correlations of
refrence-fram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with fewer quantum states,” Opt.
Expres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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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액세스망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
Research Trends of Optical Access Network and Future Directions
정 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미디어연구소 광네트워크연구실

Optical access network have been playing critical roles in many areas and will continue to be
driven by the need for higher speeds and capacity in order to keep up with traffic demands.
We will review current issues of optical access network and discuss future directions.
광액세스망은 20km 이내의 거리에서 비즈니스,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에 광섬유를 통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저지연, 초실감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비대면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그 접점에
있는 광액세스망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1]-[3]. 학문적인 연구와 상용화를 함께 고려할
때 광액세스망 시스템은 장거리망 시스템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방향이 그림 1과 같이 완전히 다
르다. 장거리망은 광섬유당 용량을 최대화하고 비트당 비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목표라면, 광액세
스망은 사용자당 용량을 최대화하면서 사용자당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최
고의 성능을 가지는 기술보다 사용자당 용량과 가격을 충족하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광액세스망을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광액세스 최근 연구 동향과 향후 발 전방향에 대해 조망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19-0-00452, High speed optical access and slicing technology
for B5G)

그림 1. 장거리망과 광액세스망의 연구 목표 및 광액세스망의 제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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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케이블 시스템을 위한 진단기술 동향
Cable diagnosis technology for long-distance cabling system
한관희*, 박래혁, 김병수
엘에스전선 시공/Eng.연구소
The various cable diagnosis technologies are applied for evaluation of cable system. fault location, and
remote monitoring in long-distance cabling system. TDR, FDR and TFDR are attractive to diagnose the
cable status in electrical domain. DTS, DAS and BOTDA are one of candidate in optical domain using
measurement of scattering characteristics in the fiber.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의 규
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케이블의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
제조 기술뿐 만 아니라 케이블의 선적/환적, 포설/매설 및 운영 과정에서 케이블의 품질을 지속적
으로 확인하기 위한 케이블 진단, 고장점 탐지 및 원격 관리 기술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대용
량화 된 전력 케이블과 관련된 사고는 케이블의 시공기간을 지연시키거나, 정전에 따른 운영 시간
의 감소로 이어져 소요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망 관리 측면 파장이 크다. 따라서 장거
리화 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에서도 원격 감시로 사전 징후를 포착하거나, 빠른 시간 내 정확한
사고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블 출하시점부터 케이블 개통단계까지 전력 케이블의 도체저항, 절연저항 등의 전기적 특성
은 기본적으로 관리되며, 케이블 시스템의 운영 중에도 부분방전(Partial Dischage, PD)을 감시한
다. 최근 케이블 도체로 전기적 펄스를 주입하여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케이블 구간 내 임피던스
변화를 관찰하는 TDR(Time domain reflectometer)기술도 실증이 완료되어 TDR trace도 관리되
고 있다. 또한, 펄스 대신 다수개의 사인파를 주입하여 신호를 분석하는 FDR(Frequency Domain
reflectometer)기술도 임피던스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어 케이블 고장점 탐지 및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도선 상의 결함 감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시간-주파수 상호 상관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주파수 반사측정기법(TFDR, time-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기술도 제안된
바 있다.
한편, 해상풍력단지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장거리 케이블은 통신과 센싱 목적의 광섬유를 내장한
복합케이블 형태로 설계/제작되고 있으며, OTDR(Optical time-domain reflectometry)기술로 광섬
유의 레일리 산란의 평균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광섬유의 광손실을 관리한다. 최근 장거리 케이블
내 광섬유의 레일리 산란의 실시간 세기나 위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케이블 주변 사전 위험 감지
를 위한 목적의 분포형 음향 센싱(Distributed Acoustic Sensing, DAS)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또
한, 전력 전송시 국부적인 지점의 온도를 감지하는 분포형 온도 센싱(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DTS)과 케이블 내부 열적 해석을 통해 실시간 열 정격(Real Time Thermal Rating,
RTTR)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장거리 케이블 감시를 위해 광섬유의 라만 산란을 감지하는 DTS
기술은 1550nm 대역 다중모드광섬유(Multi-mode fiber, MMF) 또는 단일모드광섬유(Single mode
fiber, SMF)을 사용하여 감지 거리를 50km이상 증가시키고 있으며, 브릴루앙 산란을 감지하는
DTS기술은 브릴루안 산란신호를 증폭하거나 코딩기법을 활용하여 온도 감지 거리가 100km이상
증가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장거리 케이블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고장점 탐지 및 원격감시 목적의 다양한 진
단기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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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냉각기 집적형 태양전지의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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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태양 전지의 전력 변환 효율은 고온에서 감소한다. 복사 냉각 프로세스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복사냉각기는 전체 대기의 창(atmospheric window, λ ~8~13μm)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이상적인 광대역 복사 설계에 대해 높은 냉각 성능을 갖고있다. 특히 동작 온도가 대기 온도(298 K)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경우 이 설계가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복사 냉각 성능은 태양 전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태양전지에 대한 복사냉각성능의 의존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복사
냉각기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태양전지로 다중접합태양전지를 제안한다. 설계된 복사 냉각기는
마이크로 격자 구조(micro-grating)로 설계되었다. 구조로 인해 복사 냉각기는 전체 대기의 창에서 열을
복사할 수 있으며 태양 스펙트럼 내 광 포획(light trapping) 또한 유도할 수 있다. 복사 냉각기-태양전지 통합
장치를 제작하여 태양 시뮬레이터를 통해 태양 전지 효율을 25.4%에서 26.7%로 개선함을 확인했다. 또한
실외 온도 테스트에서 약 6°C 온도가 떨어짐을 보였다. 약 900 W/m2 의 태양광 조건에서 기존 격자 구조가
없는 복사 냉각기가 장착된 경우 대비 향상된 냉각 성능과 광전변환효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방 회로
전압의 변화를 약 6%까지 최소화하였다. 이 연구는 태양전지 분야와 복사 냉각 사이의 이론적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태양전지(solar cell, SC) 의 전력전환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 이전의 연구에서는 다중 접합 설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파장 대역의 햇빛을
태양 전지쪽으로 조종함으로써, 쇼클리-퀴이져(S-Q) 한계를 넘어 효율의 개선을 제안했다.[2] 태양
전지의 효율성은 태양 전지의 기하학적으로 빛을 가두는 LT(Light-trapping) 광 포획 기술에서
그래이팅(grating),[3] 랜덤(random)[4] 및 플라스모닉 구조[5]를 포함하는 적용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 전지는 작동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다양한 태양 전지연구에서 높은 효율은 AM 1.5G 의 태양광과 25°C 의 온도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태양 전지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외부 온도보다 수십 도 높게
가열되는 실외 조건에서 이 값을 초과하여 태양 전지의 수명과 효율을 감소시킨다. [6]
수동 복사 냉각 방법은 콤팩트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방식으로 인해 태양 전지의 가열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투명한 대기의 창(atmospheric window, λ ~8~13μm)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우주로 열을 방출해 자발적으로 냉각하는 물체를 말한다. [7] 최근 연구는 태양
전지의 온도를 성공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다양한 유형의 복사 냉각기(RC)를 제시했다. [8,9]
온도 상승에 따른 태양 전지 광 변환 효율 저하를 보완하는 RC 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됐다. [10]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실리콘(Si), [11-14] 집적 태양전지, [15-18] 낮은
밴드갭(bandgap) 의 집적 태양전지[16] 같은 특정 태양전지에 대한 RC 의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단일
접합 태양 전지 에 한정하여 RC 성능을 시험하였다. RC 기술을 적용할 때 고온에서도 원래
효율을 가장 유지할 수 있는 태양 전지 유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된다.
태양 전지 산업은 다양한 유형의 태양 전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에 대한 RC 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태양 전지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RC 적용 시 다중접합태양전지(MJ 태양 전지)가 태양 전지의 가장 효과적인 유형임을
입증한다. 서브밴드갭(sub-bandgap) 흡수가 고려될 때 복사 냉각 기법의 한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MJSC 는 하위 BG 광자에 의한 열에 대한 내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추가
하위 BG 필터[19] 또는 반사체 설계[20-22] 부담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태양 전지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후, 기존의 태양 전지 연구에 기초하여 LT 와 복사 냉각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를
제작하여 InGaP/GaAs/Ge MJSC 에 적용한다. 복사 냉각이 약 6°C 의 온도 강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실외 실험이 수행된다. 감소된 온도는 MJSC 의 개방 회로 전압을
2%까지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RC 를 적용하여 외부환경의 열에 내성이 있는 태양 전지

모델링을 통해 차세대 효율 제어 방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설계 복잡성이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a) 복사 냉각기 구조 (b) 복사 냉각기의 냉각 성능(c) 제작된 복사 냉각기 (d-e)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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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urface doublet-based flat telescope enabling polarization-controllable enhanced
beam s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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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lat telescope, which incorporates an all-dielectric metasurface doublet based on hydrogenated amorphous
silicon nanoposts, is proposed and demonstrated to achieve flexibly magnified angular beam steering that is sensitive to both
light polarization and deflection direction.

Laser beam steering technology, which has emerged as a pivotal branch, has widespread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virtual/augmented reality displays an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Optical phased arrays
(OPA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nd have been examined as viable substitutes for the mechanical
schemes of LiDAR, owing to their fast response, compact configuration, and planar structure.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conventional OPA is fatally limited in the field of view, which is a key figure of merit concerning
beam steering.
Figure 1a depicts the concept of the proposed flat telescope (FTS) incorporating a pair of vertically stacked
metasurfaces (MS1 and MS2) to steer the beam under two orthogonal polarizations, where the transverse electric
(TE)- and transverse magnetic (TM)-polarized light beams are oriented along the x- and y-axes, respectively. The
MS1 was assembled with MS2, acting as an input and output lens correspondingly, to increase the propagation
angle with different magnifications Mθ or Mψ along the horizontal or vertical direction. The incident beam passing
through the cascaded metasurface is deflected with angles θout and ψout, which are Mθ or Mψ times the incident
angle θin and ψin, respectively. Figure 1b shows the a-Si:H nanoposts utilized to prepare the two metasurfaces
owing to their low optical absorption. The fabricated MS1 and MS2 were characterized individually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s shown in Figures 1c and 1d. The magnification factors of 2, −2, 5, and −5 based
on the beam scanning direction and light polarization can be realized by triggering the phase profiles enabled by
the metasurface doublet (MD). The phase profiles can be extracted from lens doublet and the detailed lens doublet
design strategy can be found in our previous study [1]. To characterize the proposed MD-based FTS, it was
evaluated using a custom-built setup. By translating the SWIR camera, the deflection angles under TE and TM
polarizations were measured, as shown in Figures 2a and 2b, respectively. When the TE-polarized light changes
from −6° to 6° for both θin and ψin, the measured deflection angle θout increases from −30° to +30°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ψout changes from −12° to +12°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The signs of the deflection
and incident angles are the same for the TE polarization, while they are opposite for TM. The slopes of the four
linear fittings correspon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5, 2, −5, and −2, respectively, which are well consistent
as desired. To further demonstrate the 2D beam steering enabled by the proposed polarization-controlled FTS, the
output beam profiles captured at z1 = 20.3 mm (distance from MD) are shown in Figure 2. To record the output
beam and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experimental setup, the incident angle θin (or ψin) was chosen as 3°(or
0°) and 0°(or ±2°), as shown in Figures 3a–d. When the TE-polarized light illuminates the proposed FTS, the
beam is steered along the transverse or vertical positive direction with Mθ or Mψ, while the TM-polarized beam
was deflected along the negative direction. The beam is deflected towards the positive and negative directions
simultaneously with two clear output beams, showing an expected transitional state between the TE and TM
polarizations. The two output beams obtained under orthogonal polarization are symmetric along the normal line
instead of the original beam. Figures 3c show that when the incident beam has an incident angle along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simultaneously, the light beam is deflected according to different magnifications,
providing 2D beam steering with corresponding magnifications.
In conclusion, an all-dielectric MD-based FTS was demonstrated and evaluated at a wavelength of 1550 nm to
achieve polarization-controllable magnification. The designed MD incorporated MS1 and MS2 served as the input
and output lens of the telescope system, respectively, and was precisely fabricated via electron-beam lithography
on a silica dielectric spacer. The MS1 achieves the functions of a convex lens always, while the MS2 acts as a
concave lens for TE polarization, but a convex lens for TM polarization. The proposed FTS provides polarizationtuned positive or negative beam steering, achieving four different magnifications (M = 2, 5, −2, and −5) to offer a
wide beam steering range. This scheme breaks the limit of geometric optics, in which at least two sets of lens
systems are required. Moreover, the potential and ability of the proposed FTS in 2D beam scanning were
demonstrated.

Fig. 1. (a) Illustrations of light deflection by the MD-based FTS under TE or TM polarization at the wavelength of 1550 nm.
(b) Schematic of the designed a-Si:H meta-atom on a silica substrate.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c) MS1 and (d) MS2,
respectively.

Fig. 2.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FTS: A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magnifications and ideal
trajectories for (a) TE and (b) TM polarization.

Fig. 3. (a) Characterization of polarization-dependent 2D beam steering: The incident angle θin (and ψin) are chosen to be (a)
3°(and 0°), (b) 0°(and 2°), and (c) 3°(and 2°) along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respectively. The figures in the left
(i) and right (ii) columns represent the TE and TM polariza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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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조절을 위한 유전체 메타표면 설계
The design of dielectric metasurfaces for pulse sh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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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물리학과
We designed metasurfaces to control a pulse shape in near-infrared region. Metasurfaces were
made of 140 nm-thick Si nanopost array. By adjusting the radius and period of nanopost, we could
stretch the pulse width from 1000 fs to 1555 fs, and compress it from 1000 fs to 152 fs
successfully.

The control of optical pulse shaping has an important role in optical communication,
laser cleaving, lithography, and precise measurement etc. The pulse compression that
decreases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of the pulse usually utilizes dispersive
optical components that are complex and bulky such as a grating pulse compressor, a
prism compressor etc.[1, 2]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pulse
controllers, we used dielectric metasurfaces that are designed subwavelength optical
interfaces, and designed as a pulse compressor and pulse stretcher with 140 nm thickness.
Even though plasmonic metasurfaces made of novel metals are good candidates for the
pulse shaping because they show strong field enhancement in very small volume, there is
a fatal weakness of transmission efficiency. The compressing ability of dielectric
metasurfaces

made

of

dielectric

materials

is

a

little

weak,

but

they

have

high

transmission in the range of visible and near-infrared. We constructed all-dielectric
metasurfaces made of silicon nanodisks for the near-infrared pulse shaping.[3, 4] By
using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simulator, pulse compressors and stretchers
were designed. Our design has high efficiency of compressing and transmission compared
to plasmonic metasurfaces. Due to its own simple design, it is possible to fabricate easily
and to be useful in actual applications.
In FDTD simulation, the input source had 1000 fs pulse-length at 980 nm wavelength.
To find out the structure of compressing metasurfaces, we swept various radius and
height

of

the

Si

nanodisk.

The

optimized

radii

of

compressing

and

stretching

metasurfaces were 190 nm and 229 nm respectively, and they had same height of disk
with 140 nm thickness. We simulated our design using a pulse with 1000 fs pulse width
as an input source in FDTD. By calculating FWHM, we checked how compressed and
stretched they are. Figure 2(a) and (b) show results of pulse compressing and stretching.
From Fig. 2(a) and (b), we could notice that the FWHM of input pulse and that of output
pulse were changed after transmitting the metasurfaces. Figure 2(a) shows results of the
metasurface as a pulse compressor, and Fig. 2(b) also shows the case of stretching. The
FWHM of the compressed output pulse was 152 fs, which means the compressibility
reached up to about 85 %. Figure 2(b) shows the stretched pulse and the FWHM of the
stretched output pulse was 1555 fs.

Figure 1. Schematics of Si nanopost array on the SiO2 substrate. Compressor and
stretcher have a lattice constant of 750 nm and 1108 nm, respectively.
(a)

(b)

Figure 2. (a) Compressed output pulse shape and (b) with stretched output puls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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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resentation, we propose the prediction of wave behaviors inside disordered materials, by
employing machine learning with graph neural networks. We quantify the graphs of neural
networks using network parameters. Our results provide an insight on the effect of the graph
structure on the inference of wave-matter interactions.

그래프 및 네트워크 이론은 각 네트워크 노드 연결의 무작위성 및 그 구조적 위상
(Topology)에 따라 분류되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노드 간 연결이 완전히 임의로
구성된 무작위 네트워크와 규칙적으로 연결이 된 정규적 네트워크만으로는 다양한 복잡계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세상(Small-World) 네트
워크 개념이 소개되었다 [1]. 질서와 무질서의 중간에 해당하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높은
클러스터링과 짧은 노드 간 거리로 인하여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신호 전송을 가능케
하며, 자연계, 기술계, 사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을 파동 및 매질 간의 상호 작용 해석에 도입하여, 무질서 매질의 파
동 특성을 각 노드 간의 상호 작용으로 해석하고, 시스템 내의 파동 형태를 원하는 대로 제
어할 수 있는 무질서 매질을 설계한 바 있다 [2]. 또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하여 파동
특성과 매질 간의 관계를 통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경우 학습된 네트워크가 두뇌와 유사
한 척도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가짐을 확인한 바 있다 [3]. 해당 연구들은 네트워크 개념의
매질 과학 분야에의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신
경망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그래프 신경망 관련 연구 [4]와의 융합 가능성 역시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성에 따라 분류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간주하고, 이를 그래프 인
공신경망에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무질서 구조의 파동 특성을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기법을
구현하였다. 그림 1(a)와 같이 동일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임의의 무작위성이 부여된 2차원
격자 무질서 매질의 위치 정보를 입력값으로 놓고 밀접 결합 근사법 (Tight-binding
method)으로 계산된 파동 특성 중 고유 에너지 값을 출력값으로 놓은 시스템을 그래프 신
경망을 통해 학습한다. 이 때 그래프 신경망에 활용되는 그래프는 그림 1(b)와 같이, 노드
연결의 무작위성 파라미터인 rewiring probability p 값에 따라 달라지는 클러스터링 계수 C
와 노드 사이의 평균 최단거리 L로 정해진다. 그림 1(c)는 각 그래프 구조에 따른 학습 곡
선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주어진 시스템의 그래프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머신러닝
의 학습 효율 및 추론 성능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또한 해
당 결과의 다른 광학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림 1. 그래프 신경망 기반의 광학 시뮬레이션 예시. (a) 무질서 매질과 파동 특성을 그래
프 신경망으로 해석하는 도식도. (b) 무작위성에 따라 달라지는 클러스터링 계수와 노드 사
이 평균 최단 거리. (c) 그래프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 경향.
[1] Watts et al., “Collective dynamics of ‘small-world’networks,” Nature. 393, 440-442
(1998).
[2] S. Yu et al., “Metadisorder for designer light in random systems,” Science Advances.
2, 10 (2016).
[3] S. Yu et al., “Machine learning identifies scale-free properties in disordered
materials,” Nat. Commun. 11, 4842 (2020).
[4] Scarselli et al., “The graph neural network model,” IEEE Trans. of Neural Network
20, 61-8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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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bolic geometry enables generation of diverse class of lattices with dense connectivity, providing an
ideal platform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uctural connectivity on wave behaviors. Here we investigate
wave transport and localization in disordered hyperbolic lattices, quantifying modal sizes and diffusion
exponent. The suggested study allows the extension of the regime that engineered disorder covers.

무질서 매질은 구조의 대칭성 또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완전히 또는 일부가 결여된 상태의 매질
로서, 결정(crystal)과 완전 무질서(uncorrelated) 매질 사이의 무한히 많은 매질 상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 최근에 무질서 매질은 구조의 통계적인 특성과 파동의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long-range fluctuation의 억제에 기반한 hyper-uniformity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1], 무질서 매질 자체의 자유도를 활용하여 레이저 [2], 반사체 [3], 파동
제어 기법 [4] 등과 같은 응용 소자 연구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파동의 국소화는 무질
서 매질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로서 [5], 전자, 광파 및 음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금속-부도
체 매질 전이의 해석 및 파동 집속 기반 레이저의 구현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빛, 음파, 양자 등의 파동 역학 연구는 유클리드 공간을 가정하여 수행되어왔다. 이
러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격자 구조의 가능한 연결성이 제한되어, 매질과 이의 추상화된 모델이
라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간의 대응이 어렵고, 구현 가능한 매질 특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비유클리드 시스템을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등가적으로 구현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으
나 [6, 7], 해당 연구들은 모두 질서 있는 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구조의 자유도가 비유클리드 쌍곡 공간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
여, 해당 구조들에 무질서 특성을 부여하였을 때의 파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성된 쌍곡 격자는
그림 1a와 같이 푸앵카레 원반 모델을 통하여,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시각화할 수 있다. 해당 푸앵
카레 원반 모델은 쌍곡 공간을 원 위에 대응시키고, 거리의 왜곡이 없도록 새로운 메트릭(Metric)
을 정의함을 통해 얻어진다. 이 모델에서 격자를 생성하여 변의 개수가 p개인 다각형이 한 점에서
q개가 만나는 방식으로 균일하게 격자가 구성될 경우, 슐레플리 기호로는 {p, q}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렇게 생성된 격자 구조는 그림 1a의 도식에서 각각의 원들을 광학적 공진기로 두고, 해당
공진기들을 도파관으로 연결함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7].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구
조에서 각각의 공진기 주파수에 무질서함이 있을 때 광학 모드의 공간상 분포 및 확산 지수
(Diffusion Exponent) 등을 조사하여 (그림 1b) 파동의 전송 및 국소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b와 1c는 쌍곡 격자에서 무질서도 제어에 따른 확산 특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본 발표에
서는 해당 격자들에서의 파동 전파 특성과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전파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무질서 광학 연구를 비유클리드 공간으로 확장하여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광학 매질의 구현에 대
해 논의한다. 또한, 증가한 구조적 연결성이 파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복잡계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파동 역학 연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a

c

b

그림 1. (a) 생성된 {4, 5} 타입의 쌍곡 격자 모델. 2%의 무질서도가 공진기 주파수에 부여된 경
우. (b) 무질서도에 따른 확산 지수의 변화. 파란색 선은 슐레플리 기호 {4, 4} 타입 유클리드 격
자의 확산 지수. 주황색 선은 슐레플리 기호 {4, x} 타입 쌍곡 격자의 확산 지수. 노란색 선은 슐
레플리 기호 {5, x} 타입 쌍곡 격자의 확산지수. (c) 쌍곡 격자의 한 원자에 빛을 입사했을 때의
광학 전파 및 국소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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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plasmonic devices for future directions of nano-spectrocopy
박경덕*
울산과학기술원 물리학과
We provide a novel concept of quantum-tunneling tip-enhanced cavity-spectroscopy (q-TEC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lasmonic nano-cavity and tip-enhanced nano-spectroscopy to induce,
probe, and dynamically control ultrastrong light-matter interactions in the quantum tunneling regime.

Structure, functions, dynamics, and interactions are the basic propertie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physical systems existing in natur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scientific
adventures to understand light-matter interactions, yet in the classical regime at the
microscale due to the diffraction-limited optical resolution. Recently, plasmonic nano-cavity
enables to induce light-matter interactions and tip-enhanced nano-spectroscopy enables to
probe them at the nanoscale [1, 2].
However, these two approaches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with their own weaknesses so
far.

In

this

work,

we

provide

a

novel

concept

of

“quantum-tunneling

tip-enhanced

cavity-spectroscopy (q-TEC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approaches to induce,
probe, and dynamically control ultrastrong light-matter interactions in the quantum tunneling
regime [3].
Furthermore, we provide several new directions of nano-spectroscopy and -imaging, which
haven’t been thought in the near-field optics community before. First, we exploit extremely
high tip-pressure (~GPa scale) to directly modify the lattice structure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4, 5]. Second, we dynamically control the near-field polarization by adopting
adaptive optics technique to near-field optics [6]. Third, we develop conductive TECS to
modify 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by directly flowing an electric current through the
cavity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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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물질에서의 표면 폴라리톤에 의한 강한 광-물질 상호작용
Ultrastong Light-Matter Interactions in Two-Dimensional Materials
Enabled by Surface Polaritons
이인호1,2*, Daehan Yoo2, Phaedon Avouris3, Tony Low2, Sang-Hyun 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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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imensional (2D) materials have been the focus of intense research in the field of nanophotonics
owing to their potential for developing ultrafast and actively tunable photonic devices. Weak light-matter
interactions in 2D materials have been suggested as a major bottleneck for realizing efficient photonic
devices. Surface polaritons in 2D materials, a result of strong coupling of photons with electrons,
phonons, and excitons, have potential to significantly enhance light-matter interaction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excite surface polaritons with high efficiencies due to momentum mismatch between
free-space radiation and surface polaritons. Here, we overcome this fundamental challenge and
demonstrate coupling of incident radiation to surface polaritons in two-dimensional materials with a
near-unity efficiency. The high efficiency is made possible by the newly suggested coupling mechanism
that allows constructive interference between multiple graphene plasmons as well as photon-recycling
device architecture. Our results show that it is indeed possible to develop highly efficient nanophotonic
devices based on 2D materials.

이차원물질은 광센서, 메타표면, 바이오케미컬 센서 등 다양한 나노광학 응용분야에 대한 높은
잠재성 때문에 널리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이차원물질 기반 나노광학 소자들은 이차원
물질의 빛과의 약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성능이 크게 제한되었다. 광-물질 상호작용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리콘 광도파로, 페브리-페로 공진기, 플라즈모닉 안테나 등의 광소자와 이차원물질을 결
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광소자에서의 광모드의 모드볼륨은 여전히 이차원물질
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광-물질 상호작용의 제한적인 향상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차원물질 내
부의 전자, 포논, 엑시톤 등과 광자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표면 폴라리톤은 극한의 광집속도를 가
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 2]. 그러나, 높은 광집속도로
인한 입사광과의 높은 운동량 차이로 인해, 표면 폴라리톤을 효율적으로 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입사광과의 극한의 운동량 차이를 극복하고 고효율로 표면 폴라리톤을 여기
할 수 있는 여기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이에 바탕한 고효율 표면 폴라리톤 공진기 구조를 시현했
다. 그 결과, 실험적으로 90%이상의 효율로 입사광을 고집속된 표면 폴라리톤으로 전환할 수 있
음을 보였다.
그림 1(a)는 대표적인 표면 폴라리톤의 하나인 그래핀 플라즈몬을 효율적으로 여기할 수 있는
공진구조이다. 기존 그래핀 띠 형태의 공진기와 달리, 패턴되지 않는 그래핀을 사용하는 대신 그
래핀 플라즈몬 여기를 위해 금속 나노구조를 도입하였다. 기존 그래핀 리본구조에서는 각 리본마
다 여기된 그래핀 플라즈몬들이 근접장을 통해서 제한된 상호작용만을 일으키나, 제안된 구조에서
는 이웃 유닛셀에서 여기된 그래핀 플라즈몬이 그래핀을 타고 들어와 다른 유닛셀에서 여기된 그
래핀 플라즈몬과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래

핀 플라즈몬 성분들이 보강간섭을 일으키면서 플라즈몬 여기 효율을 극대화한다. 그림 1(b)는 실
제로 제작한 그래핀 플라즈몬 공진구조가 입사광의 90%이상을 그래핀 플라즈몬으로 전환하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그래
핀 플라즈몬 뿐만 아니라 다른 표면 폴라리톤에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소자구
조에서 그래핀을, 포논 폴라리톤을 여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방정계 붕화질소(Hexagonal Boron
Nitride)로 대체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그림 1(c)). 그 결과, 그림 1(d)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에
이르는 높은 효율로 입사광을 포논 폴라리톤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가장 대표
적인 표면 폴라리톤 여기 이차원물질인 그래핀과 hBN에서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효율
여기 메커니즘 및 소자구조가 여러 이차원물질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플랫폼은 이차원물질의 약한 광-물질 상호작용으로 관측이 어려웠던 비
선형, 비국소성 광학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차원물질 기반 고효율 광 및 광전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1. (a) 고효율 그래핀 플라즈몬 공진기 구조[3]. (b) 그래핀 플라즈몬 공진기의 FTIR 스펙트
럼[3]. (c) 고효율 포논 폴라리톤 공진기 구조[4]. (d) 포논 폴라리톤 공진기의 FTIR 스펙트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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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Copper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
operable in the near-infrared region
Jongeun Seok*, Yeonghoon Jin, Kyoungsik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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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34141, South Korea
In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s(SBPDs), low Schottky barrier heights and long mean free paths are critical to
achieve efficient sub-bandgap photocurrent generation. We confirmed that SBPDs based on n-Si-Cu Schottky
contacts have a low Schottky barrier height of about 0.5 eV. We also show that the SBPD with a 10 nm-thick
metal layer exhibits the EQE levels of up to 2.55×10-3 at 1510 nm which is almost 8 times higher when
compared to the 40 nm device.

Silicon (Si) has been widely used for electronic and photonic applications including light detection.
However, Si has a distinct limitation for near-infrared (NIR) photodetection because of its inherent
bandgap of 1.12 eV. Acheving NIR photodetection using the CMOS-compatible Si material might b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and scalability.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s (SBPDs) are emerging as
a strong candidate for Si-based NIR photodetection because the detectable wavelength range is not
limited to the intrinsic bandgap of Si, but is governed by a Schottky barrier height between metal and
semiconductor (figure 1).
The photocurrent generation in SBPDs can be exaplained as a two-step process (figure 1). First, NIR
incident photons are absorbed in a metal layer, resulting in hot electron generation. Second, some of
the hot electrons in the metal layer transport to the Schottky interface, and can overcome the Schottky
barrier if their energy is larger than the barrier height. There are two important conditions that should
be satisfied simultaneously to achieve a high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The first one is that
the Schottky barrier should be low enough because hot electrons whose energy is higher than the
barrier height can contribute to the photocurrent. The other one is related to the mean free path (MFP)
of hot electrons. To collect hot electrons generated near the air/metal interface (the other side of the
Schottky interface), the MFP of hot electrons should be larger than the thickness of the metal layer. [1]
In this work, we choose copper (Cu) as the metal layer because Cu satisfies the above two conditions.
It is known that the Schottky barrier (Cu/n-type Si) is around 0.5 eV and the MFP is 20~30 nm.
We demonstrate Cu SBPDs with various Cu thicknesses (10, 18, 25, and 40 nm). Figure 2 shows
the EQEs of the Cu SBPDs for the NIR wavelengths from 1510 nm to 1600 nm. As we expected, the
thinnest Cu SBPD (10 nm) shows the largest EQE with a maximum EQE of 2.55×10-3 at 1510 nm,
which is almost 8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40 nm device. By employing a thin Cu layer, our
patternless planar SBPDs show EQEs higher than, or comparable to, previously reported nanopatterned
plasmonic SBPDs. [2]

[Fig.1] Working principle of SBPDs in energy band
diagram

[Fig.2] EQE of 10, 18, 25, 40 nm Cu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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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 가간섭성 완벽 흡수를 이용한 유기물 기반 쇼트키 접합 광 검출기
Organic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s based on Near-Infrared Coherent
Perfect Absorption
진영훈*, 김형석, 박정훈, 유승협,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We demonstrate organic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s using near-infrared coherent perfect absorption
mechanism. They show high optical absorption in the wavelengths from 800 nm to 1600 nm over wide
incident angles with a responsivity up to 0.13 A/W at the wavelength of 975 nm.

Organic

photodetectors

(OPDs)

have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with their

unique

advantages in large area compatibility, ultra-thin films, low cost, light weight and flexibility.
However, their operation wavelength range is usually limited to ~1000 nm due to the bandgap
of organic semiconductor materials. Achieving photodetection over the wavelengths longer than
1000 nm, while maintaining OPDs’ strengths, will be beneficial to various sensing and imaging
applications. Here, we demonstrate organic Schottky barrier photodetectors (SBPDs) that the
operation wavelength range is determined by the Schottky barrier height, not the intrinsic
bandgap of organic semiconductors. In addition, we employ coherent perfect absorption (CPA)
mechanism to achieve high optical absorption in the near-infrared (NIR) over wide incident
angles without any complex patterning process [1].
Fig.1(a) depicts the structural configuration of our SBPDs. A high work function Pt layer
was employed not only for n-type Schottky junction (at the metal/organic interface) but also
for high optical absorption. Incident NIR light entering through the glass substrate is mainly
absorbed in the thin Pt layer (< 10 nm), not the organic layer (HAT-CN, the bandgap of 3.9
eV). Some of the generated hot carriers in the Pt layer have a chance to transport to the
organic layer, if their energy is higher than the Schottky barrier height. The transported hot
electrons will be collected to the Al electrode, which acts as an optical back reflector as well.
Fig. 1(b) shows the angle-resolved optical absorption of the SBPD (10 nm-thick Pt and 173
nm-thick HAT-CN). Since CPA mechanism is applied, the optical absorption higher than 90%
is maintained up to the incident angle of 60° for both calculation (top panel) and experiment
(bottom) even with the Pt thickness of 10 nm.
The inset of Fig.2 shows the current-density (J) versus voltage (V) curve that confirms
Schottky contact at the Pt/organic interface (ground connected to the Al electrode). Fig. 2
shows the responsivities of the SBPD at three incident wavelengths (975, 1155, and 1310 nm).
The highest responsivity of 0.13 A/W is achieved at the wavelength of 975 nm under a bias
of –3 V, and this high value originates from trap-assisted photocurrent multiplication [2].

Fig. 1. (a) Configuration of our SBPDs.

Fig. 2. Responsivity with respect to the wavelength

(b) Angle-resolved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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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 무선 광통신 시스템에서의 광신호 변동 억제를 위한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 구현
Implementation of Erbium-doped Fiber Amplifier for Suppression of Optical
Signal Fluctuation in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정유석*, 김철한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A gain-saturated EDFA (GS-EDFA) has been implemented to suppress optical signal fluctuations
induced by atmospheric turbulence in free-space optical (FSO) communication system. Signal fluctuations
were halved with a small signal gain compression of 3 dB.

자유공간 무선 광통신 (FSO) 시스템은 RF통신과 비교해 초광대역이며 비면허대역 등의 장점이
있기에 증가하는 무선통신 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
만 FSO의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해 빠른 상용화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1]. 단점 중 하나
인 기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신호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득 포화 어븀 첨가 광
섬유 증폭기 (GS-EDFA)를 구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는 고주파 통과 필터 응답과 이득 포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DFA에
사용되는 어븀 이온은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날 때 약 10 ms의 방출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약 100 Hz를 기준으로 고주파 성분은 방출되지만, 저주파 성분은 방출이
어려운 고주파 통과 필터 응답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EDFA는 입력 전력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출력이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이득이 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그림 1]의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다 [2].
FSO 통신의 채널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대기의 기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실험을 위해서 굴절률 구조 매개변수(Cn2)를 사용하여 대기 중 기상 요인이 광신호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3]. 굴절률 구조 매개변수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 온도, 풍속, 상대습도 데이터
는 실제 기상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에 서울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청 종관기상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 계산된 굴절률 구조 매개변수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EDFA의 이득 포화 곡선

[그림 2] 계산된 굴절률 구조 매개변수 Cn2

[그림 3]은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이번 실험에서는 FSO을 구현하기 위
해 turbulence box를 제작했던 기존의
다른 실험과는 다르게 음향-광학 변조
기 (AOM)를 사용하였다 [5]. 실제 기
상 측정 데이터를 사용해 [그림 2]와
[그림 3] 실험 구성도
같이 계산한 Cn2 모델을 파형으로 만들
어 AOM을 통해 광증폭기에 입력함으로써 더 현실적인 광신호 변동을 구현하였다. 실험 구성에
있어 광원 파장은 1553.328 nm이었고, 광신호 변동을 모사하기 위한 AOM 구동에 있어 Cn2 파형
의 진폭은 500 mV, offset은 250 mV로 설정해 주었다. VOA2에서 입력 전력을, VOA3에서 출력
전력을 조정하였으며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출력 신호의 peak-to-peak 전압을 측정하였다.
[그림 4]의 실험 결과를 보면 낮은 주파수 영
역에서 신호 억제가 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력 전력이 높을수록 이득 포화
에 따라 억제가 더 강하게 되는 것도 확인하였
다. 1 kHz에서는 입력 전력에 따른 출력 전압
변동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10 Hz에서는 입
력 전력에 따라 출력 전압 변동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입력 전력을 –25 dBm(소신호이득)
에서 –11 dBm(3 dB 이득 감소점)으로 증가시
켰을 때 출력 전압 변동은 181 mV에서 101 [그림 4] 출력 신호의 peak-to-peak 전압
mV로 약 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 요인 변화는 대부분 저주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현한 것과 같은
GS-EDFA를 활용한다면 기상 요인으로 인한 광신호 변동의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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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iversity 기반 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다중 빔 전송에 따른 정렬
오차 모델링
Modeling of the Multiple Transmitters Alignment Error in Pointing, Acquisition
and Tracking of Spatial Diversity based FSO Transmissions
김성진*,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We propose the misalignment model due to multiple incident beams for spatial diversity based
free-space optical (FSO) systems. Multiple beams into position detector cause alignment error between
transmitters and receivers in Pointing, Acquisition, and Tracking (PAT) systems. Proposed misalignment
model can be used to optimize the beam width and design FSO communication link.

무선 광통신 (FSO) 기술의 경우 넓은 대역폭을 통한 대용량 전송 능력과 UAV 기반 수직 무선
통신 구조를 통한 높은 통신 유연성으로 인해 차세대 무선 백홀 기술로 조명받고 있다 [1, 2]. 하
지만 무선 광통신의 경우 대기 채널에 의한 전송 파워 열화 및 송수신단의 흔들림으로 인한
pointing jitter로 인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채널 열화 보상 기법 및 다수의 송수신 장치를 통한 spatial diversity를 이용한 전송
성능 향상 기술에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하지만 spatial diversity 기법을 사용할 경우, 다중
전송 빔에 의해 송수신기 사이에 Line-of-Sight (LOS)를 확보하기 위한 PAT 과정에서
alignment 에러가 발생하여 송수신기 사이의 링크가 틀어져 전송 파워 열화가 발생한다 [4]. 본
논문에서는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빔폭을 설계하고 전송 파워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중 빔 전송에
따른 misalignment 모델을 설계하였다.
무선 광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단 사이의 틀어짐을 측정하기 위해 다중 픽셀 구조의 quadrant
detector나 이미지 센서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 픽셀을 통해 수신된 전류의 세기 비를 이용
한 centroid 알고리즘을 통해 틀어진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spatial diversity를 위해 독립적인
채널을 확보할 경우, 전송되는 다중 빔의 파워가 각각 랜덤하게 변해 다중 픽셀을 통해 수신된 전
류의 세기 비가 일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변하게 된다. 이를 모델링 하기 위해 대기 채널의 경
우 Log-normal 채널을 가정하였고, centroid 알고리즘을 통해 M개의 송신기에 의한
misalignment를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근사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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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기 채널의 scintillation index 이며,  는 송신기 사이의 거리이다.
제안한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전송 채널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기
채널을 통과한 다중 전송 빔이 랜덤하게 파워가 변할 때, centroid 알고리즘을 통해 측정한 틀어
짐 정도의 분산을 측정하여 제안한 모델을 통해 계산한 분산과 비교하였다. 그림 1의 결과를 보
면, 송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신 파워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틀어짐이 증가하였고,
대기 채널에 의한 전송 성능 열화가 심해질 경우 PAT 과정에서 다중 빔 전송에 의한 수신 파워


비가 크게 변화하여 틀어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misalignment 모
델을 비교할 경우 weak turbulence 영역에서는 제안한 모델에 의해 계산한 오차 발생 정도가 실
제 오차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 (a) 송신기 사이 간격 (    ) 및 (b) 대기 채널 세기 (    m) 에 따른 misalignment
Spatial diversity 기반 무선 광통신 구조를 설계할 경우, diversity 기법을 통해 전송 성능 열화
를 보상할 수 있으나, 다중 빔 전송에 따른 추가적인 틀어짐이 발생하여 성능 열화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본 논문의 misalignment 모델을 전송 시스템 설계에 반영할 경우, 다중 빔 전송에 따른
성능 열화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전송 구조를 설계하여 안정적인 무선 광통신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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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O 비 지상 네트워크를 위한 EDFA 기반 all optical repeater 설계
Design of EDFA based all optical repeater for FSO non-terrestrial networks
신원호*,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In this paper, the design of erbium doped fiber amplifier based all optical repeater is proposed for free
space optical non-terrestrial networks.

위성 및 고고도 플랫폼과 같은 비 지상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지상 네트워크가 없는
위치에서도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비 지상 네트워크에 적용될 통신 기술 중 대표적으로 무선 광통신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다양
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어 네트워크부터 목표 지역까지 연결하는 네
트워크 구조에서 무선 광통신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ll-optical relay 방식을 비 지상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적용하여 무인 항공기의 부
담을 줄이는 동시에 채널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무선
광통신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대기 채널이다. 대기 채널에서 발생하는 감쇠와 대기 교
란은 무선 광통신 링크를 안정적이지 않게 만든다. 다행히, 이러한 대기 교란 현상은 지표면 부근
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를 약 20 km 고도에 위치시킨다면 무인 항공기 운영과
무선 광통신 링크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코어 네트워크와 목표 지역의 지
상과 무인 항공기까지 연결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수직 채널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무선 광통신 채널에서 발생하는 감쇠는 장거리 유선 광통신에서 광 증폭기를 이용하여 링크를 진
행하면서 발생하는 감쇠를 극복하는 것과 같이 무선 광통신에서도 대기 채널에서 발생하는 감쇠
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드마다 광 증폭기를 설치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기 교란에 의
해 발생하는 scintillation 현상은 OOK와 같이 optimal threshold가 요구되는 변조 포맷을 사용하
였을 때 성능 열화를 발생시킨다. Adaptive하게 threshold를 조절하여 OOK 신호를 복조하는 기술
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다면 real-time으로 구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은 UAV를 이용한 비 지상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여주고 있다. All-optical relay를 적용하
기 위해 각 UAV에는 repeater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들어온 광 신호를 optical domain에서 처
리한 후 다음 노드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는 EDFA의 cross gain modulation을 이용
하여 제안한 all optical repeater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UAV를 이용한 비 지상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림 2. EDFA 기반 all optical repeater 구조도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9-0-00685, 무선광통신 기반 수직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1] Samsung Research White Paper, “The vision of 6G,”
Available: https://cdn.codeground.org/nsr/downloads/researchareas/20201201_6G_Vision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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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격자 센서를 이용한 상수관로 관종별 누수 진동 신호 분석
Leakage Signal Analysis of Water Pipelines using Fiber Bragg Grating
Sensors
박형준 *, 김대길 , 여찬일 , 박시웅 , 배철호
a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ICT융합연구실, K-water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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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kage signals of water pipelines were measured using fiber Bragg grating sensors.

Frequenc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ipe types and leak size of water pipelines were
analyzed in real time. In the experiment, the vibration frequencies of leakage were successfully
measured when leaks occurred.

상수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급수 운영을 위해 상수도 관로의 누수를 진단하는 유지관리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나, 상수관로 대부분은 지중으로 매설되기 때문에 기존 전기적 센서는 환경적 요인
으로 인한 방습, 방진 및 센서 설치 등의 문제로 관로 상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다. 광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광센서는 높은 내부식성, 전자기파 내성, 방폭, 다중화 능력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실시간 진동 감지 시스템 구성에 적합하다[1-3].
본 논문에서는 상수관로의 누수 감지를 위해 광섬유격자(Fiber Bragg grating, 이하 FBG) 센서
를 진동센서로 활용하였다. 총연장 300 m 규모의 모의 상수관로(K-water 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
소)의 주철관,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관, 강관, 노후관에 누수 구멍을 뚫어 누수를 모
의하고, 누수 시 발생하는 주요 진동 주파수를 FBG 센서로 측정하였다. 누수 신호 측정은 관로에
압력 1.8 bar, 유량 23.51 m3/h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종별 누수 크기별로 수행하였다.
그림 1은 모의 상수관로 누수 시험 장치 및 FBG 진동센서 시스템의 모습이다. 그림 1의 (a), (b)와
같이 관로 중단에 각각 1, 2, 3, 4 mm 지름의 누수 구멍을 뚫은 후 밸브로 구멍을 여닫을 수 있는
새들 분수전을 체결하여 누수 모의 장치를 제작하였고, (c)는 HDPE관에서 누수 발생 모습을 나타낸
다. FBG 센서는 관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하였으며, 총 4개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의 (d)는 FBG 센서의 반사 파장을 복조하기 위해 C-band EDFA (Erbium-doped
fiber amplifier) 모듈, InGaAs PD array 모듈을 활용하여 구성한 FBG 진동센서 시스템이며, 진동을
측정을 위한 시스템의 샘플링 속도는 3 kHz이다.

그림 1. 모의 상수관로의 누수 모의시험

그림 2는 모의 상수관로의 관종별, 누수 크기별 누수 발생 시 진동 주파수 변화를 나타내며, (a)
는 주철관, (b)는 HDPE관, (c)는 강관, (d)는 노후관이다. 1,500 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누수 신호
를 실시간으로 FFT 분석하였고, 누수가 없는 경우 모든 관종에서 약 350 Hz 주변의 진동 주파수
가 검출되었다. 이는 연성 진동(Fluid-pipe couple vibration)에 의한 것으로 관내 물이 흐를 때 물
의 압력변화로 인해 관이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발생한다[4]. 누수 크기가 1∼4 mm로 증가했을
때 주요 진동 주파수가 약 400 Hz로 이동하였으며, 주철관은 각각 384, 389, 395, 394 Hz, HDPE
관은 각각 396, 391, 395, 397 Hz, 강관은 각각 405, 410, 414, 411 Hz, 노후관은 각각 392, 407,
411, 414Hz의 진동 주파수가 검출되었다.
현장 적용 실험에서 FBG 센서를 활용하여 모의 상수관로에서 누수 시 진동 주파수를 누수 크
기별 관종별로 측정하였으며, 압력 1.8 bar, 유량 23.51 m3/h 환경에서 누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진동 주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향후, 누수 진동에 따른 주파수 분석을 통한 누수 검
출 고도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의 지중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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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관종별, 누수 크기별 누수 진동 주파수 변화
본 연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개방형 혁신 R&D(20-A-T002)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참고 문헌
[1] K. B. Adedeji, Y. Hamam, B. T. Abe, and A. M. Abu-Mahfouz, “Towards achieving a
reliable leakage detection and localization algorithm for application in water piping
networks: An overview,” IEEE Access, 5, 20272-20285, 2017.
[2] D. Kim, Kim. H. and M. Song, “FBG laser sensor with PS,” Electronics Letters, 54(13),
844-846, 2018.
[3] H. Kim, S. Park, C. Yeo, H. S. Kang, and H. J. Park, “Thermal analysis of 22.9-kV
crosslinked polyethylene cable joint based on partial discharge using fiber Bragg grating
sensors,” Optical Engineering, 60(3), 03410, 2021.
[4] A. R. Askarian, M. R. Permoon, and M. Shakouri, “Vibration analysis of pipes conveying
fluid resting on a fractional Kelvin-Voigt viscoelastic foundation with general boundary
cond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s, 179, 105702, 2020.

T2C-I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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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istributed Fiber-Optic Acoustic Sensor Development and Field
Appl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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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fiber-optic acoustic sensor (DFOAS) technology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many industrial and academic areas such as large structure safety and security monitoring, underground
seismic exploration, oil well/reservoir monitoring,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FOAS developed by
KOPTI and applications for safety diagnosis and monitoring in various practical fields.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온도, 변형, 진동, 복사 등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 [1]. 광
섬유 길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후방 산란의 위치를 분해하여 물리량 분포를 측함으로 전력/에너지,
파이프라인, 도시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안전 진단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 그 중 분포형 광섬유
음향/진동 계측(Distributed Acoustic/Vibration Sensing, DAS, DVS, 이하 DAS) 기술은 광섬유가
포설된 전구간의 음향/진동 패턴 검출이 가능해 석유·가스 등의 지하 수송관의 안전성 모니터링,
도심 통신망 건전성 모니터링, 장거리 지진파 정보 획득, 철도차량 추적·철로 이상감지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3]. 본 연구 그룹은 2014년부터 이러한 분포형 광섬유 센서 기술 개
발 및 시제품을 다양한 산업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장에서 안전진단 및 모니터
링 수단으로 DAS를 실증한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철도 선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송-공주 KTX역 간 50 km 구간에 포설된 통신용
광케이블을 활용하였다. 통신실에 DAS를 설치하고 철도 차량의 위치/속도 추적, 작업자감시, 작업
상황 식별, 및 선로 이상상태를 진단하였다. 둘째, 지중 탄성파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중 시추공 및
해저면에 포설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하여 지진파를 분석한다. 탄성파/반사파를 분석하여 지중 또
는 해저지층의 지형을 파악한다. 지오폰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기존 방식 대비 가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침입감지 시스템을 위해 400m 가량에 펜스 및 매립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DAS 장치의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위협상황으로 달리기, 점프, 드릴, 펜스 충격, 펜스흔들기,
사다리 넘기, 총 6가지 이벤트를 실험한 결과 분류 정확도 96.6%로 분류하였다. 넷째, 발전소 운
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컨베이
어의 상태, 이상롤러 진단, 롤러파괴를 모니터링한다. 실증 실험을 위해 당진 화력발전소의 컨베이
어 벨트 120 m 구간을 세 가지 방식으로 광섬유 케이블을 포설하고 DAS 신호를 수집하였다. 정
상 구간 및 이상 구간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여 이상 소음이 발생 하는 구간을 식별하였고 실제
롤러의 상태와 일치함을 보였다. 다섯째, 지하공동구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하 전력구, 통신구, 상
수구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안정적인 도시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광주광역시 상무 지하공동구에 7 km 구간에 광섬유 케이블을 포설하여 침입 감시, 공동구 화
재 발생, 공동구 파신 및 변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DAS 기술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실증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다.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대형 및 고위험 시설물 진단, 무인 감시 시스템 구축하는 신
뢰성 높은 DAS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분포형 광섬유 음향 센서 응용 별 사양 및 적용사례
응용 분야
사양
적용 내용
적용 그림
50 km
철도 선로 -- 측정거리
공간분해능
모니터링 - 주파수 범위25mkHz

지중
탄성파
모니터링
침입감지
시스템

-

-

발전소
운탄설비
모니터링

-

지하
공동구
모니터링

-

-

-

측정거리 5 km
공간분해능 0.2m
주파수 범위 5 kHz

-

-

측정거리 20 km
공간분해능 5 m
주파수 범위 10 kHz

-

측정 거리 5 km
공간분해능 1 m
주파수 범위 20 kHz

-

측정 거리 10 km
공간분해능 1 m
주파수 범위 5 kHz

-

-

-

철도차량 위치/속도 추적
인력/기계 공사작업 감지
낙석, 선로이상상태 식별

지진파 측정 및 복원
탄성파/반사파 분석
지층 구조 분석

장거리 외각 침입감지
AI 기반 위협상황 분류
운탄 컨베이어 상태 진단
롤러 파손 및 이상 진단
사고 상황 알림

침입 감지
광케이블 파손, 변형 진단
- 비접촉 원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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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 도핑 광섬유의 Photodarkening 연구
Investigation of photodarkening in Yb-doped fibers
1

김지원1,*, 정훈2
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Yb 도핑 광섬유에서 펌핑 파장 및 Yb 여기밀도에 따른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를 바탕으로 photodarkening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Yb 도핑 광섬유 레이저는 우수한 빔 특성과 함께 고출력 레이저 발진에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난 20여 년간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여러 응용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고출력 레이저 동작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출력이 저하되고 결국 레이저의 수명이 짧아
지는 원인이 되는 photodarkening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주요 난제로,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
고자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photodarkening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2가지로, 하나는 다중 광자 흡수에 의한
색점 결함 (color center)의 생성, 다른 하나는 광섬유 물질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산소 결함에 의
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Yb 도핑 광섬유에서 펌핑시 나타나는 광섬유 형광과 photodarkening에 의한
광섬유 내 레이저 신호의 전파 손실 증가를 비교함으로써 photodarkening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Yb 광섬유의 종류와 펌프 파장에 따른 형광 및 손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Yb 이
온 여기 밀도에 따른 형광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photodarkening을 유도하는 기저 효과에 대해 조
사하였다.

그림 1. 광섬유 종류 및 펌핑 파장에 따른 광섬유 형광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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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 이중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브릴루앙 광 시 영역 분석법
Brillouin optical time-domain analysis based on
a PANDA-type two-mode fiber
하은채*, 송광용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Brillouin optical time-domain analysis based on the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in a PANDA-type
two-mode fiber (PANDA-TMF) is experimentally demonstrated. Distributed measurements of Brillouin
frequencies are performed along a 80 m PANDA-TMF, in which the strain dependency of Brillouin gain
spectrum is characterized for LP01, LP11(o), and LP11(e) modes.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 기반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브릴루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 온도나 변형률 변화의 공간 분포를 측정하는 센서로, 터널과 댐 등 사람이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형 건축물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1]. 온도와 변형률의 분리 측정 또는 다변수 동시 측정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single mode fiber, SMF) 대신 다중 모드 광섬유(few mode fiber, FMF)를 사
용하여 각 모드 별 브릴루앙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근래에 진행된 바 있다[2-3]. 본 논
문에서는, PANDA 이중모드 광섬유(PANDA-type two-mode fiber, PANDA-TMF) 내 각 도파
모드의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과 브릴루앙 주파수가 갖는 변형률 의존성을 확인하고자, 브릴루앙
광 시 영역 분석(Brillouin optical time-domain analysis, BOTDA) 시스템을 구성한 후 이를 이용
한 분포형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실험 구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1556 nm 파장의 분포 귀환형 레이저 다이오드
(distributed feedback-laser diode, DFB-LD)를 광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출력을 50:50 커플러로
나누어 각각 프로브와 펌프 방향으로 진행시켰다. 단일 측파 변조기(single-sideband modulator,
SSBM)와 마이크로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펌프광보다 브릴루앙 주파수 정도 낮은 주파수를 갖는
프로브광을 발생시켰다. 편광 조절기(polarization controller, PC)를 사용하여 프로브광의 편광을
장축 또는 단축 방향으로 조절한 후 EDFA(erbium doped fiber amplifier)를 통해 세기를 증폭시
켰다. 프로브광은 편광유지 광 분리기(optical isolator)를 지나 연속 발진파의 형태로 시험용 광섬
유(fiber under test, FUT)로 진행하였다. 펌프광은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 FG)와 반도체
광 증폭기(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SOA)를 이용해 25 ns 폭을 가진 펄스로 변조되었다.
펌프광은 프로브광과 동일하게 PC와 EDFA를 통해 편광과 세기가 조절된 후, 광 순환기(optical
circulator)를 지나 FUT로 입사하였고 프로브와 SBS를 발생시켰다. FUT는 약 80 m 길이의
PANDA-TMF이고, 펌프광과 프로브광은 PANDA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된 편광유지 모드분할
방향성 결합기(polarization-maintaining mode selective coupler, PM-MSC)를 통해 LP11(e)모드,
LP11(o)모드 혹은 LP01모드로 각각 입사하였다[4]. LP01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FUT 입력 단에 1 cm
직경의 구부림을 가하여 고차 모드를 제거하였다[5]. 프로브광을 LP01모드로 고정시키고 펌프광을
LP01, LP11(o), LP11(e)모드를 차례로 선택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고리형 구성을 이용한 투과형
으로 측정을 수행하였고, 펌프광과 프로브광으로 각각 LP11(o)모드와 LP11(e)모드를 사용한 경우, 고
차 모드간 간섭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FUT를 따라 진행하는 펌프광과 끝단에서 4% 반사되어 돌
아오는 프로브광 사이 SBS를 이용하는 반사형 측정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2는 각 펌프-프로브 모드 조합에서 변형률에 따른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Brillouin gain
spectrum, BGS)을 나타낸 것이다. 변형률은 400 με 단위로 최대 2000 με까지 변화시켰으며, 각
변형률에 대해 10.3 GHz부터 10.6 GHz까지의 구간을 2 MHz의 단위로 scan하였다. 각 BGS의 이
득 크기는 정규화하여 같게 나타내었다. 그림 3은 각 펌프-프로브 모드 조합에서 변형률에 따른
브릴루앙 주파수의 변화이다. 투과형으로 측정된 세 모드 조합에서 브릴루앙 주파수의 변형률 의
존성은 0.045 MHz/με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반사형으로 측정된 LP11(o)모드-LP11(e)모드 조합의
경우 0.044 MHz/με로 작은 차이를 보였다. 표 1은 측정된 각 모드 조합 별 브릴루앙 주파수이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그림 2. 각 모드 별 변형률 변화에 따른 BGS

표 1. 각 모드 조합 별 브릴루앙 주파수

그림 3. 브릴루앙 주파수의 변형률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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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ber microstructured saturable absorber directly and conformally coated with
3D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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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ber microstructure (IFM) coated with conformal 3D graphene has been proposed for realizing saturable
absorber (SA) that can generate high-energy pulses. The IFM was prepared by laser-scribing then graphene
was synthesized conforming 3D-IFM by atomic carbon spraying (ACS) method. Pulse energy of 13.2 nJ
was achieved with the fabricated device.

Despite long-standing efforts to develop graphene (Gf) SA-based fiber lasers emitting highenergy and ultrafast pulses, the performance of SAs is hindered by (a) Gf processing methods
and (b) incorporating Gf into optical devices. Generally, the Gf-based SAs are prepared by
depositing Gf on the ferrule-end, side-polished fiber, and around microfiber leading to low damage
threshold and sacrifice of cavity power.[1] On the other hand, complex process steps and imperfect
tools for precisely controlling of Gf reduce the process efficiency. Here we report, an IFM coated
with conformal 3D Gf by ACS process for realizing SA device that can generate high-energy
pulses in femtosecond time duration.

Figure 1. (a) Micromachining the fiber by laser irradiation. (b) Selective etching of laser modified
area by HF acid solution. (c) Synthesis of ACS graphene on to the microstructure. (d) Typical
Raman spectrum taken from the ACS processed Gf coated microstructure. A 3D SEM image of
the microstructure is shown in the inset.
The generation of high-energy pulses is the consequence of the unique combination of low-loss

IFM on fiber and synthesis of direct and conformal Gf adhereing the 3D-surfaces of the IFM.
The highly controllable micromachining process facilitates to prepare the IFM with low insertion
loss. On the other hand, the ACS process employing γ-Al2O3, a ceramic catalyst, which facilitates
to synthesize Gf in the IFM providing form factors to the 3D-surface.[2]
In three steps, we prepared the sample: modifying the fiber area by femtosecond laser irradiation
(see Fig. 1a), selective chemical etching of laser modified area (Fig. 1b), and finally synthesis
of Gf by ACS process conforming the IFM on the fiber (Fig. 1c).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Gf conforming the IFM, SEM and Raman spectroscopy were employed as shown in Fig. 1d.
After inserting the SA into the fiber cavity, the lasing operation was observed in pulsed regime
at an intracavity power ranging from 58.7 to 82.6 mW. The optical spectrum with 3.78 nm FWHM
at the centered wavelength of λ=1563.45 nm is presented in Fig. 2a. Duration of the mode-locked
pulses was found 640 fs as shown in Fig. 2b. The maximum output power and pulse energy
were recorded 24.77 mW and 13.32 nJ at 82.6 mW of intracavity power (Fig. 2c). This synergic
combination of highly customizable laser scribed IFM and conforming them with ACS processed
conformal Gf can open a new research avenue for future optical devices.

Figure 2. (a) Optical spectrum of laser pulses. (c) Autocorrelation trace of the output pulses. (c)
Output power and pulse energy of th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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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s in hyperspectral imaging (HSI) techniques allow clinical translation of an
HSI system for improved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HSI could measure both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information, which enables the discrimination of lesions and
healthy tissue. Although many reports have shown the capability of hyperspectral imaging
methods as clinical tools, there are still challenges in image analysis and optical system
development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HSI. Deep learning, a clas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to overcome challenges related to the clinical
translation of hyperspectral imaging techniques. Deep learning enables accurate disease
diagnosis from spectral information. Moreover, a well-trained deep learning model could
convert a conventional color imaging system into a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This
presentation will introduce deep learning methods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hyperspectral
imag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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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임상용 광음향 영상의 물리적 한계 극복
Clinical Photoacoustic Imaging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vercoming Physical Limitations
최원석*, 김철홍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A photoacoustic imaging system was developed to provide diagnostic images of human peripheral
vasculature in vivo. To enhance the image quality, a deep neural network model based on U-net and
Segnet was developed to mitigate and compensate speed-of-sound aberration and streak artifact from
limited signal reception channel.

광음향 영상은 광학적 흡수 스펙트럼의 차이를 이용하여 생체 내 헤모글로빈, 지방, 멜라닌 등
의 성분으로부터 선별적으로 초음파 형태의 신호를 발생시켜 영상화하는 기법이다. 이 특징으로
인해 외부의 조영제 없이도 헤모글로빈의 흡수도 자체를 이용해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생체 내
(in vivo) 환경에서도 얻을 수 있고, 분광학적인 특징을 이용해 혈중 산소포화도, 멜라닌 분포 등
의 기능적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임상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체 말단 부위로의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들이 막
힐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말초 혈관들에 혈류량이 부족해지고 상처가 낫지 않거나 궤양, 괴저 등
으로 인해 조직이 괴사하여 절단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질환을 말초혈관질환
(peripheral vascular diseases, PVD)라고 통칭하는데, 이를 초기 단계에서 진단할 수 있으면 절단
에 이르기 전에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등의 시술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연구의 첫 파트에서는 PVD의 조기 진단을 위해 광음향 영상 기술을 적용하여 PVD가 흔히
나타나는 족부의 3D 혈관 영상을 획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 임상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영
상 장비에 다파장 변환이 가능한 펄스 레이저와 모터가 탑재된 스캐너를 결합하여 단면 영상을
누적하여 임상에 활용 가능한 3D 광음향 및 초음파 영상 기기를 구성하였다. 족부와 같이 굴곡이
많은 부위에서는 프로브의 초음파 또는 광학 초점이 위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영상 결과의
화질 및 재현성, 정량적 정확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연구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족부 윤곽 스캐닝 기술은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서 50 Hz의 영상 속도로 빠르게 스캔한 뒤, 픽셀
밝기를 기반으로 영상처리하여 족부의 윤곽을 얻고 이를 모터 동작을 제어하는 PC에 입력하여 프
로브가 족부의 윤곽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윤곽 스캐닝을 기반으로 족부의 3D 광
음향 및 초음파 영상을 신뢰성 높게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해 혈관, 뼈,
피부 등 다양한 구조 정보를 구별해서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영상 결과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영상을 획득한 뒤, 영상에 나타난 구조 및 기능적 정보를 정
량화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환자 진단에 필요한 미세 혈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혈압계 커프를 이용하여 혈류를 일시적으로 막은 뒤, 전후의 광음향
신호의 변화를 관찰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음향 영상은 뛰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체에서 광음향 영상을 획득할 때에 다양한 물
리적 요인에 의해 화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조직 내에 근육, 지방 등이 무작위로 분
포하고 있어서 초음파의 전파 속도(speed-of-sound, SoS)가 불규칙하여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
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SoS aberration). 또한, 초음파 영상을 획득하는 플랫폼의 하드웨

어적 한계로 인해 한번에 획득할 수 있는 신호 채널수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복구한 영상에 artifa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영상의 화질을 크게 저해하여 임상적
활용도를 제한시키지만, 사람마다 부위마다 그 왜곡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SoS aberration의
효과나 artifact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의료 영상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
인 neural network 모델 중 U-net과 Segnet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SegU-net이라는 모델을 구성하
였다. k-Wave simulation을 이용하여 생체의 다양한 SoS 환경을 구현하여 신호를 생성하고, 여러
가지 SoS를 가정하여 복구한 광음향 영상들을 함께 training하여 최적의 SoS를 찾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artifact 신호들도 함께 제거되는 효과를 보였고, 이로 인해 주요 타겟 외에
주변 노이즈까지 제거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실제 임상용 광음향 영상 장비로 획득한 족
부 혈관 영상 및 피부 종양 영상에 적용해본 결과, SegU-net이 출력한 영상에서는 더 대조비 높
고 경계가 명확한 혈관 및 종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3]. 이 결과는 앞으로의 광음향 영상
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림 1 임상 광음향 인체 영상 시스템 및 딥러닝 이용한 인체 광음향 영상 개선 방
향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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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역 레이저 초음파 이미징 시스템 개발 및 재구성 기법
Development of Full-Field Laser Ultrasound Imaging System and Its Reconstruction
이한솔*, 윤태일, 김영규, Muhammad Awais, 이병하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The 2-D displacement map of the surface caused by laser ultrasound was acquired. And the 3-D
structure of the target inside the sample was reconstructed with the time when the acoustic wave was
reflected from the target using Fourier transform method.

레이저 초음파 기법 (Laser Ultrasound; LUS)은 이미징하고자 하는 대상체가 레이저를 흡수하여
발생한 초음파를 측정하는 광음향 이미징 기법 (Photoacoustic Imaging; PAI)과는 달리, 시료의
표면에서 레이저를 흡수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킨 뒤 대상체에서 반사된 초음파를 측정하여 대상체
의 구조 정보를 얻는 이미징 기술이다 [1]. PAI의 경우, 여기광이 시료 내부의 대상체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생체 조직 내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깊이에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해 LUS는 표면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시료 내부로 전파하기 때문에 PAI보다 더 깊은 곳을 이미징할 수 있다.
기존 LUS는 초음파 수신기를 시료 표면에 접촉시켜 측정하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표면의 변형
이 일어날 수 있고, 수신기와 표면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를 줄이기 위한 매질이 필요하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음파 수신기 대신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 LUS가 개발되었다 [2]. 하지
만 비접촉 LUS는 표면의 한 지점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스캔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측정시간도 길어진다. 또한, 한 지점을 측정하는 동안 다른 지점을 측정할
수 없어 표면에서 생기는 변화에 둔감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Digital holography) 기반의 전광역 LUS 시스템 (Full-Field
LUS; FF-LUS)을 개발하여 2차원 표면 변위를 스캔 없이 비접촉으로 한 번에 획득하고, Fourier
transform method를 적용하여 시료 내부의 대상체에 대한 3차원 구조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LUS 이미징을 위한 생체 모사 샘플로써, 실리콘과 경화제를 10:1로 섞은 polydimethylsiloxane
(PDMS)의 표면으로부터 약 2 mm 깊이에 약 700 μm 두께의 샤프심을 대상체로 하여 Y축을 따
라 위치시킨 뒤 50℃로 30분간 굳혀 제작하였다. 그리고 표면에서 레이저 펄스를 흡수시키기 위해
carbon black powder를 섞은 PDMS를 약 500 μm의 두께로 투명한 PDMS 위에 도포하였다.
FF-LUS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중심파장이 532 nm인 Nd:YAG 레이저를 여기광으로 사용하였
고, 검출광으로 중심파장이 905 nm인 pulsed laser diode (PLD)를 사용하였으며, sCMOS 카메라
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여기광이 조사되지 않았을 때와 조사
되었을 때의 시료 표면의 2차원 위상 정보를 획득하고, 이들 사이의 위상 차이로부터 여기광에 의
한 표면 변위만을 계산하였다. 또한, 여기광과 검출광 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표면에서
퍼지는 초음파를 관측하였다. 이로부터 그림 1과 같이 5.0 μs 이후부터 200 ns 간격으로 16장의 2
차원 표면 변위 분포를 획득하였다. 여기광과 검출광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대상체에
서 반사된 초음파가 약 -3 nm의 변위로 전파하는 것을 측정하였고, 대상체가 Y축을 따라 위치하
여 초음파도 X축보다 Y축으로 더 길게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대상체에서 반사되어 표면에 도달한 초음파에 의한 2차원 표면 변위 분포
측정한 표면 변위로부터 시료 내부 대상체의 구조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 PAI는 표면에서 획득
한 압력 분포    를 푸리에 변환과 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공간 주파수에 대한 성분
     을 계산한 후, 이를 측정한 시간  만큼 전파시켜 초기 압력 분포         를 재
구성한다 [3]. 그러나 LUS의 경우 대상체의 구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대상체에서 반
사된 순간 ( )의 압력 분포     를 획득해야한다. 를 구하기 위해 제작한 샘플에서
대상체의 깊이인 약 2.5 mm와 PDMS 내부에서의 초음파의 전파 속도 1076 m/s [4]로부터 대상
체에서 반사된 시간인 약 2.3 µs에서의 압력 분포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샘플 표면으로부터 약
2.4 mm 깊이에서 그림 2와 같이 X축으로는 짧고 Y축으로는 긴 모양으로 대상체가 재구성된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대상체에서 반사된 순간의 압력 분포의 XZ, YZ 단면
본 연구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원으
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고유번호 :
1711138073, KMDF_PR_20200901_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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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정보를 이용한 위상펼침 알고리즘
Phase unwrapping algorithm using boundary information
윤선규*
한국광기술원 광영상정보연구본부 공간광정보연구센터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취득된 위상정보를 3차원 형상정보로 복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상펼침 알
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이 가장 접근성이 높으나, 알고리즘 특징상 일부 환경에
서 잘 못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상 데이터에서 경계 정보를 추출하고, 추
출된 경계정도의 패턴을 따라서 갈래자름을 실시하여 오차량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입체적인 상의 관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방법이
디지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phy)를 이용한 현미경이다[1].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은 40여
년 전 부터 개발되어온 기술이다[2].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얻진 시료의 3차원 정보
는   ≦    의 범위의 값으로 취득된다. 하지만, 실제 시료는  라디안 범위 이상의 값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감긴 데이터(wrapped data)라 한다. 이러한 감긴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이 위
상펼침(phase unwrapping)이다. 다양한 위상펼침 알고리즘 중 하드웨어적인 부담이 적고, 연산시
간이 가장 짧아 접근성이 좋은 방법으로 골드스타인(Goldstein)알고리즘이 있다[3]. 하지만 골드스
타인 알고리즘은 복잡한 형태의 물체에 대한 감긴 데이터를 복원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을 보완한 알
고리즘 기술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은 감긴 데이터 내의 변화량이 급격하게 많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저하된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불연속적이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유수(residue)간의 갈래자름
(brach-cut)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본래의 쌍을 이뤄야하는 유수가 아닌, 가까운
거리의 유수간의 갈래자름을 수행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중명하기 위한 예로는 그림
1의 물체 정보를 감긴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상펼침을 실시
한 그림 2의 결과와 같다. 갈래자름이 잘못 수행되어 복원할 수 있는 감김 데이터까지도 잘못된
경로로 유도되기 때문에 복잡한 구간에서 잘 못된 위상펼침이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상데이터에서 경계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쌍을 이
뤄야하는 유수간의 갈래자름을 실기하기 위한 방법이 제안되었다[1]. 제안되었던 방법을 이용하여
위상펼침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을 적용한 위상펼침 결과보다는 정
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분연속 적인 경계면이 많은 영역에서 누락되는 영역이 확인된다.
이는 갈래자름이 중복되어 위상펼침을 실시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된 원인으
로는 계정보를 이용하여 갈래자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쌍을 이뤄야하는 유수간의 연결은 실시하
였으나, 최단 경로로 갈래자름을 실시하여 위상펼침 이후의 데이터에서도 잘 못된 연산이 실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계정보를 이용하여 유수를 찾고, 동일 경계정보를 따라서 갈래
자름 경로를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경계정보를 이용하여 갈래자름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방법보다는 정확한 위상펼침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계정보를 이용한 위상펼침 알고리즘을 실시한 결과 골드스타인 알고리즘 및 경계정보를 이용

하여 이를 보완한 알고리즘 보다 정확한 위상펼침이 실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모
든 위치에 대하여 위상펼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위상펼침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감긴 데이터에 적
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기존 개발된 알고리즘과의 직접적인 비교
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림 1 3차원 형상 원본

그림 2 골드스타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펼침 결과

그림 3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유수검색을

그림 4 경계 정보를 따라 갈래자름을

적용한 위상펼침 결과

실시한 위상펼침 결과

사사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o.2020-0-00997, 홀로그램 복원 및 측정검사용 저작 모듈 기술개발)
참고 문헌
[1] 윤선규, 조형준, 김두철, 김성규, 유영훈,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의 수정된 골드스타인 알고리
즘을 이용한 위상펼침.” 한국광학회지, vol. 18, 121-129, 2007
[2] J. W. Goodman and R. W. Lawrence, “Digital image formation fron electronically detected
holograms.” Appl. Phys. Lett., vol. 11, 77-79, 1967
[3] D. C. Ghiglia and M. D. Pritt, “Two-dimensional phase unwrapping,” John Wiley & Sons,
Ch3-Ch5, 1998.

T2D-V.03

디지털 홀로그래피 이미지 분류를 위한 자기 지도 학습 모델
Leveraging Self-Supervised Learning for Digital Holographic Image
Classification
Hyunbin Ahn*, Abdur Rehman, Seonghwan Park, and Inkyu Moon
Department of Robotics Engineering, DGIST
Due to the shortcomings of fluorescent markers,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DHM)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cell imaging and automated analysis. In this paper, we apply different leveraging
self-supervised learning (SSL) frameworks to the DHM dataset, comparing its performance with
supervised learning models. We show that the SSL models improve downstream performance on medical
datasets but often requires extensive hyperparameter tuning.

Fluorescence microscopy (FM) are widely used for studying living cells by using markers
which attach to target protei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rs. Fluorescent
markers come with their own limitations like phototoxicity and photobleaching.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e (DHM) provides a great alternate for label free live cell imaging. DHM
constructs quantitative phase images (QPI) by recording an inference pattern (hologram)
between two light waves i.e., objective wave and reference wave. This recorded holographic
pattern can be used to construct sample images using a reconstruction algorithm [1]. The big
advantage of the label free DHM is that it allows for long-term imaging studies of cellular
dynamics of live cells [2, 3].
Recently, many clinical applications based on deep learning have been proposed for
classification, risk assessment, segmentation tasks and so on [4]. However, when deep learning
techniques are applied for any tasks with the DHM images, the number of datasets comes
into a crucial problem for the deep learning models to achieve high accuracy. Self-supervised
learning (SSL) is one of the most advanced techniques in deep learning which learns fully
without the labels before applying it to the labeled datasets. Many studies have proven that
SSL models work well using natural images like ImageNet, CIFAR10, CIFAR100, Food, Pets
and so on [5-8].
In this paper, we utilized the SSL models to classify cancer cell images which are obtained
by DHM. Our classification task is to classify the cancer cell of 3 classes, 5 classes and 7
classes accordingly. We trained the self-supervised model shown in Fig. 1 on DHM dataset
by adjusting hyperparameters according to our dataset.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SSL
models,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task of the SSL models were compared with the
supervised learning technique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SL performs better
compared to supervised learning while having low number of data. It was also shown in our
experiments that the SSL modes consistently outperform other approaches when models are
trained on very limited (1%-10%) labelled data.
Due to increasing popularity of SSL, several frameworks are proposed but all are designed for
training natural images. Training on these frameworks with holographic dataset could become
challenging and require extensive hyperparameters optimization.

Pretraining

Encoder
ResNe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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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er
ResNe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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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sic concepts of SS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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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모픽 컴퓨팅을 위한 시냅스 Sn 도핑 다결정 산화갈륨 광트랜지스터
Synaptic Sn-Doped Polycrystalline Ga2O3 Phototransistor for Neuromorphic
computing
윤영빈*, 김용기, 신명훈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과
Sn-doped 100-nm thick polycrystalline β-Ga2O3 synaptic FETs emulating optical and electrical spike
stimulation were fabricated. 265-nm deep UV optical stimulation mimicked synaptic plasticity with a
photogating effect. The gate voltage stimulation modulated the synaptic weights dependent on the state
of the gate dielectric interface. The realization of these basic functions of biological synapses suggests
the utility of Ga2O3-based optoelectronic devices for next-generation neuromorphic computing.

뉴로모픽 컴퓨팅의 하드웨어 구현은 전통적인 폰노이만 컴퓨터의 병목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한 후보로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2]. 지난 몇 년 동안 멤리스터와 전계효
과 트랜지스터(FET) 구조를 가진 시냅스 장치가 활발히 연구되었습니다 [3-4]. 시냅스 FET은 시
냅스 가중치(전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
분의 시냅스 FET은 전기 자극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6]. 시냅스 FET의 작동에 빛을 통합하면
시냅스 장치의 대역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냅스 장치의 상호 연결 문제의 효과
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7]. 빛과 전기장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비휘발성 저장기능, 혼합 전
기 광학 스파이크를 가진 광전자 시냅스 장치의 개발은 하이브리드 광전자 ANN(Artificial neural
nerwork)에서 사용하기에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화물 반도체 기반 멤리스터 장치에 관한 연구가 입증되었습니다. PPC(Persistent
photocurrent) 효과로 인해 메모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IGZO, TiO2,
ZnO 등이 최근 연구되었습니다. 이들은 광학 밴드 갭이 크기 때문에 심자외선 신호에 의해 자극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4.9 eV의 초 광대역 밴드 갭을 갖는 산화갈륨(Ga2O3)이 주목되고 있습니
다. 매우 큰 밴드 갭은 제어 가능한 많은 기억(저장) 상태의 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자외선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는 광통신, 이미징, 군사 감시, 표적 탐지 및 획득, 미사일 발사 탐지
를 위한 태양광 차단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광학 및 전기 스파이크 모두에 의해 자극될 수 있는 Sn이 도핑된 100-nm
두께의 다결정 β-Ga2O3 시냅스 FET을 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광학 및 전기 펄스에 의해 자극
되었으며 흥분성 시냅스 후 전류(EPSC, Excitatory postsynaptic current), 억제성 시냅스 후 전류
(IPSC,

Inhibitory

postsynaptic

current),

PPF(Paired-pulse

facilitation),

SNDP(Spike

number-dependent plasticity), SRDP(Spike rate-dependent plasticity)와 같은 중요한 시냅스 기능
을 모방하였습니다. 백-게이트 구조로 제작된 Sn이 도핑된 100-nm 두께의 다결정 β-Ga2O3 시냅
스 FET은 광 자극 시 PPC 효과로 시냅스 가중치(전류)의 선형적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이트
전기 자극 시에는 게이트 유전체(SiO2) 계면 상태에 의해 시냅스 강화 및 억제가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포토닉스 및 뉴로모픽에서 산화물 기반 광전자 소자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생물학적 시냅스의 기본 기능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은 차세대
뉴로모픽 컴퓨팅을 위한 Ga2O3 기반 광전자 소자의 유용성을 제시합니다.

그림 1. 광학/전기 자극을 통한 시냅스 가소성

그림 2. 광학 펄스 입력 시 EPSC의 발생

그림 3. 게이트 펄스 입력 시 IPSC, EPSC의 발생

그림 4. Duration에 따른 시냅스 전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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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 Sarkar, J. Tao, W. Wang, Q. Lin, M. Yeung, C. Ren, R. Kapadia, Mimicking biological
synaptic functionality with an indium phosphide synaptic device on silicon for scalable
neuromorphic computing, ACS Nano 12 (2018) 1656–1663.
[7] J. Shi, S.D. Ha, Y. Zhou, F. Schoofs, S. Ramanathan, A correlated nickelate synaptic
transistor, Nat. Commun. 4 (2013)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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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기술개발 현황
Status of Perovskite/Si Tandem Solar Cells
이상원1), 강윤묵*
1)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Single junction solar cells efficiencies are approaching to theoretical efficiency limit. To
overcome efficiency limit, multi-junction (tandem) solar cells which utilize two or more light
absorbing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Among various tandem solar cells,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are attracting much attention based on their possibilities for high efficiency
and commercialization. In this study,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and required technologies
of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will be discussed.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자이며, 광을 흡수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이
론적인 효율의 한계(Shockley-Queisser limit)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광흡수 물질들이
태양전지에 적용 및 개발되어 왔으며 단일 광흡수물질을 사용한 태양전지 중의 최고효율은 GaAs
를 활용한 29.1%이며 단일 물질 태양전지의 경우 이론적인 효율 한계치에 근접하여 있다. 따라서
단일 물질을 사용한 태양전지의 경우 향후 큰 폭의 효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단일 접합 태양전지의 이론 효율 한계(30%)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등장 배경, 개발의 필요성, 개발 현황
및 향후 개발 방향과 필요 기술에 대하여 논의한다.[1][2]

참고 문헌
[1] Shockley, William, and Hans J. Queisser. "Detailed balance limit of efficiency of p‐n
junction solar cells." Journal of applied physics 32.3 (1961): 510-519.
[2] Rao, Akshay, and Richard H. Friend. "Harnessing singlet exciton fission to break the
Shockley–Queisser limit." Nature reviews materials 2.11 (201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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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S 태양전지의 전기적 및 열적 등가회로 모델
Electrical and thermal equivalent circuit model of CIGS solar cell
김용기1*, 신명훈1, 이명진1, 강윤묵2
1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CIGS solar cells, it is important to conduct research that
reproduces changes in internal characteristics in response to external environments. We conducted a
study to numerically analyze the failure and deterioration of CIGS solar cells. To numerically emulate the
electrical and thermal changes inside the CIGS solar cell, an electrical and thermal equivalent circuit for
the module was constructed and simulations were performed.

상용 태양전지 시장에서 CIGS 태양전지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면, 기존 태양전지들과 마찬
가지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CIGS 태양전지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
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소자의 내부 특성을 재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CIGS 태양전지
의 고장 및 열화 현상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대면적의 CIGS 모듈
(156cm×62.6cm, 102개의 태양전지가 직렬 연결됨) 3개를 직렬 연결하여 부분 음영 응력 실험을
수행했다. 그런 다음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음영 처리된 태양전지에서 핫-스팟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음영 모듈에서 발생한 핫-스팟과 이로 인한 모듈의 내부 변화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CIGS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전기적 및 열적 등가회로를 모델링 하였다.
또한, 소산 전력이 임계 값(Pth)을 초과하면서 CIGS의 shunt 저항이 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핫-스
팟 생성 모델을 모델링 하였다. 각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측정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임계 소산 전력 값(Pth)이 태양전지 열화와 관련하여 모듈의 내
구성을 추정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제시된 모델링 방법이 CIGS
태양전지를 비롯한 다른 박막 태양전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CIGS 태양전지의 전기적 및 열적 등가회로 모델 개략도
(a) CIGS 태양전지의 계층 구조 (b) 전기 회로 모델 (c) 열 회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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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파형 조절을 이용한 교류 전류 구동 유기 발광소자의 엑시톤 발생 증가에
의한 휘도 향상
Enhanced exciton generation in alternative-current field-induced
electroluminescence device using the appling voltage waveform control
김병곤*, 안수민, 김학린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In the AC-FIEL (alternative-current field-induce electroluminescence device) device, exciton generation
and luminance were improved by using an asymmetric applied waveform. The light emitting mechanism
of AC-FIEL was explain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uminance increased through spectral EL
intensity, luminance, and TREL (time-resolved electroluminescence) measurements when an asymmetric
waveform was applied.

교류 전류로 구동되는 발광 소자는 (alternative-current field-induced electroluminescence
device, AC-FIEL) 일반적으로 알려진 직류 전류로 구동되는 발광소자와 발광 메커니즘과 구조적
인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DC LED 소자와 달리 AC-FIEL 소자는 단일 전극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전류 파형의 극성에 따라 전자와 정공이 주입되기 때문에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전자/정공 수송층과 같은 기능층 삽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발광층에 더 많
은 캐리어를 주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광층에 전하 이동도를 높여줄 수 있는 탄소 나노 튜브
(carbon nanotube, CNT)와 같은 고전도성 물질을 도핑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발광층 내
고전도성 물질 도핑을 이용하여 계면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증가시켜 AC-FIEL 소자의 밝기
효율은 향상되었지만 도펀트 물질이 가지는 일함수와 빠른 전하 이동도에 의해 극심한 전하 불균
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1]. 본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 전하 불균형 상태를 인가
파형 조절을 이용해 캐리어의 주입량을 변화시켜 엑시톤 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C-FIEL 소자
에서 추가적인 기능층 삽입이나 도펀트 교체 없이 밝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FIEL의 발광층에 CNT를 도핑하면 도핑 농도에 따라서 소
자의 밝기가 증가하다가 1.0 wt% 이후 감소한다. 도펀트의 농도가 일정 이상 증가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전하 주입이 일어나 엑시톤 형성이 저하된다. 그림 2의 사용된
AC-FILE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정공은 전극에서 CNT를 통해 주입되고 전자는 발광 물
질의 최저 비점유 분자 오비탈을 통해 주입된다. CNT의 정공 이동도는 약 20,000 cm^2/Vs, 사용
된 유기 발광 고분자의 전자 이동도는 10^-5 cm^2/Vs 로 전하 주입 및 전송의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2,3]. 이를 바탕으로 인가되는 교류 전압 파형의 양/음 극성 유지 시간을 (a:b=6:4, 5:5,
그리고 4:6, a:양의 전압, b:음의 전압) 변화시키며 스펙트럼 (spectral EL intensity), 휘도
(luminance), 그리고 시분해 전계 발광 (time-resolved electroluminescence, TREL) 특성 측정을
통해 휘도 개선 현상을 증명하였다.
그림 3은 CNT 도핑 AC-FIEL의 spectral EL intensity를 나타내고, 삽화는 non-CNT
AC-FIEL을 나타낸다. non-CNT AC-FIEL 소자는 a:b=5:5 대비 a:b=6:4, 4:6의 인가파형에서
spectral EL intensity가 감소하였으나 CNT 도핑 AC-FIEL은 430 nm 에서 a:b=6:4 파형은
a:b=5:5 대비 1.81 배, a:b=4:6 대비 2.74 배로 가장 높은 spectral EL intensity가 측정되었다. 또한
그림 4의 전압에 따른 휘도 역시 a:b=6:4의 인가전압 파형을 사용하였을 때 a:b=5:5 대비 1.4 배,

a:b=4:6 보다 2.12 배 높은 휘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AC-FIEL의 파형 종속 휘도 변화와 전

하 역학 메커니즘은 극성 의존성 순간 EL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는 CNT가 도핑된
AC-FIEL에서 a:b=5:5와 a:b=6:4 파형의 TREL 특성이다. 인가전압의 극성이 양에서 음으로 변경
될 때 느린 전자가 주입되고 인가된 음의 전압에 의해 축적되어있던 정공이 이동해 재결합한다.
전계의 음의 사이클 동안 주입된 느린 전자는 전극 주변에서 엑시톤을 형성해 발광으로 빠르게
소모된다. 이를 통해 AC-FIEL의 주된 발광은 느린 전하가 주입되는 극성 동안 순간적으로 빠져
나가는 빠른 전하와 만나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NT의 빠른 정공 이동도와 주입된
전자를 만나지 않고 전극을 통해 빠져나가는 정공을 고려할 때 더 긴 정공 주입을 위한 양의 극
성 유지 시간이 필요하다. 동일한 동작 주파수와 구동 전압 조건에서 빠른 캐리어의 주입과 축적
시간을 보다 길게 설정함으로써 그림 4와 5에서 일반적인 a:b=5:5 교류 전압 파형 대비 비대칭
교류 전압(a:b=6:4)을 사용하였을 때 더 높은 EL 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CNT 농도에 따른 휘도 그림 2. AC-FIEL 소자구조

그림 4. 파형 변화에 따른 휘도 변화

그림 3. Spectral EL intensity

그림 5. 파형 변화에 따른 TREL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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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 Yang, H.-H. Liao, S.-F. Horng, H.-F. Meng, S.-R. Tseng, and C.-S. Hus, “Electron
mobility and electroluminescence efficiency of blue conjugated polymers,” Synth. Met.
158(1-2), pp. 25–28, 2008.
[3] T. Durkop, T. Brintlinger, and M. S. Fuhrer, “Nanotubes are high mobility
semiconductors,” AIP Conf. Proc. 633, pp. 242–24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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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태양광 기술 최근 동향
Recent trends in transparent solar technology
고형덕1*, 강구민1, 장호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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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solar

window

technology

are

reviewed,

and

among

them,

transparent

luminescent solar concentrator (LSC) is specifically reviewed.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노력이 지속되어 지고 있다
[1, 2]. 이에 따라, 태양전지를 건물 일체화 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기술이 친환경 유망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전지를 건물의 창호에 탑재하여 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솔라 윈도우 (Solar Window)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솔라 윈도우
가 궁극적으로 건축물에 탑재되어지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미관을 해지지 않고, 투명한
시야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과 높은 발전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솔
라 윈도우 기술에 대해 최근 국내외 기술 동향을 리뷰하고, 그 중에서도 광변환 나노 소
재와

광도파

집광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투명 Luminescent

solar

concentrator (LSC)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뷰한다.

참고 문헌
[1] C. Traverse, R. Pandey, M. Barr, R. Lunt, “Emergence of highly transparent photovoltaics

for distributed applications“, Nat. Energy, pp. 849-860, 2017
[2] F. Meinardi, F. Bruni, S. Brovelli, “Luminescent solar concentrators for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Nat. Reviews Materials, 1707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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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공정으로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 메모리의 전기적·광학적 동작
Solution-processed Thin-Film Transistor Memory with Optical and Electrical
Operation
김민회*, Amos Boampong, 이송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
용액공정은 공정과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같은 전자소자를 저가에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공정으로 강유전체 박막트랜지스터와 전하트랩 박막트랜지스터 메모리를 싱글게이트와 더블
게이트 구조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박막트랜지스터 메모리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에 관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
한 메모리 집적도 향상과 아날로그 메모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용액공정은 인쇄전자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1]. 용액공정을 활용한 전자소자 중에서 박막트랜지스터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분자 강유전체를 이용한 강유전성 트랜지스터 메모리나 전하 트랩 층을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형태의 전하트랩 트랜지스터 메모리가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트랜지스터 메모리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거나 아날로그 메모리로 활용하여 신경망 소자에 응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용액공정을 활용한 이중게이트 메모리 소자를 활용한 집적도의 향상과
전기적·광학적 동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강유전성 이중게이트의 제작과 메모리로서의 전기적
특성을 제시한다. 반도체 층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적층된 두 개의 강유전층은 각각의 게이트 전기
장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분극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4개의 명확히 구분되는 드레인 전류를 나
타낸다. 또한 적절한 동작전압의 인가를 통하여 총 8개의 상태를 만들어내어 3비트의 정보가 하나
의 소자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용액공정으로 전하트랩층을 가진 트랜지스터 메모리를 제작하
였고 이의 전기적·광학적 특성변화를 제시하였다. 전하트랩층을 활용한 경우 전기적·광학적인 연
속적인 저장상태 변화가 가능하여 아날로그 메모리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저가의 공정을 통한 고집적 메모리와 아날로그 메모리의 개발을 위한 기초에 기여한다.
참고 문헌
[1] E. Ramon, E. Sowade, C. M.–Domingo, K. Y. Mitra, A. Alcalde, R.R. Baumann, J.
Carrabina, Flex. Print. Electron. 2021, 6, 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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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영역 무반사/선택적반사 및 적외선영역 선택적 반사 나노구조 제작 기술
Construction of surface nanostructure based on self-assembly of nanoparticle
for anti-/selective reflection in visible range and NIR filter
임현의. 박승철*
한국기계연구원 제조장비연구소 나노융합장비연구부 자연모사응용연구실
We demonstrated a versatile platform for fabricating surface nanostructures based on self-aseembly of
nanoparticles. Using the floating method of nanoparticles for hexagonally packed nanoparticles uniformly,
we can control the size and interparticle distance with various surface treatments such as plasma
etching, UVO, and additional acid treatments. Based on the periodic nanostructure, first,

we can control

the reflectance in visible range with gradient refractive index of glass surface. Second, with metal
deposition between the nanoparticles, we can control the reflectance in NIR range for filter effect. Also,
based on the bottom approach for the contruction surface nanostructure, we can make the color glass for
BIPV in large area. This multifuctional surface using self-assembly of nanoparticles can be easily applied
in various areas in visible and NIR range with low-cost, large area, and enhaced function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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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박막이 형성된 텍스쳐 기판에 의한 구조색 구현
Structural color reproduction by a textured substrate with
multi-layered thin films
박 건, 남국현, 이종권*
청주대학교 레이저광정보공학과
An electroformed Ni-texture coated with a dielectric multi-layer has been developed to reproduce the
biomimetic structural color. The observed reflectance spectra show that the monochromaticity of the
short-wavelength region increases as the angle of the Ni-texture decreases, while the amount of color
mixing increases as the area of the flat portion formed in the Ni-texture increases.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내부의 안료(색소)에 의한 빛의 선택적 흡수 또는 구조화된 조직
에 의한 빛의 간섭성 산란, 그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빛의 산란과 흡수로 다양한 색상을 발현하
게 된다.[1,2] 특히, 녹색 제비 꼬리나비 날개에서 발현되는 청록색은 나비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박막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색으로, 그림 1(a)와 같이 날개에 입사된 자연광이 날개의 바닥
면과 측면에서 반사된 빛들의 상호 조합으로 반사색을 발현하게 된다.[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비 날개의 청록색 계열의 반사컬러를 대면적, 저비용으로 재현하기 위해, 그림 1(b)와 같이 전주
도금법으로 제작된 Ni-기판상에 마이크로 크기의 텍스쳐 구조를 형성한 후 다층유전체층을 적층
한 구조를 적용하였다.
먼저, Macleod 프로그램으로 고굴절률 물질인 TiO 와 저굴절률 물질인 SiO 를
       조건을 만족하는 두께로 반복적으로 쌓아   형태의 고반사 다층박막의 최
적 두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최적 두께를 갖는 다층박막을 표면 텍스쳐링된 Ni-기판위에 형성
한 후, FDTD (Finite–Differnce Time-Domain) 시뮬레이션을 통해 텍스쳐 구조변화에 따른 반사
도 스펙트럼 변화를 분석하였다. 평평한 기판에 형성된 다층박막의 경우는 중심파장( ) 대역의
고반사 영역과 더불어 단파장 영역에서 고차항 반사피크들을 보이는 반면, 텍스쳐링된 기판에 형
성된 다층박막 구조에서는  대역의 반사도가 급감하는 대신 단파장 영역의 고차항 반사도가 특
정 파장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된다.(그림 2a) 이는 텍스쳐 구조의 양쪽에 형성된 경사진 측면
에서 반사된 빛들 사이의 간섭현상에 의해  영역에서는 상쇄간섭이 유도되며 고차항 반사 대역
에서는 보강간섭에 의해서 반사도가 증가함을 해당 파장영역에서 전기장-세기 분포를 비교함으로
써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b) 이러한 반사도 스펙트럼들은 다층박막 아래에 형성된 Ni-텍스쳐
기판의 주기, 각도, 모양을 변경시킴에 따라서 다양화할 수 있는데, 특히 텍스쳐 기판의 각도가 점
차로 감소함에 따라서 텍스쳐 구조의 경사진 측면에서 반사된 빛들이 상호작용하는 광경로의 점
진적인 감소로 반사광의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어 단색에 가까운 반사색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텍스쳐 기판상에 함께 형성된 평평한 부분의 면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
로 여러 대역의 반사광이 합쳐져 다양한 혼색들도 구현될 수 있음을 (그림 3)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Ni-금속 텍스쳐 구조에 형성된 다층박막에 의해서 발현되는 구조색은 기존 금속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청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다양한 컬러를 금속 고유의 광택과 심미성을 유지하
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써, 컬러리미트리 센서, 각종 광학기기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뿐만 아
니라 다양한 컬러를 발현하는 금속 외장재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a)
(b)
그림 1.(a) 녹색 제비꼬리 날개구조 및 구조색 발현 (b) 텍스쳐 구조와 다층박막이 접목된 구조

(a)
(b)
그림 2 Ni 기판, 다층박막/Ni 기판, 다층박막/텍스쳐 Ni 기판에 따른 (a) 반사도 및 (b) 전기장세기 분포

그림 3. 텍스쳐 구조내 평평한 영역 비율에 따른 반사도 및 CIE 컬러좌표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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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스위치의 신뢰도 예측 및 가속시험
Reliability prediction and accelerated test for L4 switches
김제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Reliability prediction and accelerated test (AT) for L4 switches were performed. MTBF prediction
based on Telcordia SR-332 was over 100,000 hours. And, as a result of AT, MTBF of L4 switches was
analyzed to be estimated about MTBF 100,000 hours with confidence level 60 % at 25 °C.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Layer 4 계층 이상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에 따
라 분산시켜 주는 L4 스위치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L4 스위치는 네트워크 특성상 24시
간 항시 작동해야 하므로 신뢰성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L4 스위치를 이용하
여 Telcordia SR-332[1]로 수명을 예측하고, 실제 가속시험을 통해 분석된 예상 수명과 비교하고
자 하였다.
L4 스위치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신뢰도 예측 절차에 따라,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Bill Of Material (BOM)을 정리한다. 각 소자별로 사용온도, 종류, 정격 및
인가되는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그 후, 예측 모델에 따라 기본 고장률, 사용 조건의 고장률을 분석
하고 합산하여 신뢰도를 예측한다. 전자부품, 모듈 또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예측은 광통신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Telcordia를 기반으로 신뢰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40 °C 사용조건으로 가정한 결과, 평균수명(MTBF)가 100,000시간 이상으로 예측되었다.
MTBF 검증을 위해 L4 스위치에 대한 가속시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그림 3과 같이 60 °C
온도조건에서 6개를 정상동작하면서 고장여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3,100 시간 이상의 시험시간
동안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고장시간이 없으므로, 통계분석에 의한 MTBF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장률 보증방식에 의해 신뢰수준을 설정하고 총시험시간으로부
터 고장률을 보증하고, 이를 MTBF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L4 스위치가 다수의 전
자제품으로 구성된 제품이므로, 수명분포를 지수분포로 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장률의 역수
가 MTBF가 되는 특성을 사용하였다. 역수 관계에 의해 고장률이 1e-5/h 이하이면, MTBF는
100,000시간 이상이다. 표 1과 같은 MIL-STD-690C의 고장률 보증시험표에 따라 총 시험시간이
92,000시간 이상이면, 신뢰수준 60%에서 고장률이 1e-5/h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다[2]. 또한, 신뢰
도 예측에 의한 예상 수명의 비율로 가속계수를 구할 수 있다. 신뢰도 기준에 따라 가속온도에서
의 수명과 정상온도에서의 수명을 예측하면, 그 비율로 가속계수가 계산된다. 정상온도에서의 수
명을 θn, 가속온도에서의 수명을 θa라고 하면, 가속계수(AF)=θn/θa이다. 신뢰도 예측 결과에 대
입하면, 정상사용온도 25°C에서의 수명 520,160시간, 가속온도 60°C에서의 수명 103,990시간으로
예측되므로, 가속계수 AF=520,160/103,990=5로 계산된다. 이를 종합하면, 총시험시간 92,000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속계수와 시료수가 각각 5인 경우, 정상사용조건(25°C)에서의 시간 18,400시
간은 가속시험조건(60°C)에서의 시간 3,680 시간과 같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L4 스위치 수명시험
을 그림 4와 같이 60도에서 5개로 3,680시간 이상 고장 없이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뢰수준 60%에서 L4 스위치의 고장률이 1e-5/h 이하임을 수명시험을 통해 보증하였으므로, L4
스위치의 MTBF도 신뢰수준 60%에서 100,000시간 이상임을 보증할 수 있다.

그림 1. 신뢰도 예측 절차

그림 2. 신뢰도 예측 결과

그림 3. 가속시험

그림 4. 수명시험

표 1. 고장률 보증시험표
Component hour Table (c=0 (no failure))
Confidence level (*100%)
Failure Rate
0.6
1.00E-07
9,162,907
2.60E-06
352,420
5.80E-06
157,981
1.00E-05
91,629
1.00E-04
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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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sat 기반 위성간 광링크 연결성을 위한 링크 버짓 분석
Link budget analysis for a Cubesat based inter-satellite optical link
connectivity
최재영*, 현영진,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In this study, the logic and considerations are proposed for deriving the optical communication link
budget between low orbit Cubesats. Through the link budget analysis, the optical link connectivity
between Cubesat based inter-satellites can be predicted, and when the link budget is insufficient, the
direction of the system design can be suggested.

최근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NTN(non-terrestrial network) 개발 관련 위
성과 같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
다. 사용자 장비는 서비스 링크를 통해 위성에 연결되고 외성은 피더(feeder) 링크를 통해 게이트
웨이에 연결된다. 피더 링크의 경우 무선광통신을 통해 NTN 시나리오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무선광통신이 RF 통신 기술보다 넓은 대역폭, 작은 발산각, 비면허 스펙트럼, 높은 보안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2]. 위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서 현재 RF로 운용되고 있는
위성간 통신 링크를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NASA 및 MIT 주관 프로젝트인
CLICK(CubeSat Laser Infrared CrosslinK) 미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4].
위성간 광통신을 위해선 위성 운용 개념, 위성간 광 링크 연결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빔 추적
및 획득 시스템 등 중요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링크
버짓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통신 링크 버짓은 광 신호가 송신기에서 채널을 통해 수
신기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신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광 신호에 대한 이득과 손실의 총
합을 나타낸다. 또한 신호 대비 잡음비(SNR), 비트 오류율, 전송 속도 등에 해당하는 성능 목표치
를 만족하는 수신 광 신호의 파워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궤도 위성간 광통신 링크 버짓을 산출하기 위한 논리 및 고려사항들을 정리하
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버짓을 통해 특정 시스템의 적합성을 제시하려 한다. 순차적으로
링크 버짓을 산출하기 위해선 우선 링크 방정식을 통한 평균 수신 파워를 계산해야 된다. 그 과정
에서 고려할 요소는 포인팅 에러와 최적 빔 발산각이 있다. 저궤도 위성간 포인팅 에러는 그림 2

그림 1. 위성 광통신을 위한 광학계 구조

그림 2. 본체 및 탑재체에서 발생하는 포인팅 에러

와 같이 위성 본체 및 탑재체에서 발생하게 된다. 최종 산출된 포인팅 에러 값을 통해 송신단 이
득과 포인팅 에러에 의한 손실의 합이 최대가 되는 최적 빔 발산각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통해 평균 수신 파워를 예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광비 및 각종 잡음 요소들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SNR을 산출할 수 있다. 잡음 요소에는 기본적으로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열 잡
음 및 암 전류에 의한 산탄 잡음이 있고 송신단 광 증폭기에서 발생한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및 배경 잡음과 광 신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비팅 잡음을 고려하였
다. 평균 수신 파워를 계산하더라도 정확한 잡음 계산이 요구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잡음 요
소를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배적인 잡음은 열 잡음과 암 전류에 의한 산탄 잡음이다. 그림 3은
위성 간 광통신 링크 버짓 산출 결과이다. Estimated value는 위 논리 과정에 의해 계산된 값이고
BER (Bit-error-rate)=   을 만족하기 위한 SNR 요구치와의 차이를 통해서 링크 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해당 링크 버짓 분석을 통해 Cubesat 기반 위성간 광 링크 연결성을 예상할
수 있고 링크 버짓이 부족하게 될 경우 포인팅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특정 요소의 증감을 통해
시스템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 위성 간 광통신 링크 버짓 산출 결과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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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인터포저 기반 광송신 광학엔진
Transmitter Optical Engine with Glass Interposer
김대선*, 강은규, 권상진, 문대웅, 정수용, 권원배, 이종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패키징연구실
This paper reports on the study of transmitter optical engine by using glass interposer as a lid of a
ceramic package. The glass interposer acts as a lid, and transmits an external electrical signal to the
inside of the package and an internal optical signal to the outside. The fabricated transmitter optical
engine with glass interposer shows more than 40GHz of 3dB E/O bandwidth. Based on these results,
glass interposer can be applied to the lid of optical modules.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IoT(Internet of Things), AR(Augmented Reality)/VR(Virtual
Reality) 등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속도는 테라
비트급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테라비트급 광통신 모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5년 이전에 테라비트급 광통신 모듈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테라비트급 광모듈의
구현을 위해 광대역 대역폭 확보가 가능한 저손실 물질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
히, 글라스는 고주파 전송특성이 우수하고, 채널 간 누화손실이 적으면서, 광학적 투과성이 우수하
여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인터포저가 구비된 글라스를 세라믹 패키지의 리드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의 전기
적 신호를 내부에 전달하며 내부의 광신호를 손실 없이 외부로 전달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
송신 광학엔진을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a)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광송신 광학엔진의 구조 개략도이며 (b)는 실제 제작된 광송신
광학엔진의 내부 사진이다. 300μm 두께를 가지는 글라스에 직경 40μm 관통비아가 형성되어있으
며 내부는 구리로 충진되어 있다. 양면에 RDL(Redistribution Layer)을 이용하여 특성 임피던스
50옴을 가지는 GSG CPW(Coplanar Waveguide) 전송선로를 구현하여 글라스 인터포저를 제작하
였다. 글라스 인터포저와 세라믹 패키지 간의 전기적 연결을 위하여 SAC305 솔더를 사용하였으
며 세라믹 패키지에도 GSG CPW 전송선로를 구현한 RDL 및 관통비아가 형성되어 전기적 연결
을 가능케 한다 [2]. 세라믹 패키지 내부에는 EML(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소자를 활
용하여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였으며, 렌즈, 반사판 등 광학기구를 사용하여 광 이동경로를
변경하였다.

그림 1. (a)광송신 광학엔진 구조 개략도, (b) 광송신 광학엔진 내부 사진

그림 2는 글라스 인터포저가 패키지 리드로 활용된 광송신 광학엔진의 사진이다. 광학엔진의 크
기는 8.9mm×9.0mm이며 4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채널의 중심파장은 1271nm, 1291nm, 1311nm,
1331nm이며, EML에서 방출되는 각 채널의 광신호는 렌즈와 반사판를 통과하여 수평방향에서 수
직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고 글라스 리드를 투과하게 된다.
그림3은 제작된 광송신 광학엔진의 전-광 주파수 응답 특성의 측정결과이다. 외부의 전기신호는
글라스 인터포저, 세라믹 패키지, 서브마운트 전송선로, EML 등을 거쳐 광신호로 변환되었으며
이 경로를 통해 전-광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전-광 주파수 응답은 4개의 채널에서
3dB 손실 기준 40GHz 이상의 대역폭을 보였다.
위와 같이 제작된 글라스 인터포저가 구비된 광송신 광학엔진은 채널당 40GHz 이상의 3dB 대
역폭을 확보함으로써 채널당 56Gbps 이상 광모듈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광송신 광학엔진

그림 3. 전-광 주파수 응답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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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30, 40 Gbaud (60, 80Gb/s) PAM-4 광신호의
분산 보상 성능 평가

Compensation of Accumulated Chromatic Dispersion in 30 and 40
Gbaud PAM-4 System Using Chirped Fiber Bragg Gratings
1

정욱진1,*, 이관일1, 박기홍2, 김 훈2, Truong T. N. Lien3 이상배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 2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3Vietnam KIST(VKIST)

We fabricate chirped fiber Bragg gratings having a dispersion of –1100 ps/nm at 1540.56 and 1541.35
nm. The performance of these gratings is evaluated by using 30 and 40 Gbaud 4-ary pulse amplitude
modulation (PAM-4) signals.
초고속 광통신에 사용되는 통신용 광케이블은 1550 nm 파장대역에서 약 17 ps/km·nm 색분산 값을
가지며, 이로 인해 초고속 신호의 장거리 전송 거리가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보상용 첩광섬유 격
자(CFBG)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30, 40 Gbaud (60Gb/s, 80Gb/s) PAM-4 광신호를 67.1 km 전송 후
분산 보상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FBG)는 광민감성 광섬유의 코어가 자외선의 빛에 노출되면 굴절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노출함으로써 Bragg 격자를 제작할 수 있으며, 첩 광섬유 격자는 광섬유
격자 주기를 일정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일정 대역을 갖는 광섬유 격자이다 [1] ,[2]. 이를 이용하면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거리 광섬유 선로에서 발생하는 색분산을 보상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CFBG을 첩마스크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CFBG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광원은 frequency doubled Ar 레이저이고, 발진 파장은 244 nm이고, 출력
은 150 mW 이었다. 사용된 첩 위상마스크는 길이 10 cm이고, 첩핑비율은 0.049 nm/cm의 마스크를 사용
하였으며, 광섬유 격자 제작 후 첩핑 비율은 0.071 nm/cm이었다. 제작된 두 개의 첩 광섬유 격자 A, B의
중심파장은 각각 1540.56 nm, 1541.35 nm이고 선폭은 0.8 nm로 동일했다.

DAC

SSMF
67.1 km
CFBG

Driver
Laser

MZM

PIN-TIA PD
EDFA
PIN-TIA PD

PIN-TIA PD

그림 1. 첩 광섬유 격자의 색분산 보상 원리

그림 2. 실험 구성도

본 실험에서는 제작된 CFBG를 이용한 분산 보상 길이를 측정하고, PAM-4 변조된 광신호를 해당하는

길이의 광섬유를 통해 송수신했을 경우 CFBG의 유무에 따른 아이패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구성
도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임의파형 발생기(DAC)에서 PAM-4 전기신호를 발생시킨 후 이를 마하젠더 변
조기에 인가하여 광신호를 생성한 후 단일 모드 광섬유 전송 후 CFBG를 이용하여 색분산을 보상하였
다. 이후 신호를 EDFA로 증폭한 후 PIN 수신기와 DCA 장비로 eye diagram을 측정하였다.
그림 3은 30 Gbaud (60 Gb/s) PAM-4 신호의 eye diagram이다. 왼쪽 그림은 1540.56 nm 신호이며, 오른
쪽 그림은 1541.35 nm 신호이다. 결과를 보면 CFBG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7.1 km 전송 후 신호가
잡음과 같이 eye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색분산 보상 이후 상당 부분의 신호 형
태가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40.56 nm 파장 대역의 경우에는 광섬유 분산으로 발생한 신
호의 타이밍 에러까지 보정되었다.
그림 4는 PAM-4 신호의 속도를 40 Gbaud (80 Gb/s) 로 증가시켰을 때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
된 마하젠더 변조기의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하여 전송 전 eye diagram이 다소 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67.1 km 전송한 후 CFBG으로 색분산을 보상한 경우 eye diagram이 상
당 부분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작된 1540.56 및 1541.36 nm 파장 대역 브래그 격자
는 30과 40 Gbaud PAM-4 변조 방식에서 성공적으로 67.1 km 단일 모드 광섬유 분산을 성공적으로 보
상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a) Back-to-back

(a) Back-to-back

(c) Dispersion uncompensated

(c) Dispersion uncompensated

(c) Dispersion compensated

(c) Dispersion compensated

그림 3. 30 Gbaud PAM-4 신호의 eye diagram

그림 4. 40 Gbaud PAM-4 신호의 ey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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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장 레이저 기반 조명시스템의 가시광통신 성능 분석

Analysis on the VLC performance of multi-color LD based lighting system
Issaoui Louey*, 유윤지, 이연경, 이창섭, 전현채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In VLC, LDs can be used for constructing a high data-rate wireless link, but it could lead to a poor
illumination performance. In this work, we introduce a novel method providing a high lighting quality,
yet maintaining a high-speed communication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차세대 통신 기술은 기존 무선통신에 비해 data-rate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2]. Virtual
reality (VR)과 Augmented reality (AR)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high bandwidth 연결을
통해 활성화될 것이며 사물인터넷은 수십억 대의 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수
요를 창출할 것이다. 참고문헌[2-4]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mobile data traffic의 80%이상이 실내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multi Gb/s 통신을 제공하는 고용량 실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하
는 것도 중요하다. 조명과 통신을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 실내 가시광통신(VL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공간 재사용 및 높은 보안과 함께 ~Thz의 unlicensed 대역폭을 제
공한다.
기존 LED를 대체하는 레이저 다이오드(LD)을 사용하는 방식은 더 높은 일관성, 더 넓은 변조
대역폭, 더 큰 출력 전력과 자연발생(ASE) 잡음을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된
Li-Fi 시스템의 전송 용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Red/Green LD를 사용한
10m/500Mbps WDM VLC 시스템이 이미 보고되었어며, 인광물질을 이용하여 4.4Gbps 및
5.2Gbps에서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8 Gbps를 초과하는 3색 R/G/B
LDs 기반 백색광 VLC 시스템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낮은 CRI로 인한 문제 이다.
LD는 line width가 좁기 때문에 RGB-LD가 혼합된 백색광의 연색지수(the color-rendering index
; CRI)가 조명용으로 불충분하다 (그림 1). 이와 같이 낮은 CRI는 RGB LD 기반 백색 조명 환경
에서 조사된 물체의 색상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둘째, 현재 RGB-LD 합성 백색광의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는 비대칭 청색광을 포함하기 때문에 WDM 통신
Performance 기반의 최적 자원분배에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G/B LDs 기반 백색광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색 레이저 다이오드와
인광물질(phosphor)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인광물질은 청색광의 일부를 흡수하고 노
란색 스펙트럼을 방출한다. 이 방법은 청색광을 적절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간의 간극을 좁혀 요구되는 백색광 연색지수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림 2). 이를 통해 백색
조명환경에서 조사된 물체의 색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WDM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 용량의 최적화를 통한 고속 통신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인광물질 사용으로 인한 일부 스펙트럼의 낮은 전송용량을 직교분할전송 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을 사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Li-Fi 시스템의 전송 용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다.

그림 1. RGB LD 기반 WDM

그림 2. Proposed Phosphor based LD-WDM

[1] J. G. Andrews, et al. “What Will 5G Be?,“ IEEE J. Sel. Areas Commun. 32, 1065–1082
(2014).
[2]. W. Roh, et al., “Millimeter-wave beamforming as an enabling technology for 5G cellular
communications: theoretical feasibility and prototype results,” IEEE Commun. Mag. 52, 106
–113 (2014).
[3]. G. Liu, et al., “3D-MIMO with Massive Antennas Paves the Way to 5G Enhanced
Mobile Broadband: From System Design to Field Trials. IEEE J. Sel. Areas Commun. 35,
1222–1233 (2017).
[4] K. Chandra, et al., “mCRAN: A radio access network architecture for 5G indoor
communications,”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Workshop
(ICCW), London, 300–305 (2015).
[5] Yu-Fang Huang, Yu-Chieh Chi, Mu-Ku Chen, Din-Ping Tsai, Ding-Wei Huang, and
Gong-Ru Lin, "Red/green/blue LD mixed white-light communication at 6500K with
divergent diffuser optimization," Opt. Express 26, 23397-234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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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마트파밍을 위한 양방향 가시광 통신 시스템
Demonstration of Bidirectional VLC system
for Indoor Agriculturing

The reflected light of the grow LEDs from the plants after the photosynthesis is investigated. The
optical camera and photodetector are utilized for the uplink and downlink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system is energy efficient with the maximum reliable data rate of 840 b/s(uplink) and
20 Mb/s (downlink).

With the advancement in the technology plants are grown under LED lights [1].
Photosynthesis is the main process in the growth of the plant. The plant’s growth,
productivity, and customized size are linked with the intensity, spectrum, and
photoperiod. To meet the required environmental conditions, several actuators and
sensors are placed over the farming zone. Normally sensors and actuators are
connected via IoT-applied networks, and up to now the majority of the indoor farming
industries are using RF based networks like Wi-Fi, Bluetooth, and ZigBee [2,3]. However,
researchers have proved extraordinary harmful effects of Wi-Fi routers on the growth
and lifecycle of plants[4].
Hence, 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is the promising technology to omit the
effects of RF radiation as well as it is energy efficient. The require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for the photosynthesis is 250μmol·m-2·s-1. RGB LEDs with
the optimum ratio of 61%,24%,15%, for the red, green, and blue respectively can provide
the required energy. As plants have their reflection towards each color, considering that
green has the highest reflectance of 0.22, this green reflected light and optical camera
is used to provide an energy efficient, flexible, and RF free farming area. For the
downlink the existing ceiling lights (white LEDs) are photodetector is utilized.
The simulation shows that the optical channel loss for downlink have the minimum
and maximum available intensity of 0.04 W/m2 and 0.09 W/m2 respectively. This implies
an optical channel loss of ~11dB per unit area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0.01W/m2
across the receiver plane allowing fair downlink communication. For the uplink channel
loss with LOS blockage, the minimum, and maximum available intensity is 0.0058 W/m2
and 0.017W/m2 respectively, allowing the reasonable communication link with the
average channel loss of ~19dB and a standard deviation of 0.0017 W/m2.
Figure 1,2 shows the BER using 2-PAM for the downlink communication without and
with equalizer. In Figure 1 the BER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distance. The result at
85cm is worst with less than 10-3 BER. However, the data rate increased to 5Mb/s at
0cm, 25cm, and 50cm. In Figure 2 after applying DFE the overal lperformance of the
system increases with the maximum data rate of 20Mb/s at 25cm with less than 10-3
BER. In the case of full-RoI figure 3 shows the BER performance for the uplink at
different distances. 2-PAM, 4-PAM, and 8-PAM schemes are tested and with the symbol
rate of 17Hz. Actual data rates are 17b/s, 34b/s, and 51b/s for 2-PAM, 4-PAM, and

8-PAM, respectively. In 4-PAM, reliable communication is possible at 50 cm where the
SNR is the highest. Figure 4 shows the BER performance in the case of tracked RoI. The
symbol rate of 420Hz is applied. Actual data rates are 420b/s, 840b/s, and1260b/s for
2-PAM, 4-PAM, and 8-PAM,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2-PAM has the lowest
BER at all distances. This means that as long as there is a small portion of light a
reliable communication is possible to achieve. For increasing the data rate a DFE is
applied which shows that using 4-PAM at the distance of 25 and 50 cm the maximum
data rate of 840b/s is possible to achieve with less than 10-3 BER.

Figure 1. BER performance(without equalizer)

Figure 3. BER of full ROI(without equalizer)

Figure 2. BER performance(with equalizer)

Figure 4. BER of tracked RoI(without
equalizer)

So, it is concluded that using VLC energy efficient, and RF free smart farming is
possible to achievable with the reliable data communication lin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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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냉각을 이용한 야외활동용 피부색 스트레처블 스트레스 모니터링 소자
Skin-colored Stretchable Stress Monitoring Device for Outdoor Activity with
Radiative Cooling
윤주호1*, 이길주2, 강민형３, 송영민1
1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3한국전자기술연구원
Galvanic skin response (GSR) based sensors bring out low reliability of data due to thermal noise. We
present a stretchable stress monitoring device (SSD) for minimizing thermal noise by the radiative cooler.
The device enables accurate monitoring not only temperature but also stress at the outdoor activity.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플렉서블 전자/광전자 소자 등 휴대성을 지닌 유연 디바이스에 대
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자는 사용 친화적 모니터링과 성능 향상을 위해
소형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높은 온도로 인한 수명 단축 등의 문제에 치명적이며, 이에 따라 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 다기능 센서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로 인해 심박
수, 전기 생리학, 혈액 산소 포화도 및 혈압과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자들이 보고 되고 있다 [2]. 그러나 그 중 GSR(Galvanic Skin Response) 기반 센서는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며 열과 통기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야외에서 생체 신호 측정 시, 태양
에너지로 인한 가열로 소자의 열 교란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소자가 직접 보이지 않게 피부와 유사한 색을 가지면서 열에 의한 잡음을 최소
화하는 스트레처블 스트레스 모니터링 소자(Stretchable stress monitoring device, SSD)를 제안한
다. Figure 1a는 SSD의 사진과 신축성을 보여준다. 탄성중합체(elastomer)와 구동회로 그리고 캡
슐화(encapsulation) 층을 결합하여 소자를 제작한다. 회로는 구리 재질의 구불구불한 디자인을 적
용해 소자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전사공정으로 회로를 제작해 탄성중합체와 결합한다. 전극 부분을
제외하고 피부에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캡슐화 층으로 사용해 소자를 보호하고 피부와 탈부착이
쉽게 제작한다. 탄성중합체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태양 에너지 흡수를 줄이고 대기의 창 영역(8-13
μm)에서 단일 열 방사율을 가져 복사 냉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4].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고
열복사 냉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가시광선 영역에서 98% 반사율을 보이고 30% 신축성과 통기
성을 가진 나노입자 도핑된 다공성 탄성중합체(Nanoparticle doped porous elastomer, NDPE)를
도입한다. Figure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외 태양광에 의한 온도변화 실험에서 다른 탄성중합체
와 비교 시 NDPE는 주변 공기보다 최대 6°C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1c는 SSD에 적용된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사용
한 온도와 GSR 센서의 회로도이다. 먼저 NFC 리시버를 안테나와 가깝게 하면 두 안테나 사이에
공진이 일어나 전원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GSR 전극과 서미스터로부터 얻은 정보는 NFC 칩에
내장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NFC 리시버를 통해
전송된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변환 및 처리되어 피부전도도 값이 얻어진다. Figure 1d에선 실제로
SSD를 손목에 부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GSR과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건조한 상태일 때와 땀에 젖은 상태일 때 GSR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젖은 상태일
때 전압값이 더 높게 측정됐다. GSR은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땀의 성분 중 하나
인 나트륨에 의해 피부전도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땀이 많을수록 전도도가 더 높아져 피부에 통하
는 전압값이 증가한다. 사람이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땀
분비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GSR을 통해 땀 분비에 대한 피부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측정

해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축성 있는 복사냉각기와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야외활동에서 움
직임과 태양열에 의한 GSR 센서의 낮은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수동복사냉각 소재와 신축성 있는 스트레스 측정 소자의 구조 및 회로도 원리를 설
명하고 실외 사용을 고려한 웨어러블 장치의 열 제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앞으
로 상용 장비와 비교하며 야외에서 SSD의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소자의 소형화와 신축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Figure 1. a) Photograph of the device and its stretchability. b) 4h continuous temperature
measurement of bare elastomer (BE), skin-colored elastomer (SE), skin-colored NDPE
(SNDPE), and NDPE under the sunlight. c) NFC based circuit diagram. d) GSR and
temperature measured by android application from forear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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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Lithium Niobate 플랫폼 상의 광자 쌍 생성
Photon pair generation on lithium niobate photonics platform for large-scale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고영서*,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We propose a scheme for on-chip single photon sources that is near-deterministic and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Our photon sources are fabricated on a thin-film lithium niobate platform and exploit a
dual-mode pump-delayed excitation to engineer the spectral purity of single photons. To achieve this
goal, we designed spiral multi-mode waveguides that enable inter-modal spontaneous four-wave mixing.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단일 광자는 대량 생산과 높은 구분 불가능성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1].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자발 광자쌍 생성 (spontanous
photon pair generation) 에 기반한 예고 단일광자 광원 (heralded single-photon sources) 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수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초고속 스위칭과 저손실 도파관 손실을
가능케 하는 박막 리튬 나이오베이트 광 집적회로는 대규모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유망한 플랫
폼으로 여겨진다.
예고 단일광자 광원은 광자쌍 중 하나의 광자를 측정하여 나머지 하나의 광자의 존재를 ‘예고’
(herald) 함으로써, 광큐비트용 단일광자 광원을 생산한다. 이 때, 두 광자는 모든 종류의 자유도에
있어 서로 얽힘이 없는 상태일 때만 측정 후 남은 광자의 순수도 (purity)를 이상적인 값인 1로
유지할 수 있다 [2]. 따라서, 광자의 여러 자유도 중 제어가 가장 어려운 주파수 대역에서 광자쌍
을 기술하는 결합 스펙트럼 진폭(joint spectral amplitude (JSA))를 각 광자별로 분리 가능한 함
수 (separable function)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박막 리튬 나이오베이트 기반 예고 단일 광자 생성 소자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소자는 높은 순수도와 예고 효율(heralding efficiency) 및 구분 불가
능성의 모든 필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발 사광자 혼합(spontaneous four-wave mixing, SFWM)을 기반으로 하는 리튬 나이오베이
트 광소자 내에서 위상 정합 및 에너지 보존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펌프 레이저의 광자쌍을 단
일 광자 쌍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입력 펌프 레이저는 MM 도파관의 두 가지
TM(transverse magnetic) 모드인 TM0 및 TM1를 사용하고, 동일 모드에서 각각 아이들러(idler)
및 시그널(signal) 광자쌍을 생성한다. 도파관 단면 디자인을 통해 모드 분산(modal dispersion)을
제어함으로써, 위상 정합 대역폭과 펌프 레이저의 대역폭을 유사한 크기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 발생하는 주파수 반상관관계(anti-correlation) 억제 및 최종 단일 광자의 높은
순수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튬 나이오베이트 도파관에서 다양한 모드의 군속도 (group
velocity) 차이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약 4.58 nm의 대역폭을 갖는 펌프 펄스에 대하여, 각각
파장이 1545 nm인 TM0 시그널과 1555 nm인 TM1 아이들러 광자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이상
적인 순수도를 얻기 위해 그림 2처럼 delay line으로 TM0를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킨 후 도파로
에 주입함으로써, 그림 3(a)의 높은 순수도에 방해가 되는 JSI의 대각선 방향 리플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지연 시간을 동반한 2 모드 펌프 분리는 그림 2와 같이 3단계로 구현된다. 처음에 TM0
의 펌프는 마흐-젠더 간섭계를 통해 50:50으로 분할된다.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군속도를 가진
TM0가 전파되는 도파관에 지연을 준 다음, TM0-TM1 먹싱 모드 컨버터를 사용하여 두 도파관

을 재결합하여 광자쌍 생성용 MM 도파관에 주입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MM 도파관 내에
서 TM0 및 TM1 펌프 모드 사이의 공간적 오버랩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선형 광학 프로세스를 아디아바틱하게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JSI의 주파
수 리플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TM1-TM0 디먹싱 모드 컨버
터를 통해 시그널과 아이들러 광자들이 각각의 공간 모드로 분리된다.
그림3(a)과 그림 3(b)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소자를 이용할 경우 단일광자
의 스펙트럼 순수도를 82.0%에서 99.9%로 향상시킬 수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M 에 기반한
SFWM을 사용하게 되면 넓은 대역폭에 대하여 위상정합이 가능하므로 소자 설계가 용이해진다.
[3]. 그림 4에서 1550nm 펌프 펄스에 대하여, 모드 내(intra-modal)와 모드 간(inter-modal)
SFWM 광자쌍 생성 효율의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SFWM에 관여하는
광자가 동일한 모드를 이용하는 intra-modal SFWM의 경우, 시그널-펌프의 파장이 멀어짐에 따
라 변환 효율이 빠르게 감소한다. 하지만 inter-modal SFWM에서는 비교적 넓은 대역폭에 대하
여 위상정합 조건이 만족되므로, 펌프로부터 먼 파장 대역에 위치한 광자쌍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우수한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단일 광자를 생성하는 방법 및 설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생성된 단일 광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구분 불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자 컴퓨팅 연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Intermodal SFWM에 참여하는 도파관 모드
그림 2. 단일 광자 생성 소자 모식도

그림 3. 지연이 존재하지 않을 때(a)와 존재할 때(b)의 그림 4. 스펙트럼에 따른 아이들러 생성 효율
JSI 시뮬레이션; 각각 purity는 82.0%(a), 99.9%(b)
참고 문헌
[1] Sergei Slussarenko and Geoff J. Pryde , "Photonic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A
concise review", Applied Physics Reviews 6, 041303 (2019) https://doi.org/10.1063/1.5115814
[2] Paesani, S., Borghi, M., Signorini, S. et al. Near-ideal spontaneous photon sources in silicon
quantum photonics. Nat Commun 11, 2505 (2020). https://doi.org/10.1038/s41467-020-16187-8
[3] Stefano Signorini, et al., "Intermodal four-wave mixing in silicon waveguides," Photon.
Res. 6, 805-814 (2018)

TP-II.03

TiO2/SiO2 다층 박막으로 구성된 랜덤 신호 복원 분광기
Random spectral reconstruction spectroscopy using TiO2/SiO2 multilayer
thin-film filter arrays
김세림*, 김민석, 고주환, 송영민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Reconstruction spectroscopy has been adopted to miniaturize conventional spectrometers. The
thin-film filter can reduce the volume and improve the restoration accuracy. We present
design of a reconstruction spectrometer using a random multilayer filter and reconstruct the
signal using compressive sensing(CS).
분광기는 물질이 방출, 흡수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리해 강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분광기는
빛을 분광하는 방법에 따라 분산 분광, 협대역 필터 분광, 퓨리에 변환 분광, 복원 분광이 있다.
광학계를 사용하는 분광기는 움직이는 파트가 존재해 정확한 파장을 측정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
가 크고, 큰 부피를 가지며, 즉각적인 측정 결과를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소형 분광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박막 필터, 나노어
레이, 퀀텀닷 등의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를 이용한 복원 분광기가 발표되었다 [2-4]. 해당 기술은
협대역 필터를 다수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파장 대역을 복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랜덤한 두께를 가진 박막을 이용해 광대역 복원 분광기를 설계하고, 압축 센싱
(Compressive sensing) 기법을 이용해 신호를 복원하고자 한다.

(a)

(b)

(c)

그림 1. 랜덤 필터 디자인 (a) SiO2/TiO2로 구성된 랜덤 필터 어레이 (b) 필터 별 파장에 따른
투과 함수 (c) 필터간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상관 함수
그림 1.(a) 는 랜덤 두께를 가진 필터 어레이 구조를 나타낸다. 유리 기판 위에 5x5 필터 어레이
로 구성되었으며, 필터 1개는 SiO2/TiO2가 랜덤한 두께를 가진 10개 층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필
터 어레이 크기는 2.5mm x 2.5mm, 필터 1개 크기는 400μm x 400μm이다. 또한, 필터를 구성하는
레이어는 1층당 100-300nm 사이에서 랜덤한 두께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림 1.(b)처럼 랜
덤한 투과도를 가진다.
기존 협대역 박막 필터는 1/4 파장 설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300-1,500nm 파장의 강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10nm 스펙트럼 분해능을 가진 협대역 필터 120개가 필요하다. 랜덤 두께를 가진
박막 필터는 두께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압축 센싱을 이용해 샤넌-나이퀴스트 정리에서 요구하

는 개수보다 적은 수의 필터로 신호를 재구성 할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300-1,500nm 파장 신
호를 25개의 랜덤 필터를 이용하여 복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쓰인 신호 복원 기법인 압축 센싱은 희박 신호(sparse signal)를 상관도가 낮은 응
답 함수(Response function)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법이다. 압축 센싱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입력
신호는 희박해야 하며, 센싱 행렬의 행 벡터 간의 상관도가 낮아야 한다 [5]. 본 연구에서는 디텍
터에서 측정한 결과(y)와 투과 행렬(T)을 통해 희박한 신호(x)를 복원하고 있다. 투과 행렬의 행
벡터는 파장에 따른 투과도를 나타내며, 필터 간의 상관도가 낮을수록 신호 복원 정확도가 향상된
다. 필터 간의 상관 계수는 0.4 이하를 목표로 생성했고, 필터 간의 상관 함수는 그림 1.(c)에 나타
난다.

(b)

(a)

그림 2. 압축 센싱기법을 이용한 원신호 복원 결과 (a) 800nm에서 최대 값을 가지며, 100nm의
FWHM을 가지는 입력 신호 (b) 두가지 신호가 혼합된 신호로, 480nm에서 최대 값을 가지며,
100nm의 FWHM을 가지는 신호와 600nm에서 70nm FWHM을 가지는 신호의 합
이러한 조건으로 생성된 25개 랜덤 필터 어레이와 입력 신호 곱으로 결과 신호 생성했다. 그림 4
에서 생성된 결과 신호와, 투과 행렬을 압축 센싱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입력 신호를 복원했다. 두
가지 신호를 생성해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압축 센싱으로 복원한 신호는 빨간색 점선으
로 나타내었다.
박막 필터 어레이와 신호 복원 기법을 이용해 기존 분광기보다 작은 필터 개수로 정확한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 나아가 소형 분광기를 임베디드 시스템 및 스마트폰에 접목함으로
써 일반 소비자가 식품, 의료, 위조 탐지 등의 분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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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리스터 기반 가스 센서의 고민감도 및 초고속 회복 특성 연구
Investigation of High Sensitive and Fast Recovery Characteristics on
Memristor Based Gas Sensors
Doowon Lee*, Dongjoo Bae, Hee-Dong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nvergence Engineering for Intelligent Drone, Sejong University,
Neungdong-ro 209, Gwangjin-gu, Seoul, 05006, Republic of Korea
Memristor-based gas sensors, called gasistor (gas sensor + memory resistor), represented the capability
of detecting NO, O2, and C2H6 gases at room temperature (RT). SnO2, HfO2, and Ta2O5 were used as the
active layers. Fast recovery/reaction time and high sensitivity were obtained on the gasistors.

Gas sensors such as electrochemical, catalytic, semiconductor, and photoionization-based gas
sensor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due to their broad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wearable device, studies for gas sensors that have high
sensitivity, fast recovery/reaction time, and operating at room temperature (RT) are essential.
Semiconductor-based gas sensor, which is of conventional gas sensors, has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due to their advantages such as low cost, high sensitivity, long-term stability,
and fast reaction time[1]. However, conventional semiconductor-based gas sensors typically
require heat energy to detect a target gas.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
nanostructured semiconductor-based gas sensors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due to
their capability to detect a target gas in RT[2]. Even though nanostructures are applied to
semiconductor-based gas sensors, it accompanies an increase in the manufacturing price.
Therefore, innovative gas sensor technologies are required.
One of new gas sensor technologies is memristor-based gas sensors, called gasistor (gas
sensor + memory resistor). In the literature[3], the feasibility of gasistor has been proposed
using TiO2. On the other hand, the reported gasistors confronted low sensitivity and low
recovery time [3.
Therefore, in this study [4], SnO2, HfO2, and Ta2O5 gasistors were propos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 of the reported gasistor. Here, NO, O2, and C2H6 gases sensing characteristics
were reported.
Figure 1 shows a schematic illustration of SnO2 gasistor having Ti/SnO2/Pt/Si structure. Si
wafer was cleaned using acetone, methanol, and deionized water for 10 mins, respectively. 50
nm Pt was deposited by radio frequency (RF) sputtering. Then, SnO2, HfO2, and Ta2O5 films
were sputtered on Pt, respectively. The RF sputtering power and working pressure was
maintained to 100 W and <5 mTorr under 20 sccm Ar ambient. As a top electrode (TE), 50
nm Ti was deposited using RF sputtering. In order to evaluat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each gasistors, the deposited SnO2, HfO2, and Ta2O5 gasistors were analyzed using a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d X-ray diffraction (XRD). In addition, in order to evaluate gas sensing characteristics of
the gasistors, Keithley 4200-Semiconductor Characterization Systems (SCS) and gas flowing
system were used, as shown in Fig. 2.

Figure 3 represents the memristor characteristic of SnO2 gasistor. Conductive filaments (CFs)
were formed at 0.5 V, while CFs were disrupted at 0.25 V. CFs of Ta2O5 and HfO2 gasistors
were also formed by DC sweep. In order to detect a target gas, each gasistor maintained the
set state. Sensitivity for each gasistor was evaluated depending on concentrations of NO,
C2H6, and O2 gases. As a result, high sensitivity (> 118) for C2H6 gas was obtained on SnO2
gasistor. In addition, HfO2 gasistor showed high sensitivity (5.22 and 4.7) for 50 ppm NO, O2
gases, while Ta2O5 gasistor showed high sensitivity (18.7 and 11.7) for 50 ppm C2H6 and NO
gases, respectively. In addition, each gasistor recovered in 90 ns using pulse bias.

Figure 1. Schematic structure of SnO2 gasistor Figure 2. Illustration of gas sensing system
C2H6
NO
O2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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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mristor characteristic of gasistor[4] Figure 4. Sensitivity of SnO2 gasist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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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line beam steering using silicon nitride aperiodic optical phased array
JI-Yeong Gwon¹*, Chenxi Wang¹, Bishal Bhandari¹, Jin-Moo Heo¹, Menglong Luo¹, Eun-Su Lee², Jinung
Jin², Seong-Hyeon Ju³, Sung-Yong Ko³, Min-Cheol Oh², Sang-Shin Lee¹
¹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Seoul, 01897, S. Korea
²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ieong-gu, Pusan(Busan) 46241, S. Korea
³i3system, 60-3 Jang-dong, Yuseong-gu, Daejeon, 305-343, S. Korea
A 64-channel silicon nitride aperiodic optical phased array (OPA) is proposed and demonstrated. The
proposed OPA has a steering range of ±10°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can achieve a small vertical
divergence angle of ~20° by virtue of its tapered antenna.

Light detection and ranging that detects an object using a laser beam is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as a core technology for autonomous vehicles,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3D
imaging, and scanning devices. Hence, research on an optical phased array (OPA) that can
achieve beam scanning using a photonic integrated circuit is highly pursued. In addition,
photonics integrated circuits are compatible to the standard CMOS process, hence can allow a
mass production of those OPA for several applications.
The steering range of the OPA is determined by the sidelobe in the far-field pattern. The
formation of sidelobes can be suppressed by reducing the channel spacing of the antenna, but
this leads to the reduction in the overall aperture size, which lead to the increase in the
horizontal divergence angle of the emitted beam. In addition, when the antenna channel
spacing is reduced to half-wavelength, crosstalk between each channel can occur. Hence, to
address this limitation, OPA with aperiodic antenna spacing can increase the steering range
without other trade-offs by dispersing the power of the sidelobe to reduce the peak intensity
of sidelobe [1].
The end-fire OPA based line beam scanning enables 1D beam scanning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at a fixed wavelength. However, since the divergence angle of 1D beam is
high, the light diverges quickly resulting in drastic reduction in the beam power along the
longer distance, making signal detection difficult, thus limiting long-distance applications. The
tapered optical waveguide can reduce the vertical beam divergence angle to an appropriate
level by enlarging the mode size in the radiating aperture and the beam intensity can be
maintained even over long distance.
In this paper, a silicon nitride-based aperiodic OPA device is proposed. Since silicon nitride
has a wide transparency range and can perform stable operation even at high power due to
its low nonlinearity[2], it has been chosen as the platform for the proposed device. Figure 1
illustrates the schematic of the proposed device. Light injects to a 64-channel aperiodic OPA
through an optical splitter and is emitted through a tapered waveguide. Each channel of the
antenna is arranged at random intervals of 4.2 um on average. The spacing between channels
were optimized using a genetic algorithm. The beam can be steer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by adjusting the phase for each channel, and the far-field pattern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 2.
The proposed device is combined with a polymer phase modulator in a chip-to-chip
packaging method to perform beam steering as shown in Fig. 3. Polymer modulator have the
advantage of low driving power due to the high thermo-optical effect and low thermal
conductivity [3]. The measured main beam after steering for each specific angle in the
fabricated device as shown in Fig. 4. Horizontal steering range achieved through the optimized
device was ±10°. The vertical beam divergence angle of the emission beam measured by
applying the tapered optical waveguide is 20°.

Fig. 1. Schematic of the proposed silicon

Fig. 2. Far-field calculation result at 0°

nitride OPA

and 10°

Fig. 3. Chip-to-chip coupling between

Fig. 4. 1D beam steering results in horizontal

silicon nitride OPA and polymer phase

direction

mod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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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홈 구조를 통한 적층형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바의 열응력 개선

Thermal Stress Relief through the microtrench structure of a Stacked Highpower-laser-diode bar
정지훈*, 심규범, 이정연, 이동진, 오범환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We introduce a microtrench structure to relieve the thermal stress of stacked high-power laser diode
bar. As the depth of the microtrench increases, the stress decreases. However, when the micro-trench
is formed beyond the depth through which the package structure penetrates, the stress rather increases.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는 매우 작은 크기의 광원부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의 방열 설계는 광원의 안정성 및 수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에 발생하는 응력은 국부응력과 누적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부응력
은 레이저 다이오드 칩과 홀더 재료 간의 CTE(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차이로 발생하
며, 누적응력은 구조적인 구속에 의해 발생한다.[1]
그림 1은 전산 모사에 사용될 적층형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모델을 나타낸다. 3층으로 적층된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바 후면에 히트 싱크가 접촉된 구조이다. 각 칩에서 9선의 고출력 레이
저가 발진되며, 각 45W의 발열이 발생한다. 칩 상단 패키지의 두께는 0.4mm, 칩 하단 패키지의
두께는 0.5mm로 가정한다.
칩 주변에 형성된 마이크로-홈은 구조적 구속과 칩 사이의 응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준다.[2] 따
라서 마이크로-홈을 통해 국부 응력과 누적 응력의 상보적인 조절이 가능해, 열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2는 마이크로-홈 적용 전 후 적층형 레이저 다이오드 바에서 발생한 열응력 분포
를 나타낸다. 기존 구조(No Trench)에 마이크로-홈 구조를 추가한 후, 칩 주변의 응력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층형 레이저 다이오드 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홈이
적층형 레이저 다이오드 바 응력의 상보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적의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마이크로-홈의 깊이를 증가시키며 응력 분포를 확인한다(그림 3).
마이크로-홈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응력은 서서히 완화되지만, 일정 깊이 이상에서는 급증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는 깊이가 0.4mm 일 때, 칩 상단에 접촉된 홀더가 완전히 관통되며, 0.5mm 일
때는 칩 상하단 접촉 패키지가 모두 관통되는 구조적 특징에 의한 것이다. 그림 4에서 마이크로홈 깊이가 0.4mm 보다 깊어지면 최고 온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홈이 열 이동 경로를 과도하게 침범하여 최고 온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부응력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홈의 깊이가 0.4mm 일때, 최대 50%이상 열응력을 완화하여 최적의 깊이로 판
단한다.

그림 1. 척층형 레이저 다이오드 바 모델

그림 2. 마이크로-홈 깊이에 따른 응력 분포

그림 3. 마이크로-홈 깊이에 따른 칩 상하부 응력 변화

그림 4. 마이크로-홈 깊이에 따른 칩 최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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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coupling efficiency in silicon nitride-polymer waveguide using
an adiabatic spot size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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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optimized adiabatic spot size converter for attaining high coupling efficiency between adjacent
silicon nitride coupler and polymer waveguide.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reduce modal loss and generate adiabatic transition
during the process of optical mode conversion.

The silicon nitride (SiN)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are considered to have a lower propagation loss and lower
nonlinear properties and can accept a higher input optical power. However, the material has a low thermo-optic
(TO) effect, making it difficult to be used for modulators. The polymer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have a higher
thermo-optic coefficient, but have higher propagation loss and requires a large bending radius in comparison to
SiN devices. In order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these materials, various integrated photonic devices based on
silicon nitride as well as polymer waveguides have been extensively developed to harness the benefits of both the
platforms, hybrid integration between silicon nitride and polymer has also been reported previously [1,2]. In such
case, the butt-coupling between the devices through the spot size converter (SSC) is required to reduce coupling
loss when coupling light between these two platforms. The SSC is used to evolve the optical mode in the input
waveguide into a determined mode of the output mode. In order to have a proper mode evolution, adiabatic tapers
are often used in the SSCs [3].
It is well known fact, that for a taper with an appropriate length, the evolution of the optical mode occurs well
in the adiabatic spot size converter. Depending on the thickness and length of the tapered coupler, the coupling
efficiency can be vari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optimize an adiabatic spot size converter for high efficiency
coupling between a silicon nitride and polymer waveguide. The proposed structure along with its cross section is
shown in Fig. 1. The SiN taper (refractive index: 1.98) has an input width of 1 µm, thickness of 0.5 µm, and varied
tip widths and taper lengths. This taper is analyzed and optimized in terms of tip width(Wtip) and the taper length
(Ltaper) to achieve higher coupling efficiency with a polymer waveguide (refractive index: 1.397) having a width
of 3 µm, and thickness of 3 µm. The mode evolution of the input light in the SiN taper is shown in Fig. 2. As
shown in the mode profiles for section I, section II, and section III, the size of the fundamental TE mode increases
gradually from 0.78 µm x 1.18 µm to 2.14 µm x 2.2 µm over a taper length of 1500 µm to reduce the loss of mode
conversion into the polymer waveguide. The taper was optimized by varying taper length for a tip width of 200
nm and 250 nm as shown in Fig. 3(a). Since a taper length of 1500 µm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coupling
efficiency, we selected it as the taper length for our further analysis. Moreover, we analyzed the coupling efficiency
between silicon nitride and polymer waveguide by changing the thickness and tip width of adiabatic taper SSC.
With the optimized design, the coupling efficiency was raised up to 98% at a wavelength of 1550 nm as shown in
Fig. 3.(b).

Fig. 1. Cross-section of the silicon nitride waveguide coupler and schematic of the proposed SSC structure.

Fig. 2. Schematic of the butt-coupling of the SiN taper and the polymer waveguide. The section I, II and III are
the Ex profiles at the beginning, middle and the end of the taper obtained by BeamPROP based simulations.

Fig. 3. (a) The coupling efficiency depending on tip width of 250 nm and 300 nm for different taper length.
(b) The coupling efficiency from the SiN taper into the polymer waveguides depending on different tip width and
thickness.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efense Challengeable Future Technology Program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1.
2.

3.

S. M. Kim, E. S. Lee, K. W. Chun, J. Jin and M. C. Oh, “Compact solid-state optical phased array beam scanners
based on polymeric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Sci Rep 11, 10576 (2021)
C. S. Im, S. M. Kim, K. P. Lee, S. H. Ju, J. H. Hong, S. W. Yoon, T. Kim, E. S. Lee, B. Bhandari, C. Zhou, S. Y.
Ko, Y. H. Kim, M. C. Oh and S. S Lee, "Hybrid integrated silicon nitride-polymer optical phased array enabling
efficient light detection and ranging,"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31, 4402-4409, (2021)
Tiecheng Zhu, Yiwen Hu, Pradip Gatkine, Sylvain Veilleux, Joss Bland-Hawthorn, and Mario Dagenais,
“Ultrabroadband High Coupling Efficiency Fiber-to-Waveguide Coupler Using Si3N4/SiO2 Waveguides on
Silicon,” IEEE Photonics Journal 08, 1943-0655, (2016)

TP-II.08

메타표면을 이용한 모드 잠금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Mode-locked Yb-doped fiber laser with metasurface device
김지수*, 박민수, 최병권, 안소연, 장재원, 박연상, 전민용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Recently, sub-nm patterning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and metasurface resear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nanophotonics. In this presentation, we
report the research results of a mode-locked Yb-doped fiber laser based on a metasurface device.

펨토초에 해당하는 짧은 펄스를 만들어 내는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극초단
고체 레이저에 보다 저가에 작고, 제작이 용이하며, 높은 안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응용분야가 더
넓어지고 있다. 펨토초에 해당하는 짧은 펄스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흡수체를
이용하는 수동형 모드잠금 방식과 수동형 큐-스위칭(Q-switching)이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 되었고, 이에 따라서 빛의 파장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하여 나노포토닉스 분야에서는 메타표면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메타표
면이란 빛의 파장보다 짧은 수십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구조물들을 적절한 주기로 배치하여 자연
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성질을 지니도록 설계 및 제작한 표면을 일컫는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광학 부품들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더 얇고 작게 제작이 가능하여, 기존 광학 부
품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1]은 메타표면을 포화흡수체로 제작하여 광통신 대역인 1.5 μm 대역의 광섬유 레
이저를 제작한 논문이다. 최근 극초단 뿐만 아니라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이득매질로 하는 1 μm 대역의
광섬유 레이저의 연구도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1 μm 대역에서의 메타표면을 포화흡수체로 설계 및 제작하여
모드 잠금 광섬유 레이저 제작에 대해서 보고한다.

그림 1 메타표면 기반 모드 잠금 광섬유 레이저 실험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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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자 레이저에서의 펌프 세기에 따른 출력 스펙트럼 해석
Numerical Simulation on Output Emission Spectra of
a Few-Atom Laser with Pump Variance
김주환*, 강한림, 정윤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he output spectra of cavity with a few atoms interacting with photons are studied. When the pump
rate is big enough, the emission was similar to conventional lasing. However, as the pump rate
decreases, multiple frequency peaks was generated even though the atomic level inside the cavity is
identical.

현재 양자컴퓨터 및 큐빗 기술, 초전도체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이용되는 양자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득 물질 전체를 하나의 매질로 보
아 레이저 빛의 증폭과 그 스펙트럼을 다루는 레이저 이론과 더불어 양자적 관점에서 단일 원자
와 빛 혹은 광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환경에서 해석하는 연구가 많이 등
장하였다. 이득 물질 전체를 아울러 증폭을 해석한다는 것은 곧 각 단일원자와 광자의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평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단일원자와 광자 상호작용이 가지는 특이한
양자광학적 성질들을 잃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시 단일원자와 광자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이 경우 출력이 가질 수 있는 스펙트럼 특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공진기 구조를 구성하여 몇 개의 원자와 광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공진기 내에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2-에너지 원자 4개를 일렬로 배치하고,
펌프를  의 세기로 입력시키며, 공진기의 출력 거울로 방출되는 cavity loss를  로 정의한다. 그
때, 공진기 시스템 내의 전체 에너지를 정의하는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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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항은 광자의 에너지, 두 번째 항은 원자-광자 커플링 계수 g로 표현되는 원자광자 간 상호작용 에너지, 세 번째 항은 원자-원자 커플링 계수  로 표현되는 원자-원자 간 직
접적 상호작용 에너지에 대한 항이다. † 와  는 광자의 생성, 소멸 연산자,  와  는 원자의 여
기, 바닥 연산자이다. 현재 공진기 내에 원자를 4개 배열하였으므로 급수합  를 N=4까지 실행한
다.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 공진기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구성하고, 이를
Lindbladian equation of motion에 대입하여 본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지배 방정식에서  는 원자의 여기 상태와 쌍극자 모멘트의 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ensity matrix이며,  는 위의 해밀토니안,   는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는 손실
에 대한 Lindbladian 항이다. 본 Lindbladian은 펌프  로 공진기 시스템에 주입되는 에너지,  로
공진기 시스템 밖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원자들이 서로 동기화되어 집합적으로 빛을 방출하는
collective decay에 의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포함하는 연산자이다. 이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시간
에 따른 density matrix  의 거동을 알아내면, 이를 Wiener-Kintchine 이론을 이용하여 공진기 밖
으로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코드 구성 및 결과는 Julia 언어를 사용하였고, Quantumoptics.jl 모듈을 사용하였다.
출력 스펙트럼의 로그 스케일 개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원자의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주
파수를 기준점인 0으로, 출력 스펙트럼을 표시하였다. 실제 단일원자와 광자 상호작용에 이용되는
Rb 원자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대입했을 때, x축의 주파수는 1 단위 당 약 10MHz에 해당한다.
펌프광이 충분히 클 때는 [그림 1]의 (a)와 같이 4개의 원자 모두 자신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
는 0의 주파수를 주로 방출하며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 모양을 가진다. 하지만, (c)에서와 같이 펌
프광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출력 레벨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주파수 0인 피크 외의 부차적인
피크가 같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펌프광의 세기가 줄어듦과 같이 연속해서 일어나며,
(b)와 같은 중간 과정 또한 존재한다. 펌프광이 줄어들면서 부차적인 피크가 나오는 것은 펌프광
이 공진기 손실  보다 확연히 작은 값을 가지면서 공진기 시스템이 bad cavity regime으로 진입
하기 때문이다. Bad cavity regime에서는 입력되는 펌프광이 적기 때문에 입력펌프의 특성보다는
원자-원자 간 상호작용과 한 원자가 방출한 광자와 다른 원자의 상호작용 등이 훨씬 더 크게 작
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광자 간 상호작용인 Rabi Oscillation 등이 더 뚜렷이 나타나며, 중심
주파수 0으로부터 분화된 다른 피크들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공
진기 내 평균 광자 수와 각 원자의 여기 정도를 분석해보았으며, 펌프가 적은 (c)의 상황에서 bad
cavity regime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설정으로부터 원자-광자 간 커플링 계수인 g가 다른 변수들보다 큰 오더의 값
을 가질 경우, 원자-광자 간 상호작용이 훨씬 활발해지며, 더 많은 피크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단일원자가 아닌 소수 원자에서의 dressed state analysis,
Mollow triplet 및 bad cavity collective superradiant lasing으로의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림 1] 원자-광자 커플링 계수 g=12, 공진기 손실율  =2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펌프 세기를
각각 (a) R=8, (b) R=2, (c) R=0.5로 설정했으며, 모든 그래프에서 x축은 중심주파수로부터의 차
이, y축은 스펙트럼의 로그 스케일 세기(a.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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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Reflow 방법을 이용한 광감광제 막의 수직 테이퍼 구조 형성
Formation of Vertically Tapered Photoresist Structures Using Chemical Reflow
Method
김덕준*, 최중선, 김현수, 안신모, 최병석, 윤천주, 한원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A vertically tapered photoresist structure whose taper-end thickness decreases smoothly and gradually
to zero was formed on a InP wafer using a chemical reflow process and subsequent dry etching process.
It is considered that this vertically tapered photoresist structure is helpful for the realization of spot-size
converters in optical waveguide devices.

광입력단 또는 광출력단이 광도파로인 화합물 반도체 물질 기반의 광원, 수광, 광변조 소자 그
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 소자들의 설계시 외부 광섬유와의 효율적인 광연결을 위하여 광모드
크기 변환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모드 크기 변환기의 대부분은 광도파
로 코아층의 폭 또는 두께가 광도파로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매끄럽게 서서히 줄어들거나 늘어나
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광도파로의 형성 또는 제작은 일반적으로 식각 마스크 패턴 막이
존재하는 특정한 기판에 대한 식각 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아층의 폭이 서서히 변
화하는 수평 테이퍼 구조의 구현을 위해서는 포토마스크 패턴 설계시 수평 테이퍼 구조에 대응하
는 패턴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광도파로 형성을 위해 별도로 추가할 사항이 없다.
건식 식각 공정에서 광감광제 식각 마스크 패턴 막의 3차원 구조가 기판 표면에 전사되는 현상
을 이용하여 광도파로 코아층의 두께가 서서히 변화하는 수직 테이퍼 구조를 구현한 사례들이 있
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광감광제 패턴 막 자체에 수직 테이퍼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Grayscale 포토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특정한 형태의 패턴들이 존재하는 포토마스크를 노광 진행
중에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렇지만 Grayscale 포토마스크는 일반적인
포토마스크에 비해 패턴 설계 난이도와 제작 비용이 높으며 노광 진행 중에 포토마스크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광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한편, 광광감제 패턴 막에
PGMEA나 Acetone과 같은 유기 용제의 증기를 흡수시킬 경우 광감광제 패턴 막에서는 Reflow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Chemical Reflow 현상을 이용하여 Si 또는 SiO2와 같은 기판 표면에 광
감광제 막의 수직 테이퍼 구조를 구현한 사례가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hemical Reflow
방법을 이용하여 광감광제 패턴 막 자체에 수직 테이퍼 구조를 형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5:1로 축소된 중심 간격 즉, Pitch는 5 μm로 일정
하지만 선폭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복수개의 Cr 패턴들이 존재하는 I-Line Stepper Lithogrpahy
용 포토마스크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2인치 InP 웨이퍼에 AZ-5214 광감광제를 스핀코팅한 후에
상기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노광 및 현상 공정을 진행하였고, PGMEA가 소량 담겨있는 직경 10
cm 정도의 Glass Petri Dish 바닥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웨이퍼 캐리어 상부에 감광광제 막
이 존재하는 면이 위를 향하도록 InP 웨이퍼를 올려 놓고 Glass Petri Dish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5분 정도 유지하여 광감광제 패턴 막의 Chemical Reflow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Chemical Flow 공정이 완료된 InP 웨이퍼에 대하여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 식각
을 진행하여 광감광제 패턴 막 자체에 수직 테이퍼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그림 2의 광학현미경 사진들과 그림 3의 단차 측정 결과를 참고하면, 본 실험에서 진행한

Chemical Reflow 공정을 통하여 광감광제 막의 두께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수직 테이퍼 구조의
형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실험에서의 Chemical Reflow 공정 만으로는 테
이퍼 종단 영역에서 광감광제 막이 서서히 얇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Chemical Reflow 공정 후에 추가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을 진
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광도파로 코아층의 두께가 광도파로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매끄럽게 서
서히 줄어들게 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그림 1. 광감광제 막의 수직 테이퍼 구조 형성을 위해 설계된 포토마스크 패턴

그림 2. (a) 현상 공정 후, (b) Chemical Reflow 후, (c) 1분 건식 식각 후, (d) 추가 1분 건식
식각 후 촬영한 광감광제 패턴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

그림 3. (a) 현상 공정 후, (b) Chemical Reflow 후, (c) 1분 건식 식각 후, (d) 추가 1분 건식
식각 후 측정한 광감광제 패턴에 대한 단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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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집적소자를 위한 InAlGaAs 선택적 에피텍셜 성장 기술
InAlGaAs Selective-Area-Growth for photonic integrated devices
권오균*, 이승철, 김남제, 박미란, 김태수, 김호성, 한원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실
Selective-area-growth (SAG) is a promising solution for photonic integrated devices based on
InAlGaAs system, utilizing high materials parameters such as high dg/dn and high To, without epitaxial
regrowth of Al-contaning epi-layer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epi-taxial characteristics of
InAlGaAs SAG using Metal Orgas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초고속, 초연결 및 초저지연 서비스의 확대는 이동통신 및 유선 인터넷망의 기반인 광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속, 고출력, 장거리 전송 특성을 갖는 광소
자 부품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광신호가 고속화 될수록, 광신호 첩(chirp) 특성과 광섬유
의 색분산(chromatic dispersion) 특성 관점에서 직접변조(direct modulation)보다는 외부 변조
(external modulation) 방식이, 물질계 측면에서는 높은 미분이득 및 우수한 고온특성의 InAlGaAs
물질계가 InGaAsP 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원과 광변조기가 집적된 electro-absorption modulated-laser (EML)는 각각의 기능이
최적화 된 상태에서 butt-joint 라는 재성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재성장에 의한 광
소자 칩 제조 방식은 칩 수율 및 제조공정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키며, InAlGaAs의 경우 우수한
물성에도 불구하고 Al을 포함한 에피 특성으로 기술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비용지불이 더 커지는
단점이 있다.[2]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InAlGaAs 물질의 우수한 전기/광학적 물성을 활용하며,
Al을 포함한 에피층의 재성장 과정 없이, 광소자 집적공정에 할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InAlGaAs
SAG 성장 기술 및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a. SAG 마스크 패턴의 가로방향에따른 그림 1b. SAG 마스크 패턴의 세로방향에
PL특성(사진은 SAG 에피의 SEM
따른 PL특성
단면사진임)
SAG를 위한 유전체 마스크 패턴 (마스크 폭; 10, 30, 50, 70 um, SAG를 이한 노출폭; 20, 30,
40um)과 재성장된 에피의 SEM 단면 사진을 그림1a에 나타내고 있다. SAG 마스크로는 유전체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재성장 에피는 InAlGaAs multiple quatum wells 10주기를 MOCVD 장비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SEM 분석을 통하여 마스크폭이 클수록, SAG 노출 폭이 좁을수록 마스크

가 없는 영역의 에피 두께보다 두꺼워지는 성장속도 증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a, 1b는
각각 SAG 마스크 패턴의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에 대하여 SAG효과에 따른 에피막 두께 변화 및
조성변화에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PL 결가를 나타내었다. 그림1a처럼 마스크 폭 증대와 노출 폭
감소는 재성장 결정막의 적색천이를 유발하지만, SAG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서
Photoluminescence (PL)의 강도 및 반치폭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림1b는 세로방향에 대해서는 안
정된 재성장 결정 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림 2b. 마스크 물성 제어에 의한 SAG
그림 2a. SAG에 재성장 결정의 PL특성 분포 재성장
결정의 PL특성 분포(2차원 공간적인
(적색일수록 장파장, 청색일수록 단파장임)
SAG 효과를 제어할 수 있었다)
그림2는 SAG 마스크 유전체 물질에 따른 SAG 영향은 2차원 맵핑 결과를 보여준다. SAG는 마
스크위에 도달한 반응원소가 기상확산 및 표면 이동을 통하여 SAG 재성장 노출에 기여함으로써
재성장 에피의 성장속도 및 조성 조절이 가능한 방법[3]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패턴, 마스크
와 반응물질간의 반응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SAG에 의한 에피의 PL 파장 천이 제어를 통하여
InAlGaAs 기반의 단일성장으로 EML과 같은 집적소자를 위한 효과적인 에피성장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2021-0-00826, “Development of NRZ 50G/PAM4 100G Optical
Devices for Mobile/Internet Access”, NO.2020-0-01063, “Development of 28GHz analog
optical module for 5G-R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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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W 급 Active Q-switch 방식의 툴륨 광섬유 레이저 연구
5 W all fiber actively Q-switched Thulium-doped fiber laser at 2 ㎛
최영희*,1, 장형식1, 김윤현1, 임정운1, 송영호1, 임영은1
한국광기술원 광원연구본부 레이저연구센터

We report nanosecond-pulse Tm-doped fiber amplifier at central wavelength 2001.5 ㎚ based
on a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MOPA) configuration and the master oscillator was
actively Q-switched by an acousto-optic modulator. When the repetition rate is 500㎑ and the
pulse width is 44.1ns, the average power reaches 5.7W. The optical-to-optical efficiency is
about 27%, and the RMS stability is 2.08% for 60 minutes.
2 ㎛ 영역의 펄스레이저는 Eye safety 스펙트럼 내에 있으면서 첨두출력과 펄스에너지, 반복률
등의 펄스 제어를 통하여 LIDAR를 포함한 센싱, 광통신, 폴리머 가공 등의 산업분야 부터 중적외선
광파라메트릭 발진기(optical parametric oscillator)의 펌핑, 비선형 주파수 변환, 슈퍼컨티늄 광원
발진, 고속 고정밀이 요구되는 의료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1~4].
본 연구는 툴륨 이중 클래드 광섬유와 Q-Switch 방식으로 2 ㎛ 파장의 나노초 펄스폭을 갖는 광
섬유 레이저에 대한 것이다.
툴륨 레이저는 MOPA 방식으로 시드 레이저 역할을 하는 MO(master oscillator)단과 증폭을 위
한 PA(power amplifier)단으로 구성하였다. MO단의 펌프광원으로는 793 ㎚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
용하였고, 펌프 빔 결합기에 연결하였다. 공진기용 미러로 활용한 HR-FBG(high reflectivity fiber bragg grating) 와 OC-FBG(output coupler - fiber bragg grating)는 중심파장 2000 nm
에서 각각 99 %, 10 % 반사율을 갖는다. MO단의 이득매질로 사용된 DCTDF(double clad
Thullium-doped fiber)는 코어, 클래드 직경이 각각 10 ㎛, 130 ㎛이고, 클래드 흡수율은 789 ㎚
대역에서 9.23 dB/m 이다. Acousto-optic modulator를 이용하여 나노초 펄스를 구현하였다. PA단
의 역시 MO단과 동일한 펌프광원과 DCTDF를 사용하였다. MO단과 FA단 각 끝에는 출력빔의
잔여 펌프빔과 다중모드 빔 제거를 위해 CPS(clad pump strip) 처리를 하였다. PA단의 반사광과
Fresnel 반사에 의한 MO단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단 사이를 Isolator로 연결하였고 FA단
끝은 8° 절단하였다. 각 부품들의 냉각은 공랭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 AOM Q-switch 기반 나노초 펄스 레이저 구성도

그림 2. 반복률 500 ㎑에서 최대평균출력 5.7 W의 레이저 스펙트럼(좌) 펄스폭(우) 측정 결과
나노초 툴륨 광섬유 레이저의 평균 출력, 광 스펙트럼, 펄스폭, 출력안정도를 측정한 결과, 반복
률 500 ㎑에서 평균 출력 5.7 W와 중심파장 2001.5 ㎚, 반치폭 0.10 ㎚, 펄스폭은 44.160 ㎱를 달
성하였다. 입력되는 펌프 광 대비 레이저 광 변환 효율은 약 27% 특성을 보였고, 출력안정도는
60분 동안 RMS 2.08 % 정도로 측정되었다.
앞으로 2㎛ 나노초 툴륨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
고, 안정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가공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Mingareev et, al., Welding of polymers using a 2 ㎛ thulium fiber laser. Opt. Laser
Technol, 44, 2095-2099, 2012
[2] Alexander et, al., Power scalable >25 W supercontinnum laser from 2 to 2.5 ㎛ with
near-diffraction-limited beam and low output variability. Optics Letters 38, 2292-2294, 2013
[3] C. Jollivet et, al., Design optimization of Tm-doped large-mode area fibers for power
scaling of lasers and amplifiers. SPIE, Vol. 10083, 100830I March 2017.
[4] Robert E. Tench et, al., Broadband 2-W Output Power Tandem Thulium-Doped Single
Clad Fiber Amplifier at 2 ㎛. IEEE. Vol. 30, No. 5, March 1, 2018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모듈 기술지원 기
반구축(M0000003)’ 사업으로 구축된 기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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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ZO 기반 RRAM의 다중 저항 변화 특성
Multilevel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in IGZO-based RRAM
채명수*, 배동주, 김희동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In

this

work,

we

evaluated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in

IGZO-based

random

access

memory(RRAM). Proposed IGZO-based RRAM cell showed gradual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including se and reset in DC bias sweep. In addition, Multilevel high resistance stat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reset biases.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공지능용 반도체 소자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소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빠른 연산속도가 요
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용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
산속도의

한계가

memory(MRAM),

존재한다.
Ferroelectric

이를

개선하기

RAM(FeRAM),

위해서

Magnetoresistive

Phase-change

random-access

RAM(PRAM),

Resistive

switching RAM(RRAM)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중 RRAM은 비휘
발성이면서 빠른 동작 속도, 낮은 전력 소비, 조절 가능한 저항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조절 가능한 저항 특성의 경우, 다중 데이터를 한 개의 RRAM cell
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도 데이터 저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된다. 따라서, 다중
저항 변화 특성을 가지는 RRAM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Sen Zhang 등은 HfO2 기반
RRAM을 활용하여 다중 저항 변화 특성을 관찰하였다[2]. Chih-Huang Lai 등은 NiO 기반의
RRAM을 활용하여 5개의 저항 상태를 관찰하였다[3].
IGZO는 이동도와 높은 transmittance 등의 이점이 있어 TFT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RRAM 분야에서도 우수한 resistive switching 특성을 보인다[4,5,6,7,8]. 하지만, IGZO 기반
RRAM의 경우, 다중 저항 변화 특성은 자세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GZO
기반 RRAM의 다중 변화 특성을 Reset 전압을 변화해가며 연구하였다.
기판으로는 p 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IGZO는 스퍼터를 사용하여 20 sccm Ar 분위기
에서 증착되었다. 40 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가지는 Ti가 전면 전극으로 이빔 이베포레이터를 사
용하여 증착하였다. 그림 1. 은 제안된 Ti/IGZO/p-Si 구조의 RRAM을 보여준다. IGZO의 저항 변
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Keithley 4200을 사용하여 –12V에서 8V까지 DC sweep을 하였다(그
림2). 0V에서 8V로 DC sweep을 한 후에 저항의 상태는 Low resistance state(LRS)를 보였다.
0V에서 –12V로 sweep을 했을 때, 저항의 상태가 High resistance state(HRS)로 변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그 후, 여러 조건의 Reset 전압을 인가해가며 IGZO 기반 RRAM 소자의 multilevel 개
수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Reset 전압에 따라 5개 multilevel의 HRS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림 1. IGZO기반 RRAM의 구조도

그림 2. IGZO의 DC swee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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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GaAs 기반 25Gbps 전계흡수 변조 레이저

25Gbps 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s based on InAlGaAs material
system
*

김남제 , 이승철, 김태수, 박미란, 김호성, 한원석, 권오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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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network의 data rate이 증가하면서 25Gbps 이상의 고속 동작 광소자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O-Band 대역에서 중요 소자로 고려된 DML이 chirp 특성 때문에 장거리 전송이 어려
운 문제로,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전송특성이 우수한 EML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25Gbps 이
상의 고속 동작 EML은 제작이 어렵고 고가의 소자일 뿐만 아니라, access 망에 활용하기 위해서
IT-version의 넓은 동작 온도 범위와 고출력의 특성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소자를 개발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nAlGaAs 물질은 기존의 InGaAsP 물질계와 비교하면 conduction band offset이 클 뿐만 아니
라,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고온/고속 동작 소자에 적합하지만, Al 계열 물질이 갖는 공정 및 재
성장 관련 어려움이 있다 [1]. 이러한 이유로 그간의 EML 소자들은 InGaAsP 물질과 Butt-joint
방식 등을 이용하여 주로 제작됐다 [2]. 본 연구에서는 InAlGaAs 기반 물질을 이용하여 재성장
공정을 최소화한 identical-active (IA) EML을 제작하였다.
그림 1은 제작한 25Gbps EML 소자의 SEM 사진이다.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 (DFB
LD) 영역과 EAM 영역에 동일한 InAlGaAs QW 층을 사용하고, grating을 MQW 층 위에 제작하
여 전체 소자 공정에서 재성장 공정을 최소화하였다. 길이 300㎛의 DFB LD와 120㎛의 EAM을
이용하였다. Optical reflection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4도 기울어진 도파로와 직선형 도파로를
함께 제작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2]. DFB LD 제작을 위한 grating은 e-Beam lithography를 이
용하여 asymmetric phase shifted grating을 이용하였으며, 제작한 EML 소자에는 AR/HR 코팅을
적용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40dB 이상의 SMSR을 갖는 단일 모드 발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InAlGaAs 기반 25Gbps EML의 SEM
사진

그림 2. EML의 발진 스펙트럼.

그림 3은 EML의 static ER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LD와 EAM 영역에 동일한 InAlGaAs QW
층을 이용하므로, EAM의 동작 파장과 grating에 의해서 결정되는 DFB LD의 동작 파장 차이가
o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측정 결과는 40 C의 동작을 목표로 35nm detuning된 소자의 결과로
길이 120㎛의 EAM으로도 충분한 정적 소광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짧은 EAM 길이를
이용해도 높은 소광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InAlGaAs QW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고출력, 높은 ER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높은 구동 속도를 갖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

4는

25Gbps의

Back-to-Back

eye

diagram이다.

CPW가

집적된

submount와

50

Ohm

matching resistor를 이용하여 CoC를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dB의 ER을 보였
다.

그림 3. 제작한 EML 소자의 정적 소광비

그림 4. EML의 25Gbps Bact-to-Back ey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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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랄 네마틱 액정 폴리머 기반 형태 가변형 포토닉 젤의 광학 특성
Optical Characteristics of Deformable Photonic Gels based on Chiral Nematic
Liquid Crystal Polymers
남승민*, 왕다희, 최수석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Deformable photonic gels based on chiral nematic liquid crystal polymers self-organize a periodic
helical structure without complex nano process resulting in formation of chiral photonic band structures.
In this work, analytical study about optical characteristics of deformable chiral photonic gels under
mechanical stretching is demonstrated.

카이랄 네마틱 액정 기반 포토닉 젤은 나선 구조를 자기 조립하는 공정적 특장점을 지닌다. 자
기 조립된 나노 사이즈 나선 구조는 dielectric tensor의 주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electromagnetic wave가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금지 대역 (forbidden band), 이른바 photonic
band gap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액정 상의 물질과 유사하게 카이랄 네마틱 액정은 빛, 온도, 전
기장, 습도 및 기계적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한 자극 반응 거동을 보인다 [1-3].
Chiral photonic band의 자기 조립 특성과 외부자극에 의한 photonic band 대역 tunability등 soft
matter적 장점으로 인해 카이랄 네마틱 액정은 광학 센서, 튜닝 레이저 등의 분야에서 연구 되어
오고 있다. 특히, 카이랄 네마틱 액정을 포토닉 젤 형태로 중합하게 되면 고무와 같은 기계적 특
성과 chiral photonic band material 로써의 광학적 특성을 함께 보이게 된다. 따라서 카이랄 포토
닉 젤에 기계적 연신 (mechanical stretching)을 발생시키면 나선 주기의 수축으로 인해 원편광 구
조색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train sensor 혹은 chiral photonics와 같이
최근 높은 연구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포토닉스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카이랄 포토닉 젤에 uniaxial strain을 발생시켰을 때의 광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어떠한 변형
도 인가되지 않은 초기에는 선명한 red color를 보이던 카이랄 포토닉 젤이 인가 strain이 증가함
에 따라 blue까지 color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량적인 tuning range를 확인
하기 위하여 spectrum study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인가 연신율에 따른 photonic band의 중심 파
장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초기 red 대역의 photonic band 중심 파장 값을 갖던 카이랄 포토닉
젤을 연신 시켰을 때 blue 대역까지 파장 shift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 가시광 영역대
를 대부분 포함하는 tuning range이다.

참고 문헌

그림 1 . 카이랄 네마틱 액정의 나선 주기 수축에 의한 파장 shift 표현.
[1] H. Wang, H. K. Bisoyi, M. E. McConney, A. M. Urbas, T. J. Bunning, Q. Li, Adv. Mater.,
2019, 1902958.
[2] P. Zhang, A. J. J. Kragt, A. P. H. J. Schenning, L. T. de Haan, G. Zhou, J. Mater. Chem.
C, 2018, 7184.
[3] W. Hu, H. Zhao, L. Song, Z. Yang, H. Cao, Z. Cheng, Q. Liu, H. Yang, Adv. Mater., 2010,
468.

TP-II.17

고출력 레이저용 연결반사형 빔확대기 설계 및 성능 분석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relay optical beam expander for high
power laser
이광현*, 이휘형, 정수민, 정환성, 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고출력 레이저 발진기 출력경에서 레이저 전파 및 집속을 위해 특정 빔 직경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방향 전환과 빔 직경 변환을 위해 반사경 매수를 증가시키면
각 반사경의 반사율에 따른 출력 및 전체적인 레이저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연결반사
와 동시에 빔을 확대하는 광학계를 구성 및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단일모드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 여러 가지 형식의 빔결합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1,2]. 이 때, 각 단위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배열하여 빔결합 광학계를
구성할 때, 필연적으로 자유광학계(free optics)를 활용하게 된다. 특히, 파장제어 빔결합의 경우,
회절빔으로 결합하기 위한 회절격자의 각분산(angle dispersion) 효과로 인해 격자밀도와 빔 직경
이 커질수록 빔 품질이 저하된다 [3]. 또한 회절격자의 레이저 손상한계(Laser Induced Damage
Threshold, LIDT)와 흡수열에 의한 파면변형(Wavefront distortion)에 의해 입력되는 빔 직경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파장제어 빔결합을 위한 광학계 설계시 특정 빔 직경을 도출하기 위
한 한계가 발생하고, 절충되는 빔 직경을 선택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레이저 빔을 원
거리로 집속하기 위해서는 빔을 집속하는 망원경 부경에 입력되는 특정 빔 직경 사양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합된 빔의 직경을 변환해야 한다. 통상 빔 직경을 크게 입력시킬수록 망원
경 배율에 따라 집속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결합된 빔의 직경을 변환하기 위한 광학
구성품이 필요하게 된다.
고출력 레이저 빔의 평균 레이저 강도는 통상 1 kW/cm2을 초과하게 되고, 이러한 레이저 강도
의 빔을 투과형 광학계로 구성하게 되면 투과되는 면에서의 파면 변형이 수반되고 이는 레이저
빔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레이저 강도가 높은 결합빔을 수용하기 위한 광학 부
품은 반사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비축 포물면을 가지는 반사경 2매를 이용
하여 빔 방향 전환과 직경 확대가 가능한 빔확대기를 설계 및 구성하였다.
그림 1은 2매의 비축포물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설계 법칙을 표현한 그림이다. 입력빔을 확대시
키는 볼록 포물면과 확대된 빔을 다시 시준시키는 오목 포물면을 교차로 구현한다. 이럴 경우 입
력된 빔이 볼록 포물면의 초점면에 수직하게 입사시킬 때, 각 포물면 간 거리를 그림에 표현된 수
식으로 계산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에 따라 설계된 연결반사형 빔 확대기의 형상 및 성능은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b doped 광섬유 이득매질에서 가능한 파장대역인 1030 ∼ 1090 nm에서 모두 회절한계를
만족하는 광학 성능을 확보하였다.

그림 1. 연결반사형 빔확대기 설계 법칙

그림 2. 설계 형상 및 spot diagram 성능 분석

[1] E. Honea et al, “Advances in Fiber Laser Spectral Beam Combining for Power Scaling”,
Proc. of SPIE Vol. 9730 97300Y-1∼9 (2016)
[2] S. M. Redmond et al, “Diffractive coherent combining of a 2.5 kW fiber laser array into a
1.9 kW Gaussian beam“, OPTICS LETTERS, Vol. 37, No. 14 pp2832~2834 (2012)
[3] P. Madasamy et al, “Comparison of Spectral Beam Combining Approaches for High Power
Fiber Laser Systems“, Proc. of SPIE Vol. 6952 695207-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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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able electroluminescent device using Cu NWs-based transparent
electrode
Tran Phuong*, Nguyen-Hung Tran, Ji-Hoon Lee
Future Semiconductor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Center, Division of Electronics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Korea
Copper nanowires (Cu NWs) hold great promise for the fabrication of low-cost transparent electrodes
for high-performance stretchable electronic devices. We herein fabricated an elastic transparent conductor
that comprises Cu NWs on a PDMS substrate. And then, the elastic transparent conductors were used to
fabricate stretchable electroluminescence (EL) device.

The realization of devices with enhanced stretchability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he
reach of electronics[1,2]. Copper nanowires have been an excellent candidate material for
transparent electrodes due to the high conductivity and low-cost of the copper. Figure 1
shows the EL device structure[3]. ZnS particles were mixed with hydroxylated
polydimethylsiloxane, and the mixture was coated onto the Cu NWs/hydroxylated
polydimethylsiloxane, followed face to face with another electrode. The working device with a
bending of 90 degree was shown in the Figure 2. Due to the flexibility and stretchability of
the Cu NWs/PDMS electrodes, the device was able to bend and stretch while still maintain
its light emitting performance. The device exhibited luminance 93 cd/m2 at 170 voltage 60
kHz.

Figure 1. The transmittance of the
fabricated electrode as a function of the
sheet resistance.

Figure 2. The change of resistance of the
transparent electrode under cycl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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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유기발광소자용 투명전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ltra-thin Electrodes for Flexible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이석제*1,2, 안명찬2, 김재윤2, 배형우2, 전철규1
1

호서대학교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We studied on the flexible conductive transparent electrode. An ultra-thin metal film made of Yb/Ag
film can be used as a flexible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It has a lower sheet resistance and a
higher transmittance than the conventional Al/Ag film.

플렉서블 유기발광소자란 형태의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한 유기발광소자를 통
칭한다. 유기발광소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전극-유기물-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단의 전극에
전하를 주입하면 유기물로 전달되고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여 방출한다. 이 때, 유기물
의 두께는 수십 nm로 얇게 제작하며 플렉서블 기술로 적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명전극
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Indium Tin Oxide (ITO)를 사용하는데 취성을 가져서 외력에 의해 쉽게
깨지므로 플렉서블 유기발광소자에 적용하기 어렵다 [1]. 그러므로 ITO 전극을 대체하는 플렉서블
투명전도성 전극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표하는 기술로 초박막 금속필름, 금속 나
노 와이어 네트워크, 금속 메쉬등이 있다 [2-3]. 우리는 그 중 낮은 표면거칠기를 가지며 쉽게 증
착가능하고 공정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는 초박막 금속필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박막 금속필름은 높은 유연성, 높은 전기전도도 그리고 높은 투명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Ag, Cu, Al 같은 발광소자용 전도성금속을 사용하고 두께를 20 nm미만으로 최소화 하면 투
과 임계값에 도달하여 고투과 초박막 금속필름을 만들 수 있다 [2,4]. 하지만 전도성 금속은
Volmer-Weber성장을 따라 박막을 형성하므로[5] 20 nm미만에서 면형성이 어렵다. 해결방법으로
면 형성을 도와주는 seed metal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재료를 도핑하는 방법이 있다 [3].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seed metal로 이터븀(ytterbium, Yb)을 제안하고 플렉서블 투명전도성 전극을
제작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시연한다.
Yb 금속을 seed metal로 사용하는 투명전도성 전극을 제조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
용하였던 알루미늄(Aluminum, Al)을 비교용 seed metal로 선정하고 전도성 금속으로는 은(siver,
Ag)을 사용하여 Al/Ag 필름과 Yb/Ag 필름을 제작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기판
세정을 위해 초음파 세정기를 이용하여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콜에 각각 15분간 세정한 후, 30분
간 오븐에서 건조시켰다. 그 후 열증착장비에 기판을 로딩한 후 2×10-7 Torr로 고진공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seed metal을 각각 2 nm로 증착하였고 그 위에 전도성 금속을 8 nm증착하여
Al(2 nm)/Ag(8 nm)와 Yb(2 nm)/Ag(8 nm)로 초박막 금속필름을 제작하였다. 그 후 면저항과 투
과율을 측정한 후 투명전도성 전극으로서의 성능지수 (figure of merit ,FOM)을 계산하여 비교하
였다.
그림 1은 Al/Ag 필름과 Yb/Ag 필름의 투과율 곡선을 나타낸다. Yb 금속을 seed metal로 사용
하였을 때, 더 우수한 데이터를 나타내며 특히 장파장 영역에서 투과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Al/Ag 필름과 Yb/Ag 필름의 면저항 특성과 550 nm기준일 때 투과율 그리고

면저항 및 투과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Haccke FoM를 비교하였
다. FoM=T10/Rs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T는 투과율이고 Rs는 면저항이다 [6]. 면저항 데이터

는 Yb/Ag 필름은 17.05 Ω sq-1, Al/Ag 필름은 21.87 Ω sq-1로 Yb를 seed metal로 사용한 투명
전도성 전극이 더 우수한 면저항 데이터 보였다. 이 결과는 Yb이 Ag의 Vomer-Weber성장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며 면형성을 이뤄내서 우수한 전도도와 투과율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
과율은 550nm 기준일 때, Yb/Ag 필름은 89.85% Al/Ag 필름은 87.85%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FoM은 Yb/Ag 필름은 Al/Ag 필름보다 약 1.6배 더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Yb/Ag 필름은 플렉서블 투과전도성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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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l/Ag 필름과 Yb/Ag 필름 기반의 투명 전도성 전극의 투과율 곡선
표 1. A/Ag 필름과 Yb/Ag 필름기반의 플렉서블 투명 전도성 전극의 전기적·광학적 특성
구조

R (Ω sq-1)

T (%, 550 nm 기준)

FoM (10-2 Ω-1)

Al(2 nm)/Ag(8 nm)

21.87

87.85

1.25

Yb(2 nm)/Ag(8 nm)

17.05

89.8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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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된 유전체 보호층이 있는 금속 와이어 그리드 편광자
Metal wire-grid polarizers with a patterned dielectric-passivation layer
정성윤, 남국현, 박건, 이종권*
청주대학교 레이저광정보공학과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metal wire-grid polarizer with a patterned dielectric passivation layer.
The suggested structure reveals that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durability issue on the metal wire-grid
caused by the external physical or chemical damage, as well as to improve polarization transmittance and
polarization extinction ratio in a broad spectral range (visible to IR).

유전체 기판에 형성된 서브-파장 주기를 갖는 금속-와이어로 구성된 편광판은 금속-와이어에 수
직인 편광방향을 갖는 입사광은 투과시키고 금속-와이어에 평행한 편광방향을 갖는 입사광은 반
사시키게 된다. 이러한 금속-와이어 기반 편광판은 높은 편광소멸비와 편광투과도를 나타내며 단
일층의 금속패턴 구조로 구현되므로 광부품의 초박형화 및 초소형화를 실현할 수 있다.
기존에 발표된 가시광 및 적외선 영역에 적합한 금속-와이어 기반 편광판들은 기판위에 나노크
기의 금속 격자패턴이 형성된 구조[1]를 기반으로, 공정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편광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이중층(bilayer) 기반 편광자 [2] 및 경사증착 공정을 적용한 금속-와이어 편광자 [3]가
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금속-와이어 기반 편광자 구조들은 외부환경에 의해 쉽게 물리적/화학적
충격을 받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편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층을 적용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층으로 덮인 금속-와이어 기반 편광판은 입사경계면에서 공기-보
호층-금속와이어 사이의 공간적 굴절율 변화에 의해 편광특성 저하가 유발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보호층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금속 격자위에 보호층 역할을 하면서 금속격자와 동일한 형
태의 유전체 패턴 구조를 갖는 편광자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금속-와이어 패턴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편광판 구조 대비 우수한 편광특성을 갖게
됨을 보였다. 특히, 특정 파장에서만 높은 편광성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시광부터 적외선까지
광대역에서 편광투과율 및 편광소멸비가 기존 금속-와이어 구조의 편광판보다 향상됨을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하였으며, 격자의 최적 파라미터들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금속 격자만 형성된 편광판의 경우 가시광 영역에서 P-편광의
평균투과율은 90.4%를 보이는 반면, 금속 격자위에 SiO2 절연층을 동일한 격자형태로 형성한 편
광판에서는 평균투과율이 91.8%, 최고투과율이 92.2%로 편광성능의 향상을 보이는 동시에 금속
격자의 보호층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iO2 절연층 이외에 Al2O3 및 Si3N4 물질로
도 편광성능이 향상되며 동일하게 내구성 확보가 가능함을 보였다. 여기서, Al2O3와 Si3N4 물질을
각각 일정 두께로 적층한 경우에 91.1%, 88.8%의 평균투과율을 각각 보였으며, 단파장의 가시광
(400~450 nm)영역에서의 투과율은 SiO2 물질대비 Al2O3는 1.2%, Si3N4는 2.6%의 감소를 보이는
반면, 480 nm 이후의 파장대에서는 Si3N4 물질이 SiO2 대비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0.43%의 투과
율 증가 및 적외선 영역에서 약 3%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한편

, 편광소멸비의 경우 어떤

박막물질을 적용하여도 1:400 이상의 고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S-편광의 투과율이 ~0.2%
정도로 장파장일수록 편광소멸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내구성이 확보된 초박형 편광자를 다양한 (광)정보/전자기기에 적용함으로써 광부

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와 더불어 각종 영상기기에 적용된 편광판에서 발생하는 광산란을 줄이면
서 우수한 편광 소멸비와 편광 투과율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패턴된 절연층이 있는 금속 와이어 구조도

그림 2. 금속 와이어와 적층물질별 투과율

그림 3. 금속 와이어와 적층물질별 소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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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형 태양전지 모듈 제작을 위한 메타 렌즈 설계
Meta-lens design for transparent photovoltaic module fabrication
김용기*, 윤영빈, 신명훈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Design and propose a meta-lens for application to transparent PV modules. The proposed metalens
transmits light in the visible region to increase the visual transparency of the PV module.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focus light in the infrared region and use it for the power generation of PV modules.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붕 타일, 정면 요소 및 차양 장치 등)들과 PV 전력 시스템을 통합
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BIPV) 시스템이 효율적인 태양 에
너지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1],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PV 모듈은 소형화가 이
루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소형화된 PV 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Low-Concentrating PV 방식의 투광형 태양전지 모듈 제작을 위한 메타 렌즈[2] 설계를 제안한다.
집광형 태양전지(CPV)방식의 특성상, 광학 렌즈 및 거울과 같은 집광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집광 장치로 메타 렌즈를 선택했다. 차세대 광학 렌즈로 주목받는 메타 렌즈는, 소형화가 가능하
고 상용 렌즈들이 갖는 구조적,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Low-Concentrating PV
방식에 적합하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 렌즈는 파장 선택적인 특성을 갖도록 설계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렌즈 동작 없이 최대한 투과시키고, 적외선 영역의 빛은 렌즈 동작을 통해
집광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적외선 영역의 빛으로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을 높여서 PV 모듈의 시각적인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림 1 참고)
건물 창호 등에 해당 설계가 결합한 PV 모듈을 적용한다면, 창호의 기능성과 심미성은 유지하면
서도 전력 생산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유리를 비롯한 모든 유리면
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확장성과 부가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메타 렌즈가 적용된 투광형 태양전지 모듈의 동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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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유기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Organic
Photovoltaic Device by oxide nanoparticles
이예은*1, 이승일2, 김우영1, 전철규1
1호서대학교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2McMaster University Department of Engineering Physics
We demonstrate the enhanced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organic photovoltaic device by adding the
oxide nanoparticles on the ITO surface. The oxide nanoparticles change the work function of the
electrode, which improve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by increasing the short circuit current.

유기태양전지는 유기재료로 제작된 광활성층에서 광흡수로 인한 전자-정공 쌍의 생성, 이동 및
수집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자이다. 제작 비용이 낮고, 공정 과정이 단순하며 가볍고, 휘
어진다는 특징으로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전력
변환효율 때문에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본 연구에서
는 산화물 나노입자로 ITO 전극의 일함수를 조정하고[2], 나노입자가 형성된 ITO 전극을 이용하
여 제작된 유기태양전지와 기존 유기태양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ITO 전극의 일함수와 전력변환
효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림 1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기태양전지의 구조와 공정 과정을 나타내었다. 패터닝된 25 Ω/
□ ITO 기판을 준비하여 acetone과 IPA 순서대로 각각 15분간 초음파 세정한뒤 air gun으로 대
부분의 용매를 날리고, 100℃ 오븐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기판 위 잔존 용매를 제거하였다. 잔존
유기불순물들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15분간 UV-Ozone 처리하였으며, 산화물 나노입자 용액과
의 최적 접촉 계면을 형성하기 위해 10분간 산소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미리 희석해둔 0.1 wt%
산화물 나노입자 용액은 도포전에 15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균일한 상태로 만들고. ITO 기판에 전
면 도포하여 2000 rpm으로 30초간 스핀코팅하였다.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닦아내고, 10
0℃에서 60초간 잔존 용매를 제거한 뒤 PEDOT:PSS와 P3HT:[70]PCBM(1:1)도 같은 공정 방법과
각각의 최적 조건으로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후  ×  Torr 진공 조건하에 LiF와 Al을 증착하
였다. 제작이 완료된 소자는 맥사이언스의 SimuLight SS-XE55 Solar Simulator로 분석하였고, 측
정결과는 그림 2와 표1에 나타내었다.
산화물 나노입자가 도입된 소자가 그렇지 않은 소자보다 Voc, Jsc, FF, 전력변환효율, Rsh 그리
고 Rs에서 모두 높은 특성치로 평가되었다. (이때, 이론적으로 좋은 특성을 갖는 소자일수록
Rsh(shunt 저항)는 큰 값을 가지고 Rs(series 저항)는 낮은 값을 가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전력변환효율은 Voc, Jsc, FF에 의해 결정되며,      ×  ×   로 표현된다[3]. 여
기서, Voc는 도너-억셉터의 HOMO, LUMO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이고[4], Jsc는 FF에 영향을 미
칠뿐만 아니라[3], 전력변환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Jsc는

       ×  ×  로 표현되며, 내부양자효율은 광흡수, 엑시톤 확산, 전자-전공 분

리, 전하전송, 수집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  ×  ×  ×  로 표현되는데, 이
는 Jsc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3].  는 전자-정공 쌍의 분리 정도를 의
미하며, 전자-정공 쌍의 분리는 내부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잘 일어난다[5]. 내부 전기장은 유기
태양전지 소자의 양극과 음극의 일함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ITO 전극에 산화물 나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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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일함수가 4.93에서 5.12 eV로 조정되면, 양극과 음극의 일함수 차이가 증가한다. 따라서
내부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시켜 전자-정공 쌍의 분리가 더 잘 발생하여 Jsc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양극 전극의 일함수를 조절하여 Jsc를 향상시킴으로써, 태
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유기태양전지 구조 및 공정 방법 그림 2. 유기태양전지의 전류밀도-전압 곡선
표 1. 유기태양전지의 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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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ene V2CTx가 증착된 Tapered 광섬유 기반 광스위치 구현에 관한 연구
All-optical switch based on MXene V2CTx deposited tapered fiber
임근원,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We demonstrate an all-optical switch based on two-dimensional vanadium carbide (V2CTx) deposited
tapered fiber using a photo-thermal effect. A phase shift of ~13.1π with a slope efficiency of 0.0437 π
/mW was obtained. With a MZI configuration, the switching performance of a rising/falling time constant
of 4.1/6.3 ms was achieved.

MXene은 높은 전도성, 높은 에너지 저장용량, 높은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가져 에너지 저장, 센서,
그리고 광변조기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1,2]. 다양한 MXene을 기반으로 한 광
변조기 연구가 기존에 수행되는 반면 바나듐 기반 MXene은 광변조기로서의 성능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바 없다. 따라서 V2CTx을 응용하여 제작한 광변조기의 분석과 성능에 관한 심도 깊은 연
구가 요구된다 [3].
본 연구에서는 마하-젠더 간섭계와 V2CTx를 증착시킨 tapered 광섬유를 이용하여 저가의 구성
과 단순한 구조의 장점을 지닌 광변조기를 제작했다. 1550 nm의 신호와 980 nm의 펌프 빔을 가
진 이 광변조기는 펌프 빔을 통한 광열효과를 이용해 신호를 변조시킨다. 최대 13.1 π 만큼의 위
상 이동, mW당 0.0437 π 의 변조 효율, 4.1/6.3 ms의 상승/하강 시간 등 측정된 성능을 통해
V2CTx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MXene에 비해 더 우수한 광변조 성능을 가짐을 확인했다.

그림 1. MXene V2CTx 기반 광스위치의 구성도

그림 2. 펌프 빔에 따른 신호 파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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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Yb 광섬유 형광광원을 이용한 방사형/방위형 편광 생성
Superfluorescent Yb fiber sources with radial/azimuthal polarization
박은경1, 오예진1, 박은지2, 박종선1,3, 박혜미1*, 정훈3, 김지원1
1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
2한양대학교 ERICA 응용물리학과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Yb 도핑 광섬유를 사용하여 회절 한계의 빔 특성을 가지면서 선폭의 조절이 가능한 형광 광원을 제작하고
S-파장판을 사용하여 방사형/방위형 편광을 가지는 형광 광원 빔을 생성하였다.

빛과 물질의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 빛의 편광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편광 특성은 선형 및 원형 편광이지만 최근 들어 방사형/방위형 편광 특성을
가진 빛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
형/방위형 편광을 가진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드릴링 및 컷팅을 하면 기존의 선형 편광을 가지는
레이저 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최고 4배 이상의 가공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가공
된 홀(면)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성과가 이미 보고되었고,[1-2] 방사형/방위형 편광을
가진 빛으로 간섭계를 제작하면 기존의 선형 편광 빛으로 만든 간섭계 성능에 비해 1천배-1만배
의 분해능 향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 보고되었다.[3] 현재까지 방사형/방위형 편광을 가
진 빛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LCD 홀로그램판을 이용한 공간 위상판을 이용
하는 방법인데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고출력 레이저빔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형 편광 레이저빔을 방사형/방위형 편광으로 변환시켜주는 S-편광판이 상용화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와는 달리 저가간섭성을 가지는
(incoherent) 선형 편광의 형광 광원을 제작하고 출력 빔을 S-편광판에 통과시켜 방사형/방위형
편광의 생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폭에 따른 변환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Yb 광섬유 형광 광원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본 시스템은 자발 방출빔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을 생성할 수 있는 Yb 광섬유 씨앗빔 시스템과 선폭 조절부, 그
리고 2개의 증폭단으로 구성하였다. 씨앗빔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득 매질로 코어 직경 10  m,
NA 0.08, 내부 클래딩 직경 125  m, NA 0.46인 Yb이 도핑된 이중 클래딩 편광 유지 광섬유를
약 4.5 m 사용하였다. 976 nm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펌핑 광원으로 이용하였고, (2+1)× 1 펌
프광 신호 결합기를 사용하여 Yb 광섬유를 펌핑하였다. 광섬유의 한 쪽 끝단을 약 10도의 각도로
절단, 프레넬 반사로 인한 피드백을 방지하여 레이징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생성된 형광 씨앗
빔을 1차 증폭단에서 한 번 증폭하고 써큘레이터(Circulator)와 광섬유 회절 격자를 사용하여 선폭
을 조절한 후 투과된 형광 씨앗빔을 2차 증폭단에서 다시 한 번 증폭시켰다. 그리고 생성된 선형
편광의 형광 광원 빔을 S-파장판에 통과시켜 방사형/방위형 편광의 생성을 시도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표 1]. 이와 동시에서 형광 광원의 선폭을 11.2 nm, 1.3 nm, 0.9 nm로 조절하고, 각
선폭에 따른 변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근본 모드

LG 모드

방사형/방위형 편광

표 1. 형광광원 빔을 이용한 방사형/방위형 편광의 생성

그림 1 . 광섬유 형광 광원의 모식도
[1] Rudolf Weber, Effects of Radial and Tangential Polarization in Laser Material Processing,
Germany, Physics Procedia 12, 2011
[2] Krishnan Venkatakrishnan, Interconnect microvia drilling with a radially polarized laser
beam, Toronto,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06
[3] Gilad M. Lerman and Uriel Levy, Radial polarization interferometer, OPTICS EXPRESS
232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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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Gbps급 Non-hermetic 패키지의 방열 특성
Thermal Characteristic of the 800Gbps Non-hermetic Package
권원배*, 권상진, 강은규, 강해청, 이종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Thermal characteristic of 800Gbps non-hermetic package corresponding to LD driving temperature is
analyzed by using 3-dimension FEM simulation. As a result of simulating the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of the 800Gbps non-hermetic package, the 45 degree of the LD driving temperature has
better heat dissipation properties than the 55 degree of the LD driving temperature.

AR, VR, 메타버스 등 가상화 서비스와 대용량 영상 서비스의 증가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
에 따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400기가급 이상의 다채널 광모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 2]. 이러한 초고속 다채널 광모듈은 구동시 동작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광출력 감소, 전광 대역
폭 감소 등 성능 저하를 야기시키고, 열기계적 신뢰성 영향으로 인한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3].

(Thermo-Electric

이러한

온도

상승에

Cooler,

TEC)가

따른

내장된

문제점을

냉각형

최소화하기

광송신모듈(Cooled

위하여

열전냉각소자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Cooled TOSA)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0Gbps급 Non-hermetic 패키지
의 LD 구동온도에 따른 방열 특성과 TEC 소자의 소비전력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은 800Gbps급 Non-hermetic 패키지의 구조를 나타낸다. 800Gbps급 패키지의 방열 특성
해석을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광원소자(EML), 서브마운트(재질:
AlN), AWG 역다중화 소자(재질: Quartz), TEC 소자(제조사: RMT사)를 실장한 패키지 구조를
설계하였고, 800Gbps급 패키지 하부(Package Base)는 CuW 재질의 물성 정보를 적용하였다.
그림 2는 외기온도 70도, LD 구동온도 45도에서 800Gbps급 Non-hermetic 패키지의 방열 해석
결과로 LD의 최대 인가전류(100mA) 조건에서 LD 구동온도를 45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800Gbps
패키지 내 TEC 상하면 사이에서 약 25도의 급격한 온도 구배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패키지 내 TEC 소자는 LD 구동온도를 외기온도 70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Cooling
mode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외기온도에 따른 TEC 소자의 상하면 온도 차(ΔT) 및 TEC 소자의 소비전력을 분석
한 결과이다. 800Gbps Non-hermetic 패키지 내 LD 구동온도(45도, 55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LD 구동온도를 45도로 설정하였을 때 외기온도 0 ~ 70도 범위에서 방열이 잘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면, LD 구동온도 55도로 설정하였을 때 외기온도 70도에서는 LD 구동온도 55
도를 잘 유지하였으나 외기온도 0도에서는 TEC 상하면 사이의 온도 차(ΔT)가 상당히 크기 때문
에 TEC 최대 전류의 90% 조건에서 약 57.4도로 약 2.4도 상승하였다. 그림 3의 (a)에서 외기온도
0도에서는 LD 구동온도 45도 대비 LD 구동온도 57.4도 조건에서 TEC 상하면 사이의 온도 차(Δ
T)가 더 크기 때문에 TEC 소비전력이 약 0.767W 증가하였다. 외기온도 70도에서는 LD 구동온도
45도가 LD 구동온도 55도 조건과 비교하여 TEC 상하면 사이의 온도 차(ΔT)가 더 크기 때문에
TEC 소비전력이 약 1.143W 증가하였다. 이러한 800Gbps Non-hermetic 패키지에 대한 방열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외기온도 0 ~ 70도의 범위에서 LD 구동온도 45도 조건이 LD 구동온도 55도 조
건보다 800Gbps Non-hermetic 패키지의 방열 특성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800기가 Non-hermetic 패키지 구조

그림 2. 외기온도 70도에서 열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 외기온도에 따른 800Gbps 패키지의 (a) TEC 소자 상하면 온도차(ΔT) 및 (b)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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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and design of the precision fiber-optical acceleration sensor with pulse
modulation of the optical flow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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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ddresses to simulation and design of the precision sensor of acceleration. To solve urgent scientific
and technical problems, accelerometers with the threshold sensitivity of better than 10-12 g are required, which would
theoretically allow measuring the acceleration with the relative error of lower than 10-12.

The proposed acceleration sensor is relevant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Earth’s center of mass position stability, measurement of Earth's poles trajectory parameters
displacement, measurement of gravitational sustainability, the study of heterogeneity of Earth's gravitational
field and other space objects directly from the orbit of their artificial satellites using small-sized gradiometers,
measuring the mass of ice cover [1], determining the behavior of geological formations, including volcanoes
[2], creation of platform-free inertial navigation systems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movement of
autonomous objects, etc.
Vincent Ménoret, PierreVermeulen et al. [3] obtained a threshold sensitivity close to the required
value. The proposed based on atoms interferometry gravimeter can reach a record sensitivity of 10 -9 g.
However, this result is still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above tasks. Thus, to achieve the necessary threshold
sensitivity below, the precision fiber-optical acceleration sensor with pulse modulation of the intensity of the
optical flow (PFOS) was proposed.
In Fig.1, can be seen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PFOS. Input optical signal (Input) follows through
the circulator (5) to the end of optical fiber (1). Optical fiber with inertial mass (2) moves around the vertical
axis OZ. When the end of the optical fiber moves under the center of cylindrical mirrors (3), the optical beam
reflects and follows back through the circulator into the output.

Figure 1. Acceleration sensor operation diagram
After rotation, two sequences of pulses were obtained, one sequence from the mirrors on the X-axis
and the second from the Y-axis. The time duration determined between pulses on each sequence can be
converted to the data of the acceleration value. In case when we have zero difference between T and T 0
(where T0 is the period calculated for the non-acceleration case) the acceleration is also zero. In addition, side
acceleration can be calculated. The developed system of electromagnets (4) will make it possible to
compensate for the damping of the pendulum.
To verify compliance with theoretical calculations, the PFOS model was created in Matlab Simulink.
Using the simulation, the values of the rotation period T for two values of acceleration, the acceleration

1
threshold sensitivity (az_min, ax_min), the maximum value of acceleration (az_max, ax_max), and the
dynamic range (Nz_max, Nx_max) were determined. These data were determined for three values of inertial
mass at a fiber length of 100 mm (radius of rotation R0 = 0.5 mm) and a length of 10 mm at an inertial mass
of 0.1 g (radius of rotation R0 = 2 mm) (Table 1).

Frequency
100 MHz
T (a = 0 m/s2), s
T (a z= 9.8 m/s2), s
az_min , m/s2
az_max (-), m/s2
az_max (+), m/s2
ax_min, m/s2
ax_max, m/s2
Nz_max
Nx_max

Table 1. Results of simulation PFOS
R0 = 2 mm
R0 = 0.5 mm
l = 10 mm,
l = 100 mm,
l = 100 mm,
m = 0.1 g
m = 0.1 g
m=1g
0.1236717
1.24389069
3.91414352
0.1052628
0.56406549
0.62625476
~6∙10-6
~4∙10-8
~1 ∙10-9
>1000
>1000
>1000
~25
~1.9
~0.23
~3∙10-7
~1∙10-9
~4∙10-11
~1.1
~0.06
~0.006
~1.51∙108
~2.45∙1010
~8.52∙1011
~3.37∙106
~3.89∙107
~1.28∙108

l = 100 mm,
m = 10 g
12.37146208
0.63375212
~3∙10-11
>1000
~0.028
~2∙10-12
~ 0.0006
~2.69∙1013
~2.77∙108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data from the simulation corresponds to theoretical
calculations. Therefore, an experimental setup was developed. The flat glass plate with orthogonal mirrors ~
0.1 mm in diameter with gold sputtering was chosen as a modulating element (base with cylindrical mirrors).
In the course of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output pulse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al setup, criteria
were identified that will ensure the stability of the setup, increase the operating range of acceleration
measurement and reduce the noise arising during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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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10.1016/j.epsl.2016.11.014
2. Carbone, D., Poland, M. P., Diament, M., & Greco, F. (2017). The added value of time-variable
microgravimetry to the understanding of how volcanoes work. Earth-Science Reviews, 169, 146–179.
doi:10.1016/j.earscirev.2017.04.014
3. Ménoret, V., Vermeulen, P., Le Moigne, N., Bonvalot, S., Bouyer, P., Landragin, A., & Desruelle,
B. (2018). Gravity measurements below 10−9 g with a transportable absolute quantum gravimeter. Scientific
Reports, 8(1). doi:10.1038/s41598-018-30608-1

TP-IV.06

Non-hermetic 패키지의 내부 습도 측정 방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Internal Humidity in Non-hermetic
Packages
정수용*, 권원배, 강은규, 문대웅, 조계술, 이종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In order to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of optical transceivers, the method of measuring the internal
humidity when applying the non-hermetic package of optical sub-assembly module is to be considered.
Leak test and humidity measurement are performed through experiments.

5G 네트워크, AI 등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연산능력이 중요한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클라우
드 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가 가속되고 있다[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장비의 주요 구성품 중 광트랜시버는 광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품이며, 프로세서, 스위
치 등과 함께 데이터센터 전송속도를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광트랜시버는 광⟷전 변환을 위해
내부에 광송신서브모듈 및 광수신서브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원소자 및 수광소자가 각각 실장
되어 있다. 광서브모듈은 일반적으로 내부 광원소자 및 수광소자를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Gold Box 사용 및 Seam welding 공정을 통한 Hermetic 패키지로 제작된다. 하지만, 광트랜시버
의 저가격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광트랜시버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한 광서
브모듈의 Non-hermetic 패키지 적용 시 내부 습도 측정에 대한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MIL-PRF-38534H

규격에 따르면 Non-hermetic 패키지는 폴리머 계열을 접합제(Epoxy)로

Sealing된 패키지를 의미한다[2].
그림 1은 Non-hermetic 패키지 내부 습도 측정용 제작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가의 Ceramic 기반 패키지를 사용하고 Epoxy sealing 공정으로 Non-hermetic 패키지를 제작하
였다. Gold box 대신 Ceramic 패키지를 사용함으로 패키지 단가 절감이 가능하고, Seam welding
대신

Epoxy

sealing

공정을

사용하여

공정을

단순화함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Non-hermetic 패키지 시료는 8채널 광원소자 실장을 기준으로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패
키지 Sealing을 위한 Epoxy는 EPO-TEK사의 H77을 사용하였다. 패키지 내부 습도는 일반적으로
Internal moisture tester를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나, 파괴 검사라는 한계가 있어, 외부 환경요인
에 따른 패키지 내부 습도 모니터링 이 불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패키지 내부에 온습도 센서를 실장하여 비파괴 방식으로 패키지
내부 온습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료를 제작 하였다. 그림 3은 제작된 시료의 기밀성 평가
를 위해 Thermal shock test(0℃~100℃, 20cycle, 30min/cycle) 후 Leak rate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된 Leak rate는 4.9 x 10-9으로, Telcordia GR-468 기준인 5x10-8 Pa·m3/s 이하를 만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는 외부 온도에 따른 상대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셋업이다. 측정된 상대
습도는 0℃에서 60%, 25℃에서 45%, 70℃ 65%로 측정이 되었다. 25℃를 보다 높은 70℃에서 상
대습도가 증가한 것은 고온에서 Epoxy내부에 포함된 수분이 패키지 내부로 증발하면서 내부 습
도량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된다[3].
본 논문에서 온습도 센서 적용하여 패키지 내부습도를 비파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Eoxy sealing을 적용한 Non-hermetic 광모듈 구현을 위해 패키지 내부습

도, 기밀성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패키지 구조 및 Epoxy 최적화 등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
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1. Non-hermetic 패키지 내부 습도 측정용 시료

그림 2. 온습도센서 실장 및 온습도 모니터링/TEC 제어용 DC FPCB 설계(좌) 및 제작(우)

그림 3. Thermal shock 후 Leak test 결과

그림 4. 온도에 따른 습도 측정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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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팔보에 부착된 광섬유 격자 센서들의 정적, 동적 스트레인 변화 측정
Measurement of static & dynamic strain in the single-ended steel bar
by using FBG sensors
박경빈*¹, 이종민², 신승균³, Truong T. N. Lien⁴, 이관일¹, 이상배¹
KIST 나노포토닉스 연구센터¹, KIST 바이오닉스 연구센터²,
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즈(주)³, Vietnam KIST(VKIST)⁴
We measured the static & dynamic strain in the single-ended steel bar by using fiber Bragg
grating(FBG) sensors. This sensor system had an EDFA ASE module as a light source and tunable
filters(TF) as a demodulator. Especially the dynamic sensor system had cascaded TF to increase strain
sensitivity.

FBG 센서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은 FBG에 가해지는 스트레인과 온도에 따라 그 값이 변한다.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량이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FBG 센서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 변화량은
FBG에 가해지는 스트레인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고, 빛의 파장 변화를 통해 FBG에 가해지는 스
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다. FBG에 가해지는 스트레인의 정적 변화는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측정
범위가 넓은 static strain sensor system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고, 동적 변화는 측정 범위가
좁지만, 반응 속도가 빠른 dynamic strain sensor syste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dynamic
sensor system에 두개의 TF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더 높은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tic strain sensor system은 장기거동과 같은 정적 스트레인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EDFA ASE 광원이 필터를 거쳐 필터 형태의 광원이 센서로 입사되며,
FBG로부터 반사된 광세기를 검지기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측정된 광신호는 S/N을 향상시키기 위
해 100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가 수평 상태(외부 스트레인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일
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자의 끝점의 높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인 값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스테인리스 자의 총길이는 60 cm이고, 그림 2와 같이 자 위에 Bragg 파장이 각각 1534
nm, 1546 nm인 두 FBG를 부착하여 센서에 연결하였다. 이때 1534 nm FBG는 자의 고정점으로
부터 거리가 10 cm인 지점에 고정하였고, 1546 nm FBG는 고정점으로부터 거리가 25 cm인 지점
에 고정하였다. 자의 끝점을 15 cm만큼 아래로 눌렀을 때, 고정점으로부터 10 cm 떨어진 지점에
서의 스트레인 값은 약 776 μ-strain이었고, 25 cm 떨어진 지점에서는 550 μ-strain으로, 10 cm
지점에서 약 1.41배 큰 값을 가졌다. 자의 끝점을 위로 15 cm만큼 위로 올렸을 때, 고정점으로부
터 10 cm 떨어진 지점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인 값은 859 μ-strain이었고, 자의 끝점을 15 cm만큼
아래로 눌렀을 때의 스트레인 값은 약 609 μ-strain이다.
Dynamic strain sensor system의 빠른 반응 속도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의 스트레인 변화
를 추적할 수 있다. 진폭 변조를 통한 스트레인 측정 방식으로, TF 두 개를 연속적으
로 연결하여, 일반적인 dynamic sensor보다 더 높은 sensitivity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림 4와 같
이, EDFA ASE 광원이 서큘레이터를 거쳐 FBG 센서로 입사되며 반사된 광신호가 TF를 통과한
후 검지기에 입사되도록 구성하였다. 자의 끝점을 아래로 15 cm만큼 구부려서 튕긴 뒤, FBG에
가해지는 스트레인 값을 추적하였고, 자의 감폭진동을 동적 센서 시스템을 통해 그림 5와 같이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Static sensor system의 개략도.

그림 2. FBG를 외팔보에 고정한 뒤,
센서 시스템에 연결한 모습

그림 3. 자의 끝을 누른 깊이에 따른

그림 4. Dynamic sensor system의 개략도.

FBG에 가해지는 스트레인

그림 5. Dynamic sensor system으로 측정한 시간에 따른 FBG의 strain 변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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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광섬유 단면 틈에서 감쇠장 커플링에 의해 발생하는 터널링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evanescent-field coupling induced tunneling effect
in the gap of processed optical fiber surface
여민수1,*, 김한솔1,2, 정윤찬1,2,3,*
1서울대학교 레이저연구실, 2ISRC, 3IAP & 서울대학교 BK21Four 교육연구단
*dualstn10@snu.ac.kr, *yoonchan@snu.ac.kr
In this experimental study, we aim to analyze the evanescent-field coupling through the gap between
two optical fiber facets micro-processed at a 45-degree angle. The measurement on the transmission
spectrum displays an average transmittance of ~2% in the 950–1600 nm wavelength rangle, indicating
that a considerable tunneling effect is successfully demonstrated.

광섬유에 빛이 입사될 때, 광섬유를 구성하는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 값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임계각도(critical angle) 이상의 입사각을 가지는 경우, 전반사(total internal reflection)에 의해 빛
은 광섬유 내부에서 계속 전파해나가게 된다. 이때, 파동 광학(wave optics)의 관점에서, 전반사
상황의 코어-클래딩 경곗값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클래딩에서의 파수 벡터(wave number
vector)가 허수 성분을 가져야 하고 이는 클래딩에 감쇠장(evanescent field)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1]. 일반적으로 감쇠장을 통해서는 직접적인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복수의 감쇠장
성분들이 매개체를 통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커플링을 통해 상호 에너지 교환이 발생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광섬유 커플러 혹은 micro-disk, micro-sphere와 같은 미세 공진기의 내
부에서 형성된 모드를 광섬유와 같은 도파로로 커플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2, 3]. 뿐
만 아니라 감쇠장을 이용하여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다 [4].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쇠장은 그 크기가 작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쇠장 응용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광섬유의 구조 등을 변경 혹은 가공처리하여 효과적으로
감쇠장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45도로 광섬유를 가공하여 표면 플라
즈몬을 유도하거나 감쇠장 사이의 커플링을 제어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5, 6]. 이러한 연구
들은 효과적인 감쇠장의 제어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나 외부 진동 효과 등으로 인한 정렬 어긋
남 및 구조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섬유를 석
영기판에 심고 FIB 연마를 통해 광섬유를 45도로 가공하여 소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개선하고
광섬유 틈에서의 감쇠장 커플링을 통한 터널링 효과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은 아래의 그림 1의 (a)의 모식도와 같이 백색광원(white light source)을 광섬유 소자에 입
사시킨 후, 광스펙트럼 분석기(optical spectrum analyzer)를 통해 출력 스펙트럼을 측정하였고 이
때,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공정 전/후로 나누어 출력 스펙트럼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그림 1의 (b)
와 (c)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찍은 광섬유 소자의 측면을 보여준다.

그림 1. (a) 실험 모식도, (b), (c) FIB를 통해 45도로 가공한 광섬유 소자의
측면 전자현미경 사진
실험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a)의 경우, FIB 연마 전/후 광섬유 소자의 출력 스
펙트럼을, (b)는 이를 통해 구한 파장별 투과율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림 2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장이 950 nm에서 1400 nm로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 역시 약 1.4 %에서 2.7 %로 증가하
지만, 파장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투과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광섬
유 소자의 주요 손실 메카니즘인 Pt 층에 의한 흡수 손실 특성이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즉, 파장이 증가하면 모드 영역 지름(mode field diameter) 역시 증가해 광섬유 틈에서
의 감쇠장 커플링을 통한 터널링의 확률이 높아지지만(950 – 1400 nm), 모드 영역 지름이 증가하
면 Pt 층과 상호작용이 증가해 이로 인한 손실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모드 영역 지름의 증가로
인한 감쇠장 커플링의 증대보다 Pt 층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손실 효과가 더 커지는 임계파장
이상의 파장영역(> 1400 nm)에서는 투과율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 (a) FIB 연마 전/후 출력 스펙트럼, (b) 파장별 투과율 스펙트럼
본 연구에서는, 칩 형태와 같이 광섬유를 석영기판 위에 심고 가공하는 방식을 통해, 구조적으
로 안정적인 광섬유 기반 감쇠장 커플링 소자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투과율 측정을 진행하여 감
쇠장 커플링에 의한 터널링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광섬유 틈의 간격 및 깊이에 따른 감쇠장
커플링의 변화 분석 그리고 파장별 Pt 층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
쇠장 커플링의 제어 및 이를 통한 터널링 효과의 발생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표면 플라즈
몬 가이딩, 가스 센싱 및 단일 광자 생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A. Messica et al, Applied optics 35, 2274-228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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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체 거울 파장 필터 기반의 단방향 광대역 파장 훑음 레이저

Wide-bandwidth unidirectional ring cavity wavelength-swept laser with
polygonal scanning wavelength filter
이기현*, 김민수, 안소연, 전민용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We propose and demonstrate a newly designed broadband unidirectional wavelength-swept
laser (WSL) using a polygonal scanning wavelength filter. The newly proposed WSL shows
the advantage of having relatively low loss and a wide scanning ran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WSL.
파장 훑음 레이저 (wavelength-swept laser; WSL)는 좁은 선폭을 지닌 레이저가 넓은 파장 영
역을 시간에 따라 파장을 순차적으로 가변하는 레이저이다.[1-2] WSL은 넓은 파장 영역, 빠른 스
캔 속도, 높은 세기, 좁은 선폭, 스펙트럼과 시간 영역 신호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지므로, 광
간섭성 단층 영상 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1], 다이나믹 광섬유 센서[2,4], 라이
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3]의 광원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다면체
거울 파장 가변 필터 기반의 WSL은 파장 가변 필터를 구성하는 회절격자, 렌즈, 다면체 거울이
자유공간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한 광 정렬과 기계적인 작동 한계를 지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 소자들의 구성과 동작 조건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 WSL의 훑음 (scanning)
속도, 훑음 파장 범위, 분해능, Free spectrum range (FSR)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OCT와 LiDAR 등에서는 이미지 처리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상 침투 거리 (skin depth)
와 관련된 좁은 선폭을 갖는 광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면체 거울 파장 필터 기반의 WSL은 광
서큘레이터를 사용하여 레이저 공진기로 되먹임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좁은 선폭을 얻을 수 있
었다. 하지만 광섬유 센서에서는 넓은 파장 대역폭과 강한 세기 등이 더 필요하다. 광 서큘레이터
를 사용하여 되먹임하는 방식의 WSL은 손실의 증가, 정렬 및 비용 증대로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광 서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WSL을 제안하여
기존의 WSL 광 출력과 비교 분석하였다.
광대역

파장

훑음

WSL을

구현하기

위해

이득매질로

중심파장이

서로

다른

두

SOA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두 개의 3 dB 커플러를 사용해 마하 젠더 간섭계 형태로 병
렬 연결하였고, 레이저 발진 파장의 편광의존성을 조절하기 위해 각 SOA 앞 뒤로 편광 조절기를
삽입하였으며, 레이저 공진기를 한쪽 방향으로 발진하기 위해 광 고립기 (optical isolator)를 삽입
하였다.
그림 1은 1.8 kHz의 훑음 속도로 두 SOA를 병렬 연결한 WSL의 스펙트럼이다. SOA 1만 연결
한 WSL의 경우 10 dB 밴드폭과 평균 출력은 각 136 nm (959 nm~ 1095 nm)와 44.51 mW이다.
반면, SOA 2만 연결된 WSL의 경우 10 dB 밴드폭과 평균 출력은 100 nm (1082 nm~1182 nm)와
14.55 mW이다. 두 SOA가 연결된 경우 10 dB 밴드폭과 평균 출력은 223 nm (959 nm~1182 nm)
와 58.28 mW이다. 이는 기존의 WSL의 실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출력이 3배 가량 증가한 결과를
얻어냈다.[4]
또한 훑음 속도 증가에 따른 세기와 밴드폭의 감소도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훑음 속도 증가에 따른 세기와 밴드폭을 보여준다. 10 dB 이내의 Flatness를 갖는 훑음 속도
는 기존의 WSL에서는 8.1 kHz까지 보여주는 반면 새로 제안한 WSL은 17.1 kHz 까지 동일한 결

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0.54 kHz에서 8.1 kHz 까지 훑음 속도를 변화시키는 동안 출력 세
기와 밴드폭은 기존의 WSL에서는 17.8 mW, 228 nm에서 10.9 mW, 218 nm로 세기는 약 7
mW, 밴드폭은 약 10 nm 감소하지만, 새로 제안한 WSL은 58.9 mW, 223 nm에서 53.0 mW, 222
nm로 세기는 약 6 mW, 밴드폭은 약 1 nm 감소로 세기와 밴드폭 모두 낮은 감소를 보인 결과를
얻어냈다.[4]
요약하면, 광 서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체 거울 파장 필터 기반의 파장 훑음 레이저를 새
로 제안하여 광 출력과 훑음 속도등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새로 제안한 광원은 측정 범
위를 향상시키고, 센싱할 수 있는 노드 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광섬유 센서에서의 광원으로 높은

그림 1. 두 SOA가 결합한
새롭게 제안한 WSL의 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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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새롭게 제안한
WSL의 훑음 속도에 따른
10 dB 밴드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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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모드 손실에 따른 고출력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모드 불안정성 연구
Influence of transverse mode instability in high power Yb-doped fiber laser on
higher order mode propagation loss
정환성*, 이광현, 김동준, 구준회, 이정환, 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The laser output power of high power Yb-doped fiber laser is limited by nonlinear effects such as
transverse mode instability(TMI) and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 In high power fiber laser, the
TMI phenomena are related with fractions of higher order mode(LP11), relative intensity noise of laser
and higher order mode propagation losses. In this paper, the TMI threshold value of high power fiber
laser wa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higher order mode loss.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기존 레이저 대비 높은 출력 안정성 및 고 품질의 빔품질 특성을 가지
고 있어 기초 과학, 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1].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단일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
kW 급 광섬유 레이저가 보고되고 있다[2].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성능은 모드 불안정성
현상 및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에 의해 제한되며 모드 불안정
성은 고차모드 분율, 레이저 잡음 특성(relative intensity noise, RIN) 및 고차모드 손실과 관계되
어 있다. 광섬유 레이저 증폭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광섬유 내에 장주기 격자 구조가 생성되며 이
로 인하여 고차모드가 발생된다. 발생되는 고차모드는 단일모드와 간섭되어 레이저 출력의 불안정
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서 모드 불안정성 발생시 이득 광섬유의 성능
이 저하되어 레이저 출력 성능 저하가 발생된다. 모드 불안정성을 억제하고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구현하기 위해 단일모드 광원을 주 증폭기의 시드 광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득 광섬
유를 코일링 기구부에 체결함으로써 고차모드 손실을 발생시켜 모드 불안정성 현상을 억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차모드 손실에 따른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드 불안정성 문턱 값에 대한 전산모
사 분석 결과이다. 모드 불안정성 현상은 고차모드 손실, 레이저 잡음 특성, 고차모드 분율, 고출
력 광섬유 레이저용 냉각판의 냉각 성능과도 관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차모드 손실에 따른
모드 불안정성 문턱 값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산모사 분석에 이용한 이득 광섬유의 코어/클래드
크기는 25 μm/400 μm이며 광섬유 코어 NA는 0.065이다. 25/400 이터븀 첨가 광섬유 코어에는
LP01, LP11, LP02, LP21 모드 도파가 가능하나 고차모드 손실 분석시 LP11 모드의 손실만을 고
려하여 분석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LP11 모드 이상의 고차모드는 광섬유 코일링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코일링 반경에 따른 광섬유의 고차모드 손실 분석 결과이다. LP11
모드 손실 분석시 Marcuse 공식을 이용하였다[3]. 그림 2는 고차모드 손실 값에 따른 모드 불안정
성 문턱 값에 대한 전산모사 분석 결과이다. 모드 불안정성 문턱 값 분석 수행시 K. R. Hansen
et al. 결과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해당 결과에 고차모드 손실 값에 대한 항을 추가하여 고차
모드 손실에 따른 모드 불안정성 문턱 값을 분석하였다[4]. 분석 결과 1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
이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3.5 dB 이상의 고차모드 손실이 필요하며 2 kW급 고출력 광섬
유 레이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0.0 dB이상의 고차모드 손실 값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득 광섬유 코일링에 의한 고차모드 손실 확보시 코일링 직경에 따른 이득 광섬유의 기계
적 특성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25/400 광섬유의 구부림 반경에 따른 손실

그림 2. 고차모드 손실에 따른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모드
불안정성 문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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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20, 1976.
[4] K. R. Hansen, T. T. Alkeskjold, J. Broeng, J. Lᴂgsgaard, “Theoretical analysis of mode
instability in high-power fiber amplifier,” Vol. 21, No. 2, pp. 1944-197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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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편광의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증폭기 개발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Yb-doped fiber laser with 3 kW output power
정예지*, 정민완, 김태우, 김상인, 이용수
㈜한화
본 연구에서는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MOPA) 구조의 3 kW급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특성에 대해 보고한다. 그 결과, 입사된 여기광 대비 기울기 효율이 86.2%인 3.008 kW의 레이저 출력을 얻
었다.

이터븀이 도핑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더 높은 kW 출력 이
상의 레이저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하지만 출력이 증가함에 있어 열로
인한 광섬유 손상, 빔 왜곡, 비선형 효과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2]. 따라서 이 한계를 뛰어 넘는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하여 본 연구 그룹은 무편광의 20/400 μm 이중 클래드 이득광섬유를 적
용한 3 kW의 전광섬유 레이저 증폭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레이저 특성에 대해 보고하
고자 한다.
그림 1은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MOPA) 구조의 광섬유 레이저 모식도이다. 이터븀
이온이 도핑된 이중 클래드 광섬유를 사용한 MOPA 구조로써, 시드단 및 증폭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단의 경우, 코어/클래드 직경 10 μm/125 μm의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의 출력은
100 W이다. 증폭단은 (6+1)*1 역방향 펌프광결합기에 600 W급의 976 nm 파장안정화 LD 6개를
연결하여 코어 20 μm, 클래드 400 μm의 이터븀 첨가 이중 클래드 이득 광섬유를 사용하여 증폭
하였다. 또한 잔여 펌프광과 클래드 모드를 제거하기 위하여 증폭단 양 끝단에 각각 클래드 광 제
거기를 연결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증폭을 한 결과, 입사된 펌프 출력 3,43 kW 일 때
최고 출력 3 kW의 레이저 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입사된 펌프광 대비 기울기 효율은 86.2%로
계산되었다.

그림 1. 광섬유 레이저 증폭 구조의 모식도

그림 2. 입사된 펌프 출력 대비 증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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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과 레이저 스펙클 대조도 이미징을 결합한 실시간 의료영상 시스템 개선
Improvement of a Real-time Medical Imaging System Combined
with Laser Speckle Contrast Imaging and Fluorescence Imaging
심민재* /부경대학교 의공학IT융합전공, 안예찬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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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by
through GPU

imaging and laser speckle contrast imaging(LSCI) were combined with the goal of
location of the target tissue using fluorescence and blood vessels in the tissue in
analyzing speckle pattern. It is a non-invasive single light source diagnostic system
parallel operation and multi-threading.

Among several medical images, we combined laser speckle contrast imaging(LSCI) with laser
speckle pattern and fluorescence imaging with fluorescent contrast agents to implement a
real-time non-invasive system[1]. Subsequently, we would like to include an improvement in
the LSCI algorithm. LSCI is used to visualize the blood flow of the target tissue, and
fluorescence imaging is used to locate the target tissue. Among them, LSCI uses a speckle
pattern that is scattered by irradiating a laser to tissues containing blood. When the particles
(i.e. red blood cells) scattering the laser move, the speckle pattern becomes blurred[2]. With
this phenomenon, the speckle contrast value, K, can be obtained to visualize blood vessels. In
a single LSCI, the algorithm of noise correction is essential because speckle contrast image
for space has a relatively lower resolution than for time. Accordingly, correction is performed
for static noise, i.e. dark noise, and temporal noise, i.e. shot no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the two imaging systems into a single light source diagnostic system, maintain
at least 35 fps or more using GPU and multi-threading, compensate for the noise to increase
contrast of LSCI. Blood flow in rabbit ears was observed to confirm the improved system.
The combined imaging system was designed with two monochrome cameras using a beam
splitter so that fluorescence imaging and images for LSCI are coaxial images(Fig. 1). Laser
diodes in the 785 nm wavelength band can be used together as a light source for LSCI and
fluorescent imaging. Image frames obtained from the two cameras move to the computer for
image processing. Image capturing and preprocessing are performed in first thread(T1), and at
the same time, the preprocessed frame is calculated in parallel speckle contrast using a
graphics processing unit(GPU) in second thread(T2) and the processed frame is output to the
monitor in third thread(T3). To spatially analyze the movement of scattering particles in
second thread, speckle contrast, K, of 2048 by 2048 pixels is calculated, and noise correction
and calibration are performed. Speckle contrast is calculated as     〈 〉  . The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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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 pixel intensity. n is index of 3 x 3 mask) for all pixels[3].

When calculating speckle contrast, because the variance and mean contain shot noise and
dark noise these should be subtracted. According to the model proposed by Hultman et al, it
             
in
variance
and
can
be
separated
into
〈〉       〈〉     〈〉   〈〉   in mean[4]. In terms of varience, shot noise may
be modeled as linear equation of average intensity[4],[5]. It is represented by a matrix
operation of          and all elements consist of a square matrix of size 2048. In
order to obtain the coefficient(A) of the first term and constant(B), the average brightness of
the image is adjusted to 10 or more different values according to the distance using a

halogen lamp as a light source. And 60 consecutive pictures are taken for each brightness.
The variance and average of pixels at the same position are obtained from each intensity.
Then, linear regression is performed on the variance-mean coordination for each pixel to
obtain the elements of matrix A,  (n is integer within the range [0, 2048]), and the elements
of matrix B, (n is integer within the range [0, 2048]). Thereafter, shot noise is derived by
substituting the pixel intensity and subtracted on the processing thread in real time.   ,
〈〉   are generated by the dark current of the camera. With all the light sources entering
the camera blocked, 60 consecutive images are taken. Then, these are obtained by calculating
the varience and average of 60 images per pixel. Finally, calibration is performed by dividing


the corrected K by the maximum speckle contrast,  max
.  max
can be acquired from a laser
light source to be used on stationary white paper.
In order to show real-time change in the system, the algorithm was classified into a
preprocessing part including exposure time, an operation part that calculates LSCI in parallel
using GPU, and an output part that displays processed images on the screen. which was
optimized to show the best performance. Among multiple operations from a single thread to
triple thread, the performance was compared(Table 1), and a triple thread was adopted, which
can acquire an image with a maximum 37Hz. We injected ICG into the rabbit's ear to confirm
blood flow in real time with our system. The blood vessels as target tissue changing over time
in the right side(fluorescence) of Fig. 2 and blood flow in the left side(LSCI) can be confirmed.
Table 1. Processing time by LSCI interval in a frame, depending on the number of threads
Single thread
Camera
Frame rate[fps)
Preprocessing
[ms]
LSCI[ms]
Print[ms]
Total time[ms]
current
Frame rate[fps)

Double thread

Triple thread

16

20

25

16

20

25

30

40

16

20

30

35

40

42

30

20

61

50

39

30

20

64

47

31

27

25

18
2
62

16
2
48

20
2
42

23
4
61

27
4
50

29
3
39

28
2
30

26
3
29

18
2
64

19
2
47

18
3
31

21
4
27

22
4
26

16.1

20.8

23.8

16.4

20

25.6

33.3

34.5

15.6

21.3

32.3

37

38.5

Fig. 1. Overall hardware set up and
data flow of images

Fig.2. Images of blood flow sequence
according to time when ICG is flowed into
the target field (left: LSCI image, right:
fluorescence image). (a) t=0, the state in
which ICG has not yet entered. (b) t=1, ICG
inflow into the largest blood vessel. (c) t=2,
the state in which ICG was introduced into
the surrounding small blood vessels. (d)
t=3, the state in which ICG is maximally
flushed into the targe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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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위상 제어 기법이 적용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
Phase-shifting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e system with optical phase
control technique
마혜준, 이승석, 김현성, 최은서*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cesman@chosun.ac.kr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to control the phase using dual pump light in an interferometer with
special optical fiber. In this way, we intend to implement a phase-shifting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ic
system to which an optical phase control technique is applied.

간섭계를 이용한 계측 방법은 파장보다 짧은 거리 변화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위상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밀 계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간섭계 주위 환
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위상을 측정하여 이를 분석하는 경우
대상 물리량을 측정하기 이전에 정밀한 위상 제어가 이루어져야 신뢰성을 가지는 분석결과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간섭계에서 위상 제어를 위한 방법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거울에 미세 거리 조정이 가능한 압전소자를 부착시켜서 간섭계의
기준단의 광경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1]. 본 논문에서는 광섬유 소자를 사용하여 간섭계를 구성
하고, 특수 광섬유를 적용하여 두 개의 펌프광으로 위상을 제어하여 이를 기반으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을 구현하고 신호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 소자를 사용하여 구현된 간섭계에서 발생하는 위상을 듀얼 펌프광을 조절
함으로써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밀 제어가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광섬유 소자로 구현된 간섭계
를 마하젠더 형태로 구현하고 기준단과 샘플단에 특수 광섬유를 연결하였다[2]. 샘플단의 특수 광
섬유에 펌프광을 광세기를 조절하면서 위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펌
프광을 일정 세기로 입사시키면 위상이 π만큼 변화하고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위상이 유지되는
위상 잠금이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기준단에 연결된 펌프광 광세기를 조절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상 변화를 유도하여 정밀한 위상 천이를 유도할 수 있었다[3]. 제안된 기법을 바탕으
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을 구현하고 하고자 하였다. 또한 투명 시료 측정이
가능한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과 불투명 시료 측정이 가능한 반사형 디지털 홀로
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분
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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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xperiments with small animals like a mouse, the breathing of animals cause some distortion of
photoacoustic (PA) and ultrasoud (US) singals which disturbs precise analysis. For the generation of 3D
depth mapped images, we need to remove distortions. We successfully smoothed the skin line using the
data processing method.

Photoacoustic (PA) imaging is a promising, notable biomedical imaging method that provide
fine optical contrast with a high ultrasound (US) resolution in biological substances. The
imaging principle is based on the PA effect which converts the light to US waves (thermal
transformation) depends on the optical absorption properties of the objects. When the
short-pulsed laser (less then 10 ns) illuminates the target sample, it absorbs the light and the
generates the US signal so called “PA waves”. Then the US transducer detects this signal
and reconstruct the functional image. In general, because PA imaging system utilizes the
traditional ultrasound transducer, it is possible to obtain both PA and US imaging data in a
single imaging platform. By obtaining PA and US data simultaneously, we can access the
integrated functional and structur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1]. However, during in vivo
preclinical experiments with small animals, for example the anesthetized mouse breathing
cause skin distortion which disturbs the accurate in vivo analysis. To overcome this
limitations, we have suggested the skin compensation process by developing Matlab software
and successfully modified the distorted skin line.
We got PA and US signals of a mouse simultaneously using dual modal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imaging system. US images are good at providing structural information so that
we can detect the location of skin line using b-mode US images. Detected skin lines are
smoothed and signals ar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rocessed skin lines. Based on the
location detected in US imaging, PA signals can be reorganized. As shown in figure1, we
confirmed that signals are well processed so that distorted skin lines are well smoothed. After
the skin compensation process, blood vessels and internal organs are represented more clearly.
Also, removing the distortion of signals make it possible to calculate 3D depth mapping.
Improved images and 3D depth mapped information by the skin compensation process can
give more precise and accurate information of small animals in preclinical applications.
As a result, we successfully compensated distortion of skin lines caused by breathing and
this can lead to better resolution images of in vivo small animals. Through this improvement,
we can detect more precise position of organs, tumors and vessels and expect lots of
advancement in preclinical biomedical field.

Figure 1. Before and After processing images of ultrasound
and photoacoustic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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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domain MRI reconstruction using CNN-GAN networks removing aliasing
and blurring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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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based on dual-domain
architectures that work both the frequency domain(k-space) and the spatial (image) domain. This method
is used to remove aliasing and blurring artifacts of reconstructed images from under-sampled k-space
data. This will be more generalized for clinical applications.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s a widely used non-ionizing medical imaging modality.
In MRI the data samples are not being directly connected with image rather than k-space.
K-space contains spatial frequency information that is acquired line-by-line and converted to
images by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IFFT). For high-quality reconstructed images
need full k-space data but it increases the acquisition time. A long acquisition time in MRI
generates motion artifacts and is less patient-friendly. A common way to accelerate MRI
acquisition is to collect fewer measurements and reconstruct the image using a partially
observed k-space. Since this creates image blur or aliasing artifacts according to the
Nyquist-Shannon sampling theorem. In our work, we proposed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based on dual-domain architectures that
work both the frequency domain(k-space) and the spatial (image) domain. This method is
used to remove aliasing and blurring artifacts of reconstructed images from under-sampled
k-space data. This will be more generalized for clinical applications.

Fig. 1. The proposed MRI image reconstructed method
Firstly, u-net[1] based CNN network works in k-space domain and reconstructed fully
k-space from 10 to 30 percent acquired under-sampled MRI raw data. Adjacent slices and
neighboring data points are used to reconstruct fully sampled k space. This network helps to
remove artifact aliasing that generated due to a smaller number of frequency samples.
Secondly,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works in image domain to enhance the
image quality such as remove blurring artifacts and increased the image resolution. The

discriminator of GAN network is trained by fully-sampled k-space images. This network is
trained to minimize the loss between the reconstructed and corresponding fully sampled
images.
The metrices used in this proposed method are normalized mean squared error (NRMSE),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structural similarity (SSIM) and the average reconstruction
time per slice (millisecond). These metrices are compared between fully sampled images and
under-sampled reconstructed images. Low NRMSE and high PSNR and SSIM values represent
better images. This approach uses only 25% undersampling k-space data and 2D poisson disk
(PD) sampling pattern. A volumetric T1-weighted MR sequence of Calgary-Campinas-359 [5]
datasets used for training, validation and testing.
It provides better result than k-domain based method active MR k-space sampling[2] ,
image domain-based DAGAN [3] network, and cross-domain based network w-net [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NRF2020R1A2C1101258), and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No.2021-0-00750, Development of HOE technology to provide 4
diopter range focus cue for AR/MR),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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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결맞음단층촬영 기술을 이용한 구리 부식 분석 연구
Copper oxidation analysis on corroded Cu surface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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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700 nm 파장 대역의 레이저 광원을 사용
하는 OCT 시스템으로 부식된 구리의 표면 산화막을 영
상화하고 분석했다. 샘플 연마 조건에 따른 부식 현상
을 OCT신호로 관찰하고, 구리 부식 진행 정도를 OCT
를 활용하여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로 촬영한 이미지이다. 미세 연마한 시편이 2000
grid로 연마한 시편보다 신호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세 연마한 시편의
산화막이 더 두껍다는 것을 나타낸다.

I. 서론 및 배경
금속 부식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이다[1]. 지금까지의 부식 측정법은 금속 자체의
변화(질량, 저항, 임피던스 등)를 직접적으로 측정
하거나 주변 환경을 통해 부식의 정도를 간접적
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으로 부식시킨 금속
표면 산화막의 광학적 특성변화와 OCT 이미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광기술 기반 비파괴 부식 모
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다양한
의료분야에 영상진단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미세생체조
직구조를 3차원으로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CT를 활용하여 금속표면 산화막
을 측정하였다. 산화막에서의 광 투과율이 높은
1700nm 파장의 광원을 사용한 OCT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3].
II. 연구 내용 및 결과

[그림 1] 구리(Cu) 부식 시편 (a) 2000 grid, (b) 미세 연마

구리(Cu)를 사용하여 부식 측정용 시편을 2가
지 제작하였다. 각각 2000 grid(~10μm)와 미세 연
마(1μm이하)로 연마를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900
도 열처리하여 산화를 진행 시켰다[그림 1]. 열처
리 과정동안 산소 공급은 따로 하지 않고, 대기
중에 산소를 노출시켰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swept-source
OCT
시스템의
중심
파장은
1680nm, 파장 가변범위는 150nm, 깊이 분해능은
~25μm이다. [그림 2]는 부식된 구리 시편을 OCT

[그림 2] OCT로 측정한 구리 시편의 depth profile
(a) 2000 grid, (b) 미세 연마

[그림 3] SEM Image, EDS 성분분석 결과
(a) 2000 grid, (b) 미세 연마

[그림 3]은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SEM 이미지와 EDS 성분분석 결과이다. 2000 grid
시편은 약 4μm, 미세 연마 시편은 약 6μm의 산
화막을 확인했다. OCT 이미지와 동일하게 미세
연마 시편의 산화막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700nm 대역의 OCT를
사용하여 금속의 표면 부식상태와 산화막의 깊이
정보를 3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
후 금속 산화막의 광 감쇄율의 특성과 표면 반사
율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금속의 부식상태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 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사업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GIST Research Institute APR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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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모델에서 복막 전이성 종양 연구를 위한 형광 복강경 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to investigate
peritoneal metastatic tumor in a mou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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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ed and evaluated a laparoscopic system in a mouse model of peritoneal metastasis. The
specific fluorescence signal was obtained from the peritoneal tumor via a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This system can be used for the monitoring of the therapeutic response of promising agents in
preclinical animal models in vivo.

Colorectal cancer is a critical cancer disease that ranks second in cancer-relate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consistently ranks high in cancer-related mortality, and the
mortality rate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westernized diet [1]. The type of peritoneal
metastasis in colorectal cancer is observed in 20-25% of cases without metastasis to other
organs,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s only 6-9 months [2]. Systemic chemotherapy,
cytoreductive surgery, and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are being used as
treatment methods of peritoneal metastasis, and related clinical studies are being conducted [3].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and evaluate a laparoscopic system that can be used for
treatment and monitoring in a mouse model of peritoneal metastasis.
We developed a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by modifying the fluorescence endoscope
system (HOPKINS II Telescope 27301AA, Karl Storz, Tuttlingen, Germany), which was
previously reported [4]. Briefly, about a 1.9 mm diameter endoscope was used for the
laparoscopic system (Figure 1A). Single RGB camera (acA1920-40uc, Basler AG, Germany)
and another monochrome camera (Retiga R1, Qimaging, Surrey, BC, Canada) were fused
with a beam splitter (30:70 (Reflection: Transmission). An air-inflating tube and liquid
light guide from a multi-channel LED light source (TouchBright X6, Live Cell Instrument,
Seoul, Republic of Korea) were connected to the endoscope. All systems were attached
with articulating ball stage (SL20/M, Thorlabs, NJ, USA) for better movement during
laparoscopic imaging. Peritoneal mouse tumor models were generated by injecting 1 ×
105 cells fluorescent cancer cells (SL4-DsRed) into the mouse peritoneum. A tip of the
laparoscopic probe was inserted into the mouse abdominal cavity via a small opening
(Figure 1B). Then we underwent exploration and obtained images with white light
(Exposure time: 35 ms, Gain: 10) and fluorescence (Exposure time: 300 ms,
Excitation/Emission= 525 nm/628 nm) image. The white light image showed multiple
tumor masses attached to the abdominal peritoneum of the mouse in vivo (Figure 2A).
The fluorescence image revealed a tumor-specific red-fluorescence signal in the
corresponding site (Figure 2B). The autopsy showed a focal mass in the abdominal wall,
and the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clearly showed the tumor-specific fluorescence
signal (Figure 3).

In conclusion, we developed and evaluated the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in the mouse
peritoneal metastasis model. This system can be used to the monitoring of the therapeutic
response of promising agents in preclinical animal models in vivo.

Figure
1.
Development
of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A)
Photograph
of
fluorescence
laparoscopic
system.
(B)
Photograph of the inserted laparoscopic tip in
the inflated abdominal cavity of the peritoneal
seeding mouse model. The metastatic peritoneal
tumor was seen in the abdominal cavity
(arrow)

Figure 2. In vivo fluorescence laparoscopic
imaging. (A) White light laparoscopic
imaging of tumors attached in the
peritoneal wall of mouse abdominal cavity
in vivo. (B) Corresponding fluorescence
laparoscopic image of the tumor.

Figure 3. Fluorescence laparoscopic imaging in the autopsy mouse model. (A) Photo graph of
peritoneal tumor formation (Red-circled) in abdominal peritoneum. (B) The closed white light
image of the peritoneal tumor using the laparoscopic system. (C) Corresponding fluorescence
image of the laparoscop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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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ic imaging is used for merging multiple overlapping imaging patches into a wide-field-of-view
image. As various feature generation algorithms were applied and analyzed using a high-resolution PAM
image to achieve and optimize mosaicking process. The analytic results indicat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ide-field PAM images, realized by applying suitable methods.

Photoacoustic microscopy (PAM) had a spotlight as an emerging imaging modality which
helps detect optical absorption contrast with micro-scale resolution through photoacoustic
effects. Under the influence of a nanosecond pulsed laser, molecules absorbed the laser energy
and generated wide-band acoustic waves via thermal elastic expansion. The PAM technique
was limited in its application in pre-clinical implementations owing to its narrow image
scanning range induced by short-range scanners (MEMS, galvanometer). When the
scanner-based PAM systems provided almost real-time imaging speed, they still required
additional imaging rearranging and reconstruction processes.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feature detection algorithms for the mosaic PAM imaging process. Feature generation (or
feature detection) was the process of finding the corners and shapes of objects, which
revealed interesting feature objects. The feature detection algorithms SIFT, SURF, ORB,
AKAZE, and GoodPoin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feature detection algorithm in mosaic PAM imaging, (1) processing time, (2) number of
matching points (NNDR), (3) good matching ratio (GNR), and (4) matching efficiency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An OR-PAM system was used to acquire all experimental data in this study (Figure 1a).
The nano-second pulsed laser was controlled by a pulse-width modulation (PWM) channel
from the data acquisition board to operate the 532 nm centered wavelength laser beam with a
pulse width of 6 ns. The OR-PAM scanning driver and reconstruction process were operated
using the LabVIEW program. The measured lateral and axial resolutions were 12 um and 27
um [1], respectively.
Figure 1b showed the step-by-step feature generation process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wo important features: (1) feature localization and (2) feature descriptor. Feature
localization is generated from the shape of the object in the image, which showed the
difference in intensity between the object and the background. This identification process was
called the feature descriptor The feature extraction and matching in two neared PAM image
patches were conducted by SIFT, SURF, ORB, AKAZE, and GoodPoint by controlling the
overlapping area from 5% to 80%.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of various feature-generation algorithms. The
stitching processing time of ORB (1.177 ms) and AKAZE (1.273 ms) were the fastest
algorithms in replying to the results. Estimating the number of matching points, the

overlapping area was below 10%, none of the methods generated sufficient matches for the
mosaicking process and did not generate any matching points. In the upper 40% duplicated
overlapping area, SURF showed the number of matching points equal to SIFT (35 matching
points) at 45% overlapping area, when GoodPoint generated 24 matching points. The GMR
values for different overlapping areas: GoodPoint showed good opportunity with 55.4 matching
points and passed the NNDR condition at the 20% overlapping range. The GMR of SIFT and
SURF linearly increased from 2% at 10% overlapping area to 75% (SIFT) and 65.6% (SURF)
at 80% overlapping area. AKAZE showed a GMR value of 2% at 40% overlapping area and a
GMR value of 65.6% at 80% overlapping area. Estimated the matching efficiency which
indicated the number of accepted matches by time to compare the efficiency among all
implemented algorithms. GoodPoint was too slow, so its generator only showed 0.7 matching
points per 1ms. At 30% overlapping range, SIFT and SURF enabled the generation of 6.46
and 5.78 matching points per 1ms, respectively. AKAZE could generate 6.46 matching points
(at 60% overlapping range), and ORB could generate 6.51 matching points (at 70% overlapping
range) per 1ms.

Figure1:a)
schematic & pre-processing, b) Feature generation & mosaic
processing OR-PAM
in vascularscann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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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 기반 네트워크 보안 장치
Secure Network Integrated with Quantum Key Distribution
이은주*, 손일권, 심규석, 김용환, 배광일, 이원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자암호를 네트워크 보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자키분배 시스템에서 생성한 양자키를 기존 네트워크 보
안 프로토콜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과학기술연구망(KREONET)과 같은 성형 네트워
크에 적용하기 위한 양방향 양자키분배 장치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장치인 IPSec 장
치와 연동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수학적 복잡도에 기초한 고전적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프로
토콜은 추후 개발될 고성능 컴퓨터나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현재 ID Quantique,
Toshiba 등의 기업에서 제작한 상용 양자키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 시스템은 단
대단 통신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는데, 추후 광역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에도 적용하
기 위해서는 QKD 장치에서 발생한 양자키를 기존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IP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IPSec[1]의 키 교환 단
계에서 사용하는 고전 알고리즘 기반 암호키를 양자키로 대체하는 방법이 고안된 바 있다. [2, 3]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관리,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상용
망 수준의 고성능 국가 연구망으로, 약 200여 기관의 주요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천문/우주,
기상기후, 바이오 등 첨단 연구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
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KREONET에 QKD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해보기 위해 2020년에 국가 주요 연구데이터 센터 간 상용 QKD 시험망을 구축하였다. 추후 QKD
를 연구망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QKD 장치와 키 관리 시스템(Key Management
System, KMS)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데, 이 논문에서는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한 자체 개발 양
자키분배 장치와 기존 IPSec 장치를 연동 시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QKD-IPSec 연동 시스템은 대칭키를 생성하는 QKD 장치, QKD 장치로부터 키를 수신하여 장치
간 IP에 대한 단대단 보안 통신을 수행하는 IPSec 장치 및 키를 수신, 관리 전달하기 위한 키 관
리 시스템(Ke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QKD 장치 및 IPSec
연동 운영 장치의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KREONET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성형
(star-type) 네트워크인 점을 고려하여, 수신단에 광원과 단일광자검출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구
조인 Plug&Play BB84 프로토콜을 적용한 QKD 장비를 제작하였다. QKD 장치에서 생성한 키 정
보는 KMS로 전달되고, KMS는 수신한 키 정보를 저장하여 IPSec 장치에 전달하기 위한 세션 키
를 생성한다. IPSec 장치는 IP 계층 데이터 패킷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VPN 장치로서, IKE에
의한 인증 및 키 교환을 수행한다. IKE에 의해 QKD-IPSec 양단 장치간의 키가 생성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암/복호화되어 응용 시스템에 전달된다.
QKD-IPSec

연동

시험을

위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전체

시스템은

QKD

장치,

QKD-IPSec 장치, KMS, QKD 제어용 PC, QKD 내부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로 구성된다.
QKD 송수신부 사이의 양자채널 길이는 20 km로 설정하였고, 이 키는 QKD 장치 내부 키관리 에

(그림 1) KREONET에 적용하기 위한 Q1KD-IPSec 장
치 구성
이전트를 통해 KMS로 전달되며. QKD-IPSec은 이 키를 전달받아 IKE를 수행한다. 연동망 구성
을 통해 동영상 스트림이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됨을 확인하였고, 이 때의 최종 키 생성률은 약 1
kbps이었다.

(그림 2) QKD-IPSec 연동망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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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great interest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hotonic elements made of artificial subwavelength nanostructures that outperform the conventional counterparts in terms of various metrics including
compactness and efficiency. Besides, such artificial nanostructures provide a new test medium for observing novel
properties of light such as negative and even zero refractive index values. The talk will cover mainly the overview
of nano-photonic structures designed with different tools to implement optical cloaking, metasurfaces, and inverse
designed photonic devices such as wavelength de-multiplexers, nano-beam cavity and optical filters.
Full wave analysis based on Maxwell’s equations is a powerful technique to underpin the light interaction with the
complex nanophotonic structures that may have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The forward design approach
integrated with some computational methods such as finite-difference time-domain or finite-element method has
been a conventional approach that usually implement trial and error parameter search and optimization to reach
the targeted metrics. There are serious drawbacks of this standard commonly used technique. One is the
incapability of the searching wide range of the parameter space. The other drawback is the lack of defining
appropriate structural and material parameters to satisfy the objectives of the problem. Finally, as the volume/area
of the design domain reduces to have densely integrated photonic devices, intuition-based design provides very
poor performances. Consequently, inverse design techniques in photonics hold great opportunity not only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photonic devices but also reach novel design and applications with multi-objectives [1].
Figure 1 presents different studies carried out by using various inverse design tools including objective first
approach and metaheuristic methods [2-7].

Figure 1. A collection of studies implemented with the inverse design tools. (a) Bi-directional cloaking structure, (b)
diffractive multi-level focusing lens, (c) integrated cylindrical lens, (d) 1x2 polarization independent wavelength
demultiplexer, (e) 1x6 wavelength demultiplexer, and (f) high-Q nano-beam cavity.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inverse design techniques and reveal the fact that only intuitionbased trial and error approach cannot enable to obtain artificial nanophotonic structures with superior performance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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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고속 스티어링 미러 및 팬-틸트 모듈 기반 이동 환경 양자암호통신용
근거리 양방향 빔 트래킹 시스템
Bidirectional Short-range Beam Tracking System for QKD on Mobile Platform
Using Pan-tilt Module and MEMS Steering Mirror
김민철*, 임경천, 최병석, 최중선, 김갑중, 백주희, 고영호,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
We report bidirectional beam tracking systems and their tracking performance in moving
environment. The system consists of a pan-tilt module and a CMOS camera for coarse tracking, a
MEMS mirror and a quadrant-cell photoreceiver for fine tracking. The tracking performance was
measured by placing transmitter system on a mobile platform.

수학적 계산 복잡성에 의존하는 기존의 공개키 방식과 달리,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적 법칙에
의해 도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1]. 그 중 무선 양자암호통신은 시스템의 소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 무인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3]. 무선 양자암
호통신은 단일 광자를 자유 공간으로 송·수신해 암호키를 분배하는 특성상, 광 경로의 정렬을 확
보하기 위해 양방향 빔 트래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 양자암호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빔 트래킹 시스템과 이동 환경에서의 트래킹 성능을 보고한다.
보고하는 양방향 빔 트래킹 시스템의 구성은 coarse tracking과 fine tracking의 두 단계로 구분
된다. Coarse tracking은 송신부로 650nm의 레이저 광원과 수신부로 팬-틸트 및 카메라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Fine tracking은 송신부로는 소형화를 위해 SFP 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했으며, 양방향
트래킹을 위해 하향 신호에는 1530nm, 상향 신호에는 1310nm의 서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였다.
Fine tracking에서 빔의 조향과 빔의 위치 검출에는 MEMS 기반 고속 스티어링 미러와 사분할
광 검출기를 각각 이용하였다. 빔 트래킹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는 수신부 시스템을 고정하고, 송
신부 시스템은 이동 플랫폼에 탑재한 뒤 송신부가 이동하는 환경에서 빔 트래킹 성능을 측정했다.

그림 1. 양방향 빔 트래킹 시스템 성능 측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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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을 과적합 없이 학습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사 난수의 길이
Length of Pseudorandom Binary Sequence Required to Train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out Overfitting
김종완*,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We provide a design guideline on pseudorandom binary sequence (PRBS) length required for tra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without experiencing the overfitting for a given size of the ANN. The findings would be used to select the
PRBS length for training the ANN.

인공 신경망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비선형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학습하고 특징을 알아내 이를 표현하는 방법
을 만들고,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 낸 표현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광통신에서도 인공 신경망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신단에서 여러 심벌들 사이의 비선형적 상호 작용으로 인한 파형 왜곡을 보상하기 위하여 인공
신경망의 비선형 함수 처리 능력을 활용한 인공 신경망 기반의 비선형 등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
[1]. 인공 신경망 학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은 유사 랜덤 비트 시퀀스 (PRBS)이다. 이는
이 시퀀스가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LFSR)과 배타적 논리
합(XOR) 연산으로 쉽게 생성이 가능하고 [2], 순수 랜덤 시퀀스와 비슷한 통계적 특징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 신경망 비선형 등화기의 학습을 위해 PRBS 를 사용할 경우 인공 신경
망이 PRBS 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습되더라도 전체 PRBS 패턴을 예측할 수 있지만, 다른 패턴
의 PRBS 가 사용된다면 성능이 나빠지는 과적합 (overfitt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PRBS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PRBS 패턴의 최소 길이에 대해 분석
한다. PRBS 생성기는 LFSR 과 2 개의 입력 (LFSR-2) 혹은 4 개의 입력 (LFSR-4)을 받는 XOR
연산이 피드백 루프로 사용되는 구조로 나누어지고, 생성 규칙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x ( n ) = x ( n − l1 ) ⊕ x ( n − l2 )
x ( n ) = x ( n − m1 ) ⊕ x ( n − m2 ) ⊕ x ( n − m3 ) ⊕ x ( n − m4 )

(1)
(2)

위의 식에서 x(n)은 N 차 PRBS (PRBS-N)의 n 번째 비트를 의미하며, ⊕은 XOR 연산, l1 과 l2 는
LFSR-2 구조의 탭 위치, 그리고 m1, m2, m3, m4 는 LFSR-4 구조의 탭 위치를 의미한다. 모든 탭 위
치들은 양수이며, l1 은 l2 보다 큰 값을 갖고, m1, m2, m3, 그리고 m4 는 m1 > m2 > m3 > m4 의 관계를 만
족한다. 이 식에서는 중심 탭 인덱스가 PRBS-N 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PRBS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중심 숫자들이다. 위의 중심 탭 인덱스에서 ‘-’ 기호는 선행 비트를 의미한다. 위의
PRBS 생성기는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탭 인덱스로 표현이
가능하다. 광통신에서는 광섬유의 색분산이 광펄스를 중심으로부터 대칭적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으
므로 인공 신경망 비선형 등화기에는 대칭적인 입력 시퀀스를 넣어준다고 가정하였다. 인공 신경망
의 입력 크기가 k 일 때 PRBS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요구되는 입력 시퀀스의 최소 길이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k ≥ L L F S R 2 = m ax ( l 2 , l1 − l 2 )

k ≥ LLFSR 4

 max ( m2 , m1 − m2 ) , 


= min  max ( m3 , m1 − m3 ) , 
 max ( m , m − m ) 
4
1
4



(3)

(4)

PRBS 생성 규칙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 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PRBS-N 의 패턴을 만들고, 시간 인덱스에 n 에 관하여 k 개의 선행 비트와 k 개의 후행 비트
를 인공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어준다. 이 때 현재 비트인 x(n)은 입력에서 제외된다. 인공 신경망
에는 10 개의 은닉 뉴런이 사용되었고, 정류된 선형 유닛 (Rectified Linear Unit: ReLU)과 시그모
이드 (Sigmoid) 함수가 은닉 층과 출력 층의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었다. 인공 신경망의 최소 입력
크기를 얻기 위해서 입력의 크기 k 를 바꾸어가며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BER 을 계산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는 10,000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배치 크기는 200, 에포크는
1,000 으로 설정되었다. BER 계산을 위해서는 백만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그림 2 는 식 (3)과 (4)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로 PRBS 의 차수, N 에 따른 인공 신경망의
최소 입력 크기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입력의 크기 k 가 식 (3)과 (4)에서 계산된 최소 입
력 크기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0 에 가까운 BER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인공 신경망
의 입력된 일부의 PRBS 패턴으로부터 전체 PRBS 패턴을 예측하는 과적합을 뜻한다. 반대로 입
력의 크기가 최소 입력 크기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에는 BER 이 0.5 에 가까운 값을 얻어 인공
신경망이 PRBS 패턴을 예측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인공 신경망을 과적합 없이 학습
하기 위해서는 인공 신경망의 입력 크기가 식 (3)과 (4)로부터 얻은 최소 입력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공 신경망을 과적합 없이 학습시키기 위한 최대 입력 크기는
각각 LLFSR2 – 1 과 LLFSR4 – 1 이다.

그림 1. 시뮬레이션 구성도

그림 2. 신경망의 최소 입력 크기 (a) LFSR-2 (b) LFS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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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망을 위한 sub-THz 인도어 네트워크
Photonics-based sub-THz indoor network for 6G/b5G
문상록*, 성민규, 김언상, 나해영, 이준기, 조승현
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In this study, sub-THz indoor network is proposed and its performance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downstream and upstream transmission, photonics-based and electronics-based approach are applied
respectively, with considering requirements of each transmission systems. We also discuss several

remaining technical challenges in real-field deployment.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 거론되고 있는 6G 무선 네트워크는 100 Gb/s 이상의 높은 신호 전송
속도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100 GHz 이상의 캐리어 주파수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고려하고 있
다. 이때, 100 GHz 이상의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무선 신호는 직진성이 높아, 벽이나 장애물이 많
은 인도어 환경에서는 건물 외부로부터 신호가 전달되기 힘들어 별도의 인도어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인도어 네트워크의 구조 및 성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고속 통신망을 위한 sub-THz 인도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검증하였다. 이 구조는, 기존 5G 네트워크인 RoF-DAS (Radio over
fiber-distributed antenna system)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 5G 네트워크에
서 seamless 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1]. 무선캐리어 주파수대역으로는 낮은 전송손실, 비면허
대역, 증폭기의 구현가능성등을

고려해 200-300 GHz 대역을 사용하였다. 고속 신호 전송이 필요

한 하향 신호의 경우에는 넓은 대역폭과 낮은 전송손실을 가지며 기존 광통신에서 성숙된 고속통
신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광기술 기반의 sub-THz 신호 전송기술을 적용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송속도가 낮으며 크기 및 가격효율성이 중요한 상향신호의 경우에는 전자기술 기반 sub-THz
신호 전송 기술을 적용하였다. 각각 하향 100 Gb/s, 상향 25 Gb/s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제
안한 구조가 실제 필드에 적용되기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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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그림 2. sub-THz 신호 전송 실험 결과. (a) : 100 Gb/s 하향신호의 송신파워별 무선전송거리
에 따른 BER. (b) : 25 Gb/s 상향신호의 무선전송거리에 따른 BER (송신파워 0.5 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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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를 이용한 코히어런트 테라헤르츠 무선 전송 실험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Coherent THz Wireless Transmission Using
Silicon Photonic Integrated Circuit
이원경1,*, 한승준2, 문상록1, 이준기1, 유경식2, 조승현1
1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연구본부, 2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Coherent terahertz (THz) wireless transmission is experimentally demonstrated by using a dual-parallel
Mach-Zehnder modulator (MZM)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a
clear constellation diagram and error-free 1-m THz wireless transmission with bit-error rates of 10-6 or
less at a data rate of 50 Gbps.

테라헤르트 무선 통신 기술은 5G 이상 및 6G 네트워크의 필수 요구사항인 1 ms 이하의 저지
연, 1 Tbps 이상의 데이터 처리량 등을 충족시키는 핵심 기술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테라헤르츠 무선 통신 기술은 고급 광통신 기술을 활용한 광 백본 네트워
크와 무선 네트워크 간의 원활한 연결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인한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등
의 장점이 있다 [1]. 코히어런트 테라헤르츠 신호 전송 기술은 100 Gbps 이상의 전송 속도와 140
Gbps의 피크 속도를 요구하는 6G 프론트홀과 백홀 용량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2].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테라헤르츠 무선 통신 기술은 고차 변조 형식과 고속 변조, 무선 링크 거
리 확장 등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어왔다. 최근에는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
를 이용하여 40 Gbps NRZ(Non-Return-to-Zero) 테라헤르츠 신호를 무선 링크 1.4 m까지 전송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3]. 또한 플라즈모닉 변조기를 이용하여 36 Gbps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테라헤르츠 신호를 16 m까지 전송한 연구가 있으며, 복잡한 제조 과정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4].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50 Gbps QPSK 테라헤르츠 신호를 1 m
무선 링크에서 에러 없이 전송한 결과를 설명한다.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는 QPSK,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과 같은 고차 변조를 담당하는 이중 병렬 마흐젠더 변조기와
변조 신호와 로컬 신호를 하나로 합치는 다중모드간섭 (Multimode Interference) 커플러, 입출력
커플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격자(Grating) 커플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제작된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의 전체 손실은 21.4 dB이었고 이 중에서 이중 병렬 마흐젠더 변조기의 삽입
손실은 10.1 dB로 측정되었다. 3 dB 대역폭은 5 V 역 바이어스 전압에서 18 GHz로 측정되었으
며, 변조 효율( ∙  )은 1.4 V⦁cm이었다.
제작된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20 Gbps부터 50 Gbps 속도의 QPSK 신호로 변
조한 후, UTC-PD(Uni-Traveling-Carrier Photodiode) 에서 테라헤르츠 신호를 생성하여 1 m 무
선 링크를 통해 전송하였다. 혼 안테나를 통해 테라헤르츠 신호를 수신하여 테라헤르츠 믹서에서
중간 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로 변환, 디지털신호처리 (DSP)를 통해 정보를 복원하였다.
변조 신호는 1547.8 nm 중심 파장의 200 kHz 선폭을 가지는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로컬 신호는
변조 신호와 2.2 nm 떨어진 1550.0 nm 중심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변조 신호와 로컬 신호
의 비팅에 의하여 UTC-PD에서 275 GHz에 해당하는 테라헤르츠 신호가 발생하였다. 디지털신호
처리는 수신 신호로부터 주파수 오프셋을 계산하여 위상을 회복하고, 전송 시 발생하는 잡음에 의
한 신호 왜곡을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UTC-PD의 광전류가 1 mA 이상에서, 20 Gbps에서


50 Gbps까지 106 심벌 길이의 QPSK 테라헤르츠 신호를 1 m 무선 링크를 통해 에러 없이 전송하
였다. 또한 IQ 평면에서 이상적으로 전송된 기호와 수신된 기호 간의 차이에 대한 평균 제곱근 값
으로 정의되는 EVM (Error Vector Magnitude)을 측정하여 더 구체적인 BER 값을 추정하였다.
20 Gbps에서 50 Gbps까지 QPSK 신호에 대한 추정된 BER 값은 7 % HD-FEC (Hard Decision
Forward Error Correction)보다 작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1 m 코히어런트 테라헤르츠
무선 전송 후 QPSK 신호의 성상도가 매우 명확하게 측정되었다.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를 이
용한 코히어런트 테라헤르츠 무선 전송에 대한 실헐 결과는 5G 이상 또는 6G 네트워크의 대용량
전송 성능 뿐만 아니라, 비용 및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율적인 테라헤르츠 무선 전송 기술을 제공
하며, 고속 저비용 센싱 네트워킹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실리콘 포토닉스 집적회로 구조

그림 2. 코히어런트 테라헤르츠 1 m 무선 전송 후 QPSK 신호 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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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변조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한 sub-THz 대역 무선 전송 시스템에서
무압축 4K 영상 전송
Uncompressed 4K videos transmission in directly modulated laser diode in
sub-THz band wireless transmission system
김언상*, 문상록, 성민규, 이준기, 조승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We anlayze the transmission performances of uncompressed 4K videos over directly modulate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 (DFB-LD)-based sub-THz wireles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ies of
the received 4K video signals, the chirp management based on laser-to-filter detuning effect is
additionally applied. We successfully transmit 4K UHD video signals over 2.3 m wireless transmission
distance with no black frames.

차세대 6G 이동통신 시스템의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밀리
미터파(millimeter wave) 대역보다 넓은 atmospheric transmission window를 보유하고 있어 100
Gb/s 이상의 초광대역(ultra-broadband) 전송이 가능하다. 대용량 무선 트래픽 전송이 가능한 장
점을 기반으로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무선 전송 기술은 XR(eXtended Reality), tactile
internet, V2X, 3D 홀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차세대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력적인 주파수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고, 최근 초광대역의 sub-THz 무선 전송 기술을 활용한 몇가지 응용 분야
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실시간 고화질 영상 신호
전송이다. 150 GHz 이하의 sub-THz 대역을 이용한 무선 전송 링크를 구성하여 HD(high
definition), 4K UHD(ultra high definition)급 영상을 성공적으로 전송한 결과, 600 GHz 대역을 이
용하여 HD 영상 신호를 전송한 결과, 그리고 직접변조레이저 기반의 THz 신호 생성을 통해 무압
축 HD, 4K 영상 신호를 전송하고 영상 신호의 품질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1-3].
이처럼 T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대용량 무선 트래픽 전송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대두
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사례 연구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원
격진료 시스템(telemedicine system), 원격 수업(remote learning), 영상 회의(video conference)와
같이 고품질의 실시간 영상 전송 서비스를 위해 THz 무선 전송 기술은 유력한 물리 계층 후보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 [4].
본 논문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직접 변조 레이저 다이오드 기반 sub-THz 무선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무압축 4K 영상 신호를 전송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적 검증을 위해 직접변조용
DFB-LD, photomixer용 UTC-PD와 direct detection THz 수신기인 SBD(schottky barrier diode)
를 이용하여 sub-THz 무선 전송 링크를 구성하고, BER 성능 및 수신된 무압축 4K 영상 신호의
품질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광학적 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chirp management를 적용함으로
써 무압축 4K 영상 신호 전송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림 1. 무압축 4K 영상 신호 전송을 위한 DFB-LD 기반 sub-THz 무선 전송 실험 구성도

그림 2. 무선 전송 거리 변화에 따른 무압축 4K 영상 신호 전송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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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주파수 밴드를 사용하는 6G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위한
Photonic-wireless network 시연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Photonic-Wireless Network to support 6G
Radio Access Network using Terahertz Band
성민규*, 문상록, 김언상, 김수연, 이원경, 김승환, 이현재, 이종현, 조승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the photonic-wireless network in 0.3 terahertz for 6G radio access
network. 32-FA of 5G-NR signal with 400 MHz frequency are successfully transmitted over 0.3 terahertz
wireless link achieving carrier-to-noise ratio of 16 dB.

최근 이동 통신은 Long Term Evolution (LTE) 기반 4 세대 (4G)를 넘어 5 세대 (5G) 시스템
으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밀리미터파 (millimeter wave) 기반의 5G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용화와
함께 초고속, 저지연, 지능적 연결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다음 세대의
무선 통신 기술 개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다 더 높은 데이터 속도 및 짧은 지연에 대한 요구
는 통신 시스템의 진화에서 계속 진행되어왔던 추세이다. 몰입형 다중 감각 확장 현실(immersive
multisensory extended reality, XR), 자율 운전, 홀로그램 통신 등 높아지는 다양한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00 GHz 이상에 위치하는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beyond 5G 또는 6G의 이동 통신
을 위한 매력적인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2]. 그러나, 테라헤르츠 대역에서는 경로 손실
(path loss)이 밀리미터파 시스템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작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요구되는 antenna-site의 개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6G radio access network
(RAN)에서는 단순화된 구조의 Remote unit (RU) 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6G-RAN을 지원하
는 효율적인 모바일 전송 네트워크로서, Intermediate frequency-over-fiber (IFoF) 및 optical
heterodyn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hotonic-wireless network 구성이 좋은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Baseband unit (BBU) 또는 distributed unit (DU)과 RU 사이의 네트워크인 모바일프론트홀
구간에서 아날로그 IFoF 기술은 대역폭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3]. 또한, 기존의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PRI) 기술의
digital-to-analog 변환에서 발생하는 RU의 높은 구현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optical
heterodyne을 활용한 캐리어 생성방법은, 전자소자 기반의 Mixer 없이 테라헤르츠 대역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테라헤르츠 주파수에서 트랜지스터의 제한된 작동 주파수 및 마이크로
전자 장치의 큰 손실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제약을 갖는 전자소자 기반의 Mixer에 비해 구성
및 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기술을 활용한 photonic-wireless
network 구성은, RU의 비용 절감 및 단순화 측면에서 6G-RAN을 위한 좋은 솔루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6G-RAN을 위한 photonic-wireless network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하고 위
구조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FA가 400 MHz의 크기를 갖는 5G-NR신호를 32 개의 중
간주파수 형태로 구성하여, 0.3 테라헤르츠 무선구간을 전송하는 실험을 시연하였다. 성능의 주요
제한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잡음원에 관하여 Carrier-to-noise ratio (CNR) 성능 분석을
하였다. 0.3 테라헤르츠 무선구간에서 1-m 전송을 성공적으로 시연하였으며, 그림 2의 결과와 같
이 3GPP의 16-QAM 성능 요구조건인 16 dB의 CNR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6G-RAN을 위한 Photonic-wireless Network 개념도 및 실험 구성도

그림 2. 0.3 테라헤르츠 무선구간 전송 시험 결과 (32 FA of 5G-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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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드 광섬유와 이를 이용한 광 응용
Tapered optical fibers and their optical applications
손경호*, Rizki Arif Pradono, 정영재, 박종우, 한승준, 권경목, 유종범,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Subwavelength-scale tapered optical fibers (TOFs) have been of interest for many photonic
applications. We demonstrate chemical etching-based adiabatic TOFs and their relaxed adiabaticity
conditions over broad operation wavelength ranges. The etched TOFs show adiabatically-varying
tapering angles as small as 1°. Whe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the proposed TOFs and
their fabrication techniques may allow reproducible batch production routes for adiabatic TOFs with
enhanced uniformity, enabling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subwavelength-scale light-matter interactions
and efficient light coupling between waveguides, such as photonic integrated waveguides.

테이퍼드 광섬유(tapered optical fiber, TOF)는 소산장(evanescent field)을 생성하여 빛 에너지
를 다른 도파로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산장에 기반한 에너지 전
달은 굴절률 및 모드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큰 다른 두 도파로 사이에서의 효율적인 광 결합 효율
을 기대할 수 있다[1]. 현재까지 소산장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테이퍼드 광섬유는 통상적
으로 열을 가하여 길이를 늘리는 풀링(pulling)방식을 이용하는 결과물로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2].
최근 많은 연구 그룹에서 TOF 내부에서 진행하는 빛 모드 중 기본 모드인 HE11 모드가 다른 고
차 모드로 변환되지 않고 테이퍼드 광섬유 말단 부분까지 전달될 수 있는 아디아바틱(adiabatic)
TOF 제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디아바틱 TOF 제작을 위해서는 매우 첨예한 테이퍼
링 각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풀링 방식을 이용한 TOF의 경우에는 1,550nm 파장의 아디아바틱 조건을 만족하기 위
해서는 테이퍼링 각도가 약 1.36° 이내로서 매우 첨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3]. 이러한 코어/클래
딩 비율이 유지되는 풀링 방식과는 다르게, 화학적 식각 방식을 이용할 경우, 코어 영역이 클래딩
노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유지되는 특징이 존재하며, 광학 모드를 통한 비트 길이(beat length)를
계산할 경우, 아디아바틱 조건에서 풀링 방식보다 유리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아디아바틱 테이퍼
링 각도가 약 4.8°로서 첨예도 조건이 완화되어 수월한 TOF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3].
본 발표에서는 기존 화학적 식각 방법으로 TOF를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클래딩 외부에 존재하는 폴리머 자켓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현상과 화학적 식각 반
응을 이용하여 매우 첨예한 광섬유 테이퍼를 제작하였다. 컴퓨터 알고리듬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방법과 원거리 장(far-field) 분석 방법, TOF-TOF 전달을 통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제작한 TOF
가 아디아바틱 조건을 잘 만족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디아바틱 조건을 활용하여
실리콘 포토닉스 칩 사이에 매우 효율적인 빛 전달을 관측하는 등 TOF를 활용한 다양한 광 응용
을 소개하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19-0-01349, High-accuracy miniaturized optical
frequency synthesizer for reliable quantum sensors); the Korea Innovation Foundation(INNOPOLIS)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20-IT-RD-0027-01, Direct Optical Interconnect platform
for 100 Gbps of 25Gbps x 4ch using polymer).

참고 문헌
[1] G. Son, S. Han, J. Park, K. Kwon and K. Yu, Nanophotonics 7 (12), 1845-1864 (2018).
[2] L. Tong, R. R. Gattass, J. B. Ashcom, S. He, J. Lou, M. Shen, I. Maxwell and E. Mazur,
Nature 426 (6968), 816-819 (2003).
[3] G. Son, J. Choi, D. S. Han, Y. Jeong and K. Yu, IEEE Photonics Conference (IPC) (2020).

F1B-II.03

높은 Q factor를 가지는 인치 스케일 광섬유 기반 원형 공진기의 제작
Fabrication of High-Q Inch-scale Fiber-based Ring Resonator
Rizki Arif Pradono, Mohammad Syahadi, 정동인, 손경호, 이한석, 유경식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We demonstrated an inch-scale fiber-based ring resonator where the core is exposed by droplet-based
wet etching technique for the coupling section. It shows a high quality factor of 1.40x107 with a free
spectral range of ~2.11GHz.
A tapered optical fiber can be applied as sensors for physical quantities such as displacement
[1], refractive index [2], and lately biosensing to detect COVID-19 [3]. Manipulation of micro- and
nano-scale particles have also been observed with tapered optical fiber probes [4]. One of our expected
applications is to realize an inch-scale fiber-based ring resonator. With its large diameter, we can realize
low repetition rate and high quality factor on top of the low fabrication cost.
To attain critical coupling between the waveguide and avoid high order mode resonance, we
need to fabricate both biconical tapered optical fiber and fiber ring with the same technique to ensure
index matching. The method we used is the droplet-based wet etching technique [5]. It involves
hydrofluoric acid (HF) reaction with silicon dioxide (SiO2) which makes up our fiber, chemically etched
gradually over time. By using the droplet technique [6], we took advantage of the meniscus region and
droplets formed at the interface where the fiber enters the main droplet. This technique also ensured
adiabatic transitions for the fabricated tapered fiber, where our the fundamental LP01 mode evolves
consistently throughout the entire taper section.
By varying the volume of the main droplet, the height of the immersed fiber, and combination
of both, we proved the consistency of the etching parameters before moving forward to the fiber ring
fabrication Furthermore, to exactly determine the etched length and how much SiO2 reacted with the HF,
we solved the classical Laplace equation to describe the drop profile with the axisymmetric liquid-fluid
interfaces (ALFI) algorithm from [7]. We also developed a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with edge
detection to analyze the taper profile with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fabricated fibers and
compared it with adiabatic mode coupling criterion from our Lumerical MODE simulation results. The
smallest waist radius from our current result is 2.5μm. However, we believe we can reach below 2μm
for our future experiment. As shown in Figure 2, we observed that as the height of the fiber immersed
placed higher near the top of the droplet, the transition section becomes more longer and more relaxed.
The fiber ring itself is made by fusion-splicing the two ends of the fiber to form a loop.
During the preparation, we stripped the jacket at both ends and at the middle for the estimated etched
section. A custom-made 3D-printed jig was designed to hold and protect the fiber ring during the
etching process, which was done with the optimized etching conditions based on our previous analysis.
Due to the difference in fiber diameter between tapered and untapered region, sharp bending occurred at
the ends of the etched section. Different jig was made since manual adjustment is needed in order to
minimize the bending losses. To characterize the intrinsic quality factor, the adjusted fiber ring was
coupled to the biconical tapered optical fiber. By finely tuning a continuous tunable laser across the
resonance while monitoring the transmission, the spectral lineshape was obtained, as shown as in Figure
4. Assuming under coupled regime, the fitted Lorentzian function shows a quality factor of 1.40x107 at
1550nm wavelength with free spectral range measured to be around ~2.11 GHz, the latter which are in
agreement with our theoretical free spectral range calculation.

Fig. 1. 3D renders of the proposed concept

Fig. 2.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taper transition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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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s of the fabricated fiber ring resonator

Fig 4. Recorded transmission spectrum of the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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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몰리브덴 미세 입자를 활용한 광섬유 기반 습도 센서 연구

-

A study on optical fiber based humidity sensors in combination with MoS2
문종주*, 김현승, 홍광식, 고영민, 권민기*, 안태정*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mkkwon@chosun.ac.kr, taejung.ahn@chosun.ac.kr
The measurement of humidity is an important topic in various industrial environments. MoS2 changes
the refractive index due to the action of H2O attracted by van der Waals force. A humidity sensor
was implemen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MoS2 and optical fibers. The performance of two
sensors having different fiber-optic structures were evaluated.

습도는 여러 생활, 산업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표현되어 왔다. 습도의 측정은 식품
저장 및 공정, 농업, 제약, 건축물 안정성 모니터링, 대기 상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측정 요소이다.[1] 기존의 습도 측정 방식에는 정전용량 측정방식 또는 저항 센서 방식의
디지털 습도계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습도 센서의 경우 느린 반응속도, 단일 위치
측정, 전자기파에 대한 간섭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센서로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발전
소와 같은 고전압, 전류에 노출되는 시설 또는 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호
흡 센서의 경우 디지털기반 습도 센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2]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섬유 기반 센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섬유는 실리카 재질로 빛을 신호 매개체로하는 소자로서
강한 내구성, 전자기파에 대한 내성, 다중 지점 측정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3]
이황화몰리브덴(MoS2)는 2차원 층상 결정구조를 가졌으며 TMDs 물질 중 하나이다. MoS2는
분자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극성 분자를 끌어들여 분자 층 표면에 흡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4] 이러한 특성은 반 데르 발스 힘에 의한 분자간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기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극성 분자는 물(H2O)이기 때문에 MoS2는 주로 공기중에서 물과 반응한다.
MoS2 표면에 흡착된 H2O 분자는 MoS2의 광학적 성질 변화를 유도하며 MoS2의 굴절률이 변화한
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oS2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광섬유와 결합하여 광섬유 기반 습도 센
서 연구를 진행했다.
사용된 광섬유는 멀티 모드 광섬유와 측면 식각 광섬유(SPF, side polished fiber)를 사용하였
다. 광섬유의 MoS2의 광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반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경 약 50 um로 식
각을 하여 사용했다. 식각된 광섬유는 HF : Di water = 1 :1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3시간 30분
동안 노출하여 제작하였다. 식각 과정으로 인해 클래드의 일부 영역만 남게된 광섬유는 MFD(모
드 필드 직경)가 광섬유 직경 보다 커져서 광섬유 표면에 코팅된 MoS2의 광학적 특성 변화가 광
섬유 광 신호 전송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측면 식각 광섬유의 경우 일반 식각 광섬유에 비해 제
작 난이도가 쉬운 장점을 가졌다. MoS2는 DMF(Dimethylformamide)용액과 1:10 비율로 혼합하
여 광섬유 코팅에 사용했다. DMF는 MoS2와 같은 물질의 서스펜션 용매으로 널리 사용된다.[6] 혼
합된 용액을 광섬유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면, DMF 성분은 기화되어 날아가고 MoS2 입자만 광섬
유 표면에 달라붙게 된다.
실험 방법은 약 15 cm 떨어진 거리에서 센서 방향으로 호흡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호흡의
경우 100%에 가까운 습도를 가졌으며 호흡을 통해 습도 변화에 대한 반응을 유도했다. 두 가지
센서 모두 호흡에 대해 출력 광 세기가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응속도는 약 0.5-0.9 s이고
회복 속도는 식각 광섬유의 경우 약 2.95 s 측면 식각 광섬유의 경우 5.8 s 정도 나타났다.[그림

1, 2] 제작된 광섬유 센서의 호흡에 대한 반응 지수를 계산하였다. 호흡 반응 지수는 호흡 반응
후 광 세기가 최대로 감소 한 시점부터 다시 광 세기가 최대로 회복되기까지의 변화율을 수치화
한 값이다. 호흡 반응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센서로서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센서별 성
능 지표는 [표 1.1]과 같다.

그림 1. 식각 광섬유의 호흡 반응 및 호흡 반응지수

그림 2. 측면 식각 광섬유의 호흡 반응 및 호흡
반응 지수

반응 시간

회복 시간

호흡 반응 지수

식각 광섬유 센서

0.85 s

2.92 s

0.5831 s-1

측면 식각 광섬유 센서

0.7 s

5.8 s

0.34559 s-1

그림 3. 각 센서들의 성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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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산화막 기반 내화성 제로유전율 소재 개발
Perovskite conducting oxide as a near-infrared refractory epsilon zero index
material
김혜비, 김근필, 김종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
We propose the perovskite conducting oxide, lanthanum doped barium stannate (La:BaSnO3 [LBSO]), as
a potential refractory NZI materials in the near-infrared spectral range.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its superior thermal stability to the temperature of at least 900 ℃ in air atmosphere and its durability to
the intense laser irradiation with average power of 3.0 W/cm2.

최근 들어 제로 유전율 소재를 활용한 열복사 (thermal radiation) 제어 기술에 관한 연구와 학
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3]. 특히, 제로 유전율 소재의 낮은 굴절률 특성을 통해 열복사의 방
향성을 조절하는 최근 연구 결과는 열에너지 관리 있어서 제로 유전율 소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사례이다[4]. 열복사 파장은 복사법칙에 의해 물체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파
장은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온의 환경에서 열복사 제어가 필요한 소자나 시스템에서는 이에 맞
는 짧은 파장 대역의 제로 유전율 소재가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재는 녹는점에 따라 고온
의 환경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내화성
(refractory) 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대역에서 제로유전율 특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칼륨 탄탈륨 니오브산염(KTaNbO3 [KTN])) 박막의 고온 안정성과 강한
빛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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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다층구조기반 능동 광소자 설계
Design of Multilayer-based Active Photonic Devic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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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resentation, we propose a neural-network based design of active multilayer films. By machine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yer thickness and the corresponding angular transmittances both
for the on/off states, we achieve the deterministic design of structures as an active engineered disorder
for the dynamical tuning of wave responses.

파동 특성의 능동 제어를 위한 광소자의 역설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첫째로, 파동 특성과
설계 파라미터 사이의 일대다 대응 (one-to-many correspondence)으로 인하여, 원하는 파동 특성
을 가지는 여러 가능한 해 사이에서 한 가지 해로 수렴시키는 과정이 수치해석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또한, 능동 제어를 위한 여러 파동 특성을 동시에 역설계한다는 점 역시 설계 복잡
도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고전적인 방식의 설계 기법으로 접근할 경우 많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
다. 그러나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하면 파동-구조체-파동 형태의 네트워크 배열을 통해 이러한
일대다 대응 문제를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최근 광학을 포함한 여러 파동 시스템에 활발히 적용되
어 왔으며 [1-3],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 고차원 인풋-아웃풋 관계 역시 효율적으로 학습
및 추론할 수 있어 시스템 복잡도의 한계를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4].
본 연구에서는 상변이 물질인 GST를 포함하는 SiO2/TiO2 유전체 다층구조 시스템에서 인공신
경망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 및 기능적으로 복잡도가 매우 높은 무질서 매질 기반 고기능성 광소
자를 설계한다. 우선, 랜덤하게 생성된 60층 구조의 각 층별 두께 데이터와 이로부터 전달함수법
(Transfer matrix method, TMM)으로 계산된 On/Off 각도 광투과율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인공
신경망을 통해 정방향 (Forward)으로 학습한다. 이후, 학습된 정방향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광 투
과율-설계 파라미터-광 투과율 형태의 정방향-역방향 이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광 투과율을 위해 필요한 설계 파라미터를 역으로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역설계된 소자의 실제 광 투과율을 TMM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검증한다. 이러한 역설계 과정의
예시로, 그림 1(a)에서 주어진 두 종류의 각도 광투과율을 가지는 SiO2/TiO2 다층구조의 두께 분
포를 그림 1(b)와 같이 얻을 수 있다. 또한, 설계된 구조는 그림 1(c-d)의 2D 시뮬레이션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목표로 한 On/Off 광소자 특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매질 및 파
동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론 및 역설계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해당 방식은 설계된 무질서 광학 연구 [5]를 능동 소자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머신러닝 기반 역설계 기법의 예시. (a) On/Off 상태에서 각각의 목표 광투과율
    cos   ,     cos   (실선, 점선) 및 인공신경망을 통해 역설계된 소자의 실제
투과율 (심볼). (b) (a)에 해당하는 소자의 다층구조 두께. (c-d) 원점의 소스에서 단파장 빛이 방
사될 때 (c) Off 및 (d) On 상태에서의 전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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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메타표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유효위상 전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Theory of Drastic Effective Phase Transition in Dense Meta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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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heoretically investigate a drastic effective phase transition in two-dimensional dense metasurfaces
of tightly-coupled resonators. Through our rigorous theory, we reveal that the transition of the effective
permittivity can arise very sensitively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resonators passes a critical value.

메타물질은 음의 굴절율과 같이 자연적 물질에 존재하지 않거나 찾기 매우 어려운 다양한 광학
적 특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라헤르츠(Terahertz,
THz) 영역에서 복굴절(birefringence)을 가지는 자연적 물질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광 특성을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파장판(waveplate)와 같이 복굴절이 필요한
다양한 광 소자를 구현하기도 한다. 이 때 자연계가 가진 광 특성과 대응되는 “설계된 메타물질의
광 특성”은 유효(effective)굴절율 및 유효유전율 등으로 정의된다.
메타물질로 설계된 유효유전율이 활용되는 또 다른 예로 적외선에서부터 마이크로파 영역까지
걸쳐지는 장파장 대역에서의 음의 유효유전율을 들 수 있다. 자연계 물질들 중 음의 유전율을 가
지는 대표적인 물질은 금속인데, 이러한 금속들은 유전율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값이 가시광에서
근적외선 영역으로 한정되게끔 돼 있으며 중적외선 이상의 THz 및 마이크로파 영역에서는 유전
율의 절댓값이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예를 들어 –10 정
도의 크기가 크지 않은 유전율을 THz 와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값을 가지
는 물질을 자연계에서는 찾기는 불가능하며, 메타물질을 활용해 그 값을 유효유전율 언어로 “설
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원리적으로 음의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은 양의 유전율을 가지는
매질(예: 공기)과의 경계면에서 표면속박된(surface-bound) 전자기파의 존재를 보장해 주며, 이러
한 표면속박파(surface-bound waves)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표면 플라즈몬 이다. 그러나 상
기한 이유 때문에 금속을 활용한 표면 플라즈몬은 가시광에 한정돼 왔으며, 따라서 메타물질을 활
용하여 음의 유효유전율을 구현하는 것은 표면플라즈몬의 활용 영역을 THz 및 마이크로파 대역
까지 확장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물질의 유효유전율에 대한 해석적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그림 1과 같이
닫힌 사각 링 형태의 단위공명소자(unit resonator)로 이루어진 메타표면(metasurface)의 유효유전
율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적 이론은 메타표면 및 자유공간에서 정의되는 기저함
수(basis function)를 활용하여 전자기파를 푸리에전개(Fourier expansion) 한 후, 메타표면-자유공
간 사이의 경계면에서 만족해야하는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효유전율 및 유효투자율에 대한 표현식을 얻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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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진공에서의 광속이고    이다. 위 식의 유효유전율은 명확히 양의 값에서 음
의 값으로 바뀌는, 즉 유효위상이 금속성에서 절연체성으로 전이되는 특성이 보이고 있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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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메타표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그림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메타표면의
유효위상을 전이시킬 수 있고 유효유전율의 값 또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정된 크기의
단위공명소자를 사용할 경우 소자간 사이간격을 변화시켜서 가능한데, 이러한 효과는 사이간격이
매우 좁으면 좁을수록 커지며, 즉 메타표면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 유효위상 및 유전율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메타표면의 구조적 변형을 통한 유효위상 및 유효유전율의 값을 조절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며, 이는 기계적/전기적 제어를 통해 메타표면의 구조를 변형하여 광
특성의 능동적 제어가 가능한 다양한 광 소자의 기반 원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림 2. 해석적으로 계산된 메타표면 구조의 크
기변화에 따른 유효유전율의 변화 및 유효위상
그림 1. 닫힌 사각 링 소자로 이루어진 메타 전이. a = b, w = 0.01a, h = 0.01a 로 주어짐.
표면의 구조도.

[1] S. Lee and J. H. Kang, “Gap-Size-Dependent Effective Phase Transition in Metasurfaces
of Closed-Ring-Resonators”, Crystals 11 (6), pp. 684, 2021.
[2] J. H. Kang, S. Lee, B. J. Kang, W. T. Kim, F. Rotermund, and Q. H. Park, “Anomalous
Wavelength Scaling of Tightly Coupled Terahertz Metasurfaces”, ACS Appl. Mater.
Interfaces 10 (23), pp. 19331-19335, 2018.
[3] S. Lee, W. T. Kim, J. H. Kang, B. J. Kang, F. Rotermund, and Q. H. Park, “Single-Layer
Metasurfaces as Spectrally Tunable Terahertz Half- and Quater-Waveplates”, ACS Appl.
Mater. Interfaces 11 (8), pp. 7655-766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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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광위상배열기를 이용한 빔포밍형 광무선 통신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using silicon optical phased array
윤현호*, 이현우, 권남현, 박효훈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world's first silicon optical chip integrated with high-speed optical
modulator and 1x64 optical phased array. The proposed OPA can transmit a 32Gbps signal up to 3m in
free space with beam steering. It shows high potential for high-speed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beyond 5G.

광무선 통신(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OWC)은 통신 트래픽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역
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RF 통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기술로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8K
TV, 모빌리티, 메타버스와 6G 등 새롭게 요구되는 넓은 대역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RF 및 밀
리미터파 보다 훨씬 더 높은 반송 주파수를 갖는 OWC가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1].
광학 위상 배열(Optical Phased Array, OPA)을 이용하면 고속 데이터가 변조된 레이저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하는 빔포밍형 OWC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실리콘 기반 OPA는 크기, 전
력 소비, 조향 범위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2-3]. 본 연구진은 OPA를 이용한 광
무선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고, 송신기와 수신기에 적합한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2차원 빔조향을
위한 전기 광학 위상변환기와 열 광학 방사기를 결합하여 실리콘 OPA를 기반으로 32Gbps의 고
속 데이터 전송을 시연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광무선 통신과 세계 최초로 제
작된 고속 광변조기를 집적한 실리콘 기반 광무선전송칩의 구조를 소개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진에서 제시한 OPA를 사용하는 광 무선 전송시스템의 구조(가 참조)와 시험
구성(나 참조)을 보여준다. 송신기는 레이저 다이오드(LD)로 1532nm를 사용하여 32Gbps의
MZM(Mach-Zehnder modulator)에 의해 변조된 231 – 1 PRBS(pseudorandom bit sequence) 신
호를 사용하였다. 광신호는 EDFA 증폭기와 Si칩의 입력 광 격자 결합기를 통해 OPA에 전달되어
빔 포밍과 스티어링을 통해 자유공간으로 송출된다. 수신기는 렌즈가 포함된 직경 42.5mm의 파이
버 콜리메이터(FC)를 송신기에서 3m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OPA에서 송출한 빔을 수집하여 고속
PD(Photo-diode)로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변환된 전기신호를 BER 테스터(BERT)로 검출하여
OPA를 통한 무선 전송 성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광감쇠기와 2m 길이의 광섬유를 통한 전송 성능
을 측정하여, BER을 비교하였다.
사용된 OPA 칩은 그림 2와 같다. OPA는 입력 광 격자 커플러, 다중 모드 간섭계(MMI) 광 파워
분배기, p-i-n 위상 변환기, 수직 방사각의 조정이 가능한 가변 격자 배열 방사기로 구성된다. 수
평 및 수직 빔 발산각을 1°이하로 하기 위하여 채널은 64개, 방사기는 격자 깊이 10nm의 길이
300μm로 제작되었다. 구성소자와 도파로는 1550nm 파장 기준으로 광 경로 차이에 의한 시간 분
산을 억제하기 위해 모두 동일한 길이로 248nm의 KrF의 미세 Si공정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3은 OPA 칩에서 방출되는 빔의 원거리장 패턴을 보여준다. OPA에 집적된 64개의 p-i-n
위상 변환기는 채널별 위상을 제어하여 0차 빔의 수평방사각(θ‖)을 조정한다. 또한, 가변 격자 배
열 방사기에 삽입된 n-i-n 히터는 유효굴절율를 가변하여 수직방사각(θ⊥)을 조정한다. 그림 3의
(나)는 중앙에 형성된 0차 빔 (가)를 가변 격자 배열 방사기에 4.8W를 인가하여 수직으로 10.2°,
(다)는 p-i-n 위상 변환기를 이용하여 채널별 위상차(∆θ)를 π로 조정하여 수평 방향으로 23.0°,
(라)는 (다)의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10.2° 이동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그림 3
의 (가)-(라)에 해당하는 광신호의 Eye diagram이다. OPA로 전달된 32Gbps의 광신호는 p-i-n 위

상 변환기와 p-i-n 히터 기반의 가변 격자 배열 방사기로 방사되어 수신기로 전달된다. 측정된
Eye는 이 과정에서 성능 열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측정된 소광비는 7dB이고 첨
두치 지터는 10.8ps로 측정되었다. 그림 5는 그림 1 (나)의 설정에 따라 자유 공간과 광섬유를 통
한 두 전송 경로에 대한 BER을 비교한 것으로 전송 성능이 유사함을 보였다
본 연구진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2차원의2 빔 스티어링이 가능한 64채널 OPA와 30Gbps급의 변
조기를 세계 최초로 집적하여 3.37.3mm 크기의 초소형 광무선 전송 칩을 제작하였다(그림 6 참
조). OPA와 함께 실리콘 칩에 집적된 광변조기는 고속 동작을 위하여 p-n 위상변환기를 이용한
MZI(Mach-Zender interferometer) 구조의 마하-젠더 변조기를 사용하였다. 전극 구조는 RF 신호
와 광신호의 group velocity가 일치하도록 두께 1.5μm, 간격 6μm의 Coplannar waveguide구조가
적용되어 34Gbps까지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OPA를 포함한 광 송수신 구조

그림 2. 1x64 OPA 실리콘칩

그림 3. 조향된 빔의원거리장 패턴

그림 4. 조향된 빔의 32Gbps 광 신호 eye diagram

그림 5. 무선전송 BER 측정 결과

그림 6. OPA와 변조기가 집적된 실리콘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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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조리개로 구성된 최대율 합기반 수신기를 사용한 무선 광통신 실험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Seven-Aperture Optical Receiver based
on Maximal Ratio Combining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Nguyen Thi Mat*, Vuong Mai,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We present the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1.25-Gb/s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utilizing the
seven-aperture direct-detection receiver based on maximal ratio combining. We estimate the instantaneous SNR
from the AC-coupled photo-current of the directly detected signal and improve the system performance by 7 dB
compared to the single-aperture receiver.

대용량 RF 무선 통신의 대안으로 최근 무선 광통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선 광통신 기술은
최첨단 초고속 광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없이 대용량 데이
터를 먼 거리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 광통신 시스템은 대기 채널의 흡수 및 산란, 시공간
굴절률 변화로 인하여 수신되는 광전력이 낮아지며 시변하여 전송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 조리개 수신기가 제안된 바 있다 [1]. 하나의 거
대한 조리개 대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다수의 조리개를 사용함으로써 조리개 렌즈에서 집광
된 빛을 광섬유 또는 광검출기에 인가하기 용이하며, 구현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점진적으로 조리
개 개수를 늘이면서 전체 조리개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최근 코히어런트 무선 광통신 시
스템에 복수 조리개 수신기가 시연된 바 있다 [1,2]. 이 경우 고가의 코히어런트 광수신기가 조리
개 숫자만큼 필요하므로 조리개 숫자가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가격과 복잡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복수 조리개 수신기에 사용되는 코히어런트 광수신기의 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광학
적 신호 합파 기반 복수 조리개 수신기가 제안된 바 있다 [2]. 그러나 이 수신기는 광신호의 세
기와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다수의 가변 광감쇄기와 위상 조절기, 그리고 편광 조절기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코히어런트 광수신기의 구현 복잡도로 인하여 기존에 시연된 복수 조리개 시스템의
최대 조리개 수는 4 였다.
본 논문에서는 7 개의 조리개로 구성된 직접 검출 광수신기를 사용하여 1.25 Gb/s OOK 신호
를 104 미터 전송한 실험을 보고한다. 실험에 사용된 7 개 조리개는 본 연구팀이 파악하는 바로는
현재까지 보고된 복수 조리개 수신기에서 가장 큰 숫자이다. 각 조리개는 수광 렌즈와 광섬유가
달려있는 AC-coupled 광검출기로 구성되었다. 수신된 7 개의 신호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선택적
합(selective combining), 동이득 합(equal gain combining), 최대율 합(maximal ratio combining:
MRC) 방식이 있다. 이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MRC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순시적인 신호대
잡음비(instantaneous SNR)를 추정해야 한다. AC-coupled 광검출기의 경우 평균 광전력에 해당
하는 DC 전류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C-coupled 광전류 정보를 이용하여 SNR 을 추정하였
다.
그림 1 은 실험 구성도이다. 먼저 전계흡수레이저를 사용하여 1.25 Gb/s OOK 신호를 발생시킨

후 렌즈를 통하여 자유 공간으로 전송한다. 전송된 신호는 52 m 전파 후 반사판에 반사되어 되돌
아 온다. 따라서 전송 거리는 총 104 m 이다. 대기 난류를 모사하기 위하여 히터와 선풍기를 설
치하였다. 수신된 신호는 7 개의 조리개로 구성된 수신기로 입사한다. 수신기의 조리개에 번호를
붙여 사진에 표시하였다. 7 개 조리개 중 중앙에 위치한 1 번 조리개는 신호 송출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한다. 수신된 신호는 실시간 샘플링 스코프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오프라인 신호처리
로 먼저 각 수신단의 이득과 지연을 맞춘 후, 재샘플링, MRC, 그리고 신호 복조를 수행하였다.
MRC 구현에 필요한 계수를 계산을 위하여 N 샘플 신호에 대하여 신호 광전류값을 제곱하여 더
한 값을 SNR 제곱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재샘플링율(resampling rate)이 1/1.25 GHz
였으므로 MRC 계산에 사용된 N 샘플의 시간은 800N ps 이다.
그림 2 는 세가지 대기 난류 세기에 대한 측정된 BER 결과이다. 대기 난류의 세기는 신틸레이
션 지수(scintillation index: SI)로 표시하였다. BER 값을 최소로 하기 위한 N 은 50,000 으로 설정
하였다. 이 값은 1 kHz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신틸레이션 변화 속도보다 충분히 빠르면서도 잡음
에 의한 SNR 변동을 줄이기에 충분한 수치이다. 결과를 보면 대기 난류가 매우 약한 SI=0.0089
인 경우 1 번 조리개만 사용한 경우보다 3.7 dB 광전력 이득을 보였다. 대기 난류가 증가함에 따
라 이 이득은 더 증가한다. 예를 들면, SI=0.2615 인 경우 7 개 조리개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조리
개 대비 7 dB 의 광전력 이득이 측정되었다. 이는 대기 난류가 강해질수록 각 조리개에 입사되는
신호간 상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 난류가 더욱 강해지면 8.45 dB(=10log7)로 이
득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그림 2. 난류 세기에 따른 측정된 BER 결과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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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자유 공간 광통신에서 궤도 각 운동량 빔의 사용을 통한 태양광 잡음 내성
광 신호 수신 기법
Solar Noise Tolerant Optical Signal Detection using Orbital Angular
Momentum in Vertical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s
이준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To overcome the impairment from solar noise which is critical in the vertical FSO transmission
system, we proposed solar noise tolerant optical signal detection using OAM to spatially separate the
solar noise from the signal.

무인 항공기(UAV)를 이용하여 무선 백홀 네트워크 구성을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1]. 유연한 무선 백홀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하여 신속한 설치, 일시적인 트래픽 제공,
저비용 링크 구축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본 구조의 네트워크 구성에서 통신 링크는 지상에서
UAV, UAV에서 UAV, UAV에서 지상의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광 수신기가 하늘을 바라보
는 UAV에서 지상으로의 링크 구성 시에는 태양광 잡음이 잠재적인 통신 불능 요소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및 5G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잡음에 강인한 송수신 기법이 필요하다. 태양광 잡음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공간, 시간적
필터링 기법들이 연구된 바 있으며, 이 이외에도 각종 송수신 기법을 이용한 태양광 잡음 감소 기
법이 연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입사되는 태양광 잡음은 여전히 광 수신 성능을
열화시키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궤도 각 운동량(OAM) 모드를 갖는 빔을 사용하여 태양광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OAM 기반의 태양광 잡음 제거 기법 모식도

본 연구에서는 수신기에 입사되는 태양광을 평면파로 가정하였다. 태양광과 OAM 모드 차이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신호는 OAM 모드를 갖는 빔을 통하여 전송을 하였
다. 신호의 수신 시, OAM 모드 복조 과정을 통하여 신호의 OAM 모드는 사라지게 되며 태양광
은 OAM 모드가 생성되어 공간 필터를 통하여 태양광으로부터 신호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림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기법은 신호 전송에 사용하는 OAM 모드가 커질수록 신호와 태양광의 OAM 모드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태양광의 분리 성능이 향상된다. 하지만 OAM 모드가 커짐에 따라 빔 발산각 또한
커지기 때문에, 신호 세기의 열화가 발생한다는 trade-off가 존재하게 된다. 최종적인 신호 대 잡
음비를 고려하여 OAM 모드 4를 통한 신호를 전송하였고, 본 조건에서 송수신기 직경에 따른 신
호 대 잡음비는 그림 2(b)와 같다. 직경이 커짐에 따라 발산각이 작아져서 신호 세기의 손실이 적
어지지만, 입사되는 태양광의 세기는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 2(b)의 개형을 갖는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OAM 모드 4를 이용하여 송수신기의 직경을 400 mm 부근으로 설정할
경우, 20 km 수직 링크의 직접적인 태양광 입사조건에서 통신이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a) OAM 모드에 따른 신호와 태양광 잡음의 정규화된 수신 세기, (b) 송수신기 직경에
따른 평균 신호 대 잡음비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A2C30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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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 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가변 초점 렌즈 기반 빔 조향 및 발산각
제어 기술
Variable Focus Lens-based Beam Steering and Divergence Control for
WDM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s
Vuong Mai,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the WDM transmission of 4×10-Gb/s signals over a 104-m free-space link using
the variable focus lens-based beam steering and divergence control system.
최근 무선 광통신 기술을 무인 비행체와 같은 이동체 간 초고속 통신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하다 [1]. 이동체 간의 무선 광통신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송수신간의
정렬이다. 송수신간의 정렬을 위해서는 빔 조향(beam steering)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빔
조향은 주로 짐발(gimbal), 고속 조향 거울(fast steering mirror: FSM), MEMS 거울과 같이 기계
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액정, 광위상배열, 가변 초점 렌즈를 활용한 비기계적인
방법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2].
우수한 빔 조향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비행체에 실장된 송신기와 수신기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송수신단의 정렬 오차는 피할 수 없다. 이는 송신단의 움직임으로 조준 오차(pointing error)가 발
생하며, 수신단의 움직임으로 도달 방위각 변동(fluctuation of angle-of-arrival)이 상존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송수신단의 정렬 오차에 의한 성능 열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 적응형 빔 발산
각 제어 기술이 제안된 바 있다 [3,4]. 이 기술은 채널 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송신단의 빔 발산
각과 수신기의 빔 집광각을 변화시킴으로써 통신 불능 확률을 감소시키거나 BER 성능을 개선시
킬 수 있다. 특히 가변 초점 렌즈 등을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비기계적 구현도 가능하다 [5].
본 연구팀은 세개의 가변 초점 렌즈를 활용하여 빔 조향 뿐 아니라 적응형 빔 발산각 제어
기술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법을 선 보인바 있다 [6]. 여기에서 광축이 살짝 어긋나도록 설계된 2
개의 렌즈는 2 차원으로 빔을 조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렌즈는 빔 조향에 의하여 초점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빔 발산각을 제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본 발표에서는 가변 초점 렌즈 기반 빔 조향 및 발산각 제어 기술을 파장 분할 다중화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WDM) 무선 광통신 시스템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광축이 살짝 어긋난 렌즈는 프리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므로 파장에 따라 빔 조향 각도가 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 초점 렌즈 기반 빔 조향 및 발산각 제어 기술의 파장 의존성을
살펴보고, 4 채널 10 Gb/s 신호를 104 미터 자유 공간 전송한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1 은 실험 구성도이다. 4 채널 레이저 출력을 2 채널씩 묶은 후 EAM 변조기를 활용하
여 10 Gb/s 세기 변조 하였다. 4 채널 신호가 모두 동일 신호로 변조되었으므로 5 미터 길이의
decorrelation 광섬유를 삽입하여 짝수 채널과 홀수 채널 신호의 상관성을 제거하였다. 신호는 증

폭된 후 가변 초점 렌즈 기반 시스템에 인가된다. 빔의 발산각 조절은 첫번째 렌즈에서 이루어지
며, 광축에서 3 mm x 와 y 축으로 중심이 어긋나 위치해 있는 두번째와 세번째 렌즈는 각각 x 방
향과 y 방향 조향에 사용된다. 출력 광신호는 FSM 을 거쳐 송신기에서 52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반사장치(retroreflector)에서 반사되어 수신단으로 돌아온다. 여기에서 FSM 은 세로로 배
치된 렌즈 시스템의 광신호를 가로로 빔 진행 방향을 바꿔줄 뿐 아니라 정렬 오차를 모의하는데
도 사용된다. 수신단에서 렌즈로 수광한 신호는 먼저 증폭된 후 역다중화되어 검출된다. 그림 2 는
정렬 오차가 29.7 mrad 인 경우 측정된 BER 성능이다. 결과를 보면 빔 조향 및 발산각 제어가
없는 경우 -50 dBm 의 이하의 신호가 수신되어 통신이 불가능하였다. 반면에 빔 조향만 작동시킨
경우 4 채널의 BER 성능은 약 10-3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대 빔 조향 가능 각도
가 28.3 mrad 이므로 성능 향상이 다소 제한적이다. 빔 조향을 최대로 하고 발산각 제어를 수행
한 경우 BER 성능이 3.5×10-6 으로 개선되었다. 결과를 보면 장파장 채널의 성능이 다소 나쁘다.
이는 가변 초점 렌즈 시스템의 파장 의존성이 -6.4 µrad/nm 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채널의
성능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피드백 루프가 동작하였기 때문이다. 파장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10 Gb/s 4 채널 WDM 신호를 104 미터 자유 공간 채널에 성공적으로 전송하였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그림 2. 전송 후 측정한 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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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ire beam steering using silicon nitride based optical phased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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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end-fire silicon nitride optical phased array, exploiting a tapered waveguide to provide a reduced
beam width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By adjusting the phase difference of the end-fire antenna, the proposed device
exhibited a ±15° horizontal beam steering with a reduced beam width in vertical direction.

The optical phased array (OPA)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its fast inertia-free beam
steering, flexibility of beam forming, and compatibility with large-scale CMOS manufacturing [1]. Several
materials have been adopted for the design of OPAs, however silicon nitride (SiN) have stood out owing to its
high-power handling capacity, lower non-linearity and wider transparency ranging from visible to infrared
regime [2]. Mostly, OPAs form and steer a point beam using surface grating-based antenna or a line beam using
end-fire antenna, depending on the targeted application. However, an end-fire optical phased array forming a
line-beam pattern has emerged as a prominent platform owing to its low emission loss and simple manufacturing
process. Nonetheless, the excessively large beam widths in the vertical direction has limited its feasibility for
long-distance transmission.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design strategy providing a reduced vertical beam width
during the horizontal steering [3].
In this study, an end-fire silicon nitride optical phased array exploiting a tapered waveguide is proposed to
provide a reduced vertical beam width of the line-beam pattern. The proposed structure configuration is shown
in Fig. 1. Light having a wavelength of 1550nm is generated from a laser and coupled to the OPA chip through
the spot size converter (SSC). The light is then splitted into 64-channels by a multimode-interferometer (MMI)
splitter tree. The 64-channel antenna emits a line-beam, which can be steered by controlling the phase of the
individual channels. The antenna structure of the proposed OPA is shown in Fig. 2 (a). The 64 channels of the
proposed OPA are spaced at a period (Λch) of 3 µm. The steering angle (Ψ) is dependent on the amount of phase
difference (Δφ) applied at each channel. By tuning the Δφ from -π to π, the beam can be steered under the
control of phase modulators. Figures 2(b) – 2(d) show the far-field profile of the emitted beam from the antenna
for varying Δφ from 0 to π. It can be seen that, the maximum steering angle achievable is 15° for the antenna
array with a 3-µm spacing. This indicates that, the full steering range (ΔΨ) becomes 30° for the whole tuning
range for Δφ = -π to π. By optimizing the mode evolution ability of the tapers, the proposed antenna could
achieve a small vertical divergence angle which is around 14° throughout the steering range due to the enlarged
near field mode size at the facet of antenna array. Note that, based on the optical Fourier transform theory, the
vertical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beam widths (Θv) of the line-beam pattern can be controlled by the
near-field size at the facet. For the proposed device, the antenna channels are tapered down to a small tip, which
enlarges the mode size at the facet, hence effectively reducing the vertical beam width. For the overall structure,
in order to reduce the evanescent coupling between the channels within the dense array, we use the uniform
waveguide array with a 3 µm pitch and 64 isotropic elements as an example.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the
far field pattern of proposed end-fire OPA, the emitted beam profile form the fabricated OPA were measured by
applying different phase differences. The packaged OPA system and experiement set up is as shown in Fig. 3(a).
As seen in Fig. 3(a), an infrared camera was used to measure the emitted beam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OPA chip. The inset shows the packaged OPA chip with the phase modulator part. A 45° cylindrical lens was
used during the measurement due to the relatively large beam size in vertical direction. The captured beam
steeing profiles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as shown in Figs. 3(b). We demonstrated the scanning range of
-15.9° to +15.9°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hen the phase difference changes from -� to �. At the same time,
the leakage light and sidelobe power can be well suppres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target OPA system could
create a well-defined beam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phase shifts. Based on the

analyses above, we attribute the generation of the reduced vertical FWHM beam widths in the far-field
exploiting a tapered waveguide structure.
In summary, we proposed an end-fire OPA structure achieving a narrow vertical divergence angle in the
far-field pattern by incorporating tapered waveguide structure. Its fabrication process can be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 compatible and relatively compact. It is anticipated to be an appealing
strategy for the end-fire OPA, which is available for optical communication and long-distance LiDAR system
applications.

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end-fire optical phased array.

Fig. 2. (a) The antenna parameters of the proposed OPA. The far-field of the output beam from the OPA when
Δφ is (b) 0, (c) π/2 and (d) π.

Fig. 3. (a) Experiment set up for emitted beam measurement. (b) Measured far-field beam steering performance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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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폴리곤 미러 기반 테라헤르츠 이미징 시스템
Polygon Mirror based Terahertz Imaging System
김무건, 이의수, 이일민, 신준환, 박동우, 박경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The terahertz wave (THz wave) is a band between infrared and microwaves and is defined as an electromagnetic wave
having a frequency of 0.1 to 10 THz band. THz imaging technology was actively studied in wide industrial fields, such as
automobiles, batteries, food, medical, and security.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polygon mirror based terahertz imaging
system and experimental results.

테라헤르츠파(THz

wave)는

적외선과

마이크로파(Microwaves)

사이의

대역으로

대략

0.1~10THz 대역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로 정의된다[1].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자기파는 가시
광 대역이 투과하지 못하는 세라믹, 플라스틱, 종이 등과 같은 비분극성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이
있으며, 광자 에너지는 수 meV로 매우 낮아 비파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비파
괴 투과/반사형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파괴 검사 장비를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2], 최근 자동차, 배터리, 식품, 의료, 보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이미징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테라헤르츠 연구실에서는 연속파 기반 THz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자
체적으로 개발한 THz 발생/검출 소자들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의 비파괴 검사를 위한 연속파 THz
시스템 연구를 활발히 해왔다[5-7]. 고속 회전 폴리곤 미러를 이용한 THz 2D 이미징 시스템을 이
용하여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산업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8].
기존의 시스템은 이미징을 위한 Telecentric f-Ɵ 렌즈의 광축과 object plane의 normal vector가
평행한 점들을 이미징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 매질을 투과하여 이미징을 해야하는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자를 투과하여 내부의 물체를 측정하거나, 기판 위에 올려
진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 첫 표면에서 반사되는 신호가 매우 크며, 초점면에서 반사된 신호와 간
섭을 일으켜 이미지 품질을 저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입사 경로를 가
지는 Telecentric f-Ɵ 렌즈를 설계/제작하여 THz 1D imaging system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고속 회전하는 기둥 형태의 폴리곤 미러와 1D off-axis telecentric f-Ɵ 렌즈를 이용하여 1D THz
스캐너를 구현하고, 1D THz 스캐너 전체를 수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2차원 면을 구성하는 방식
으로 동작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실의 1D THz imaging system의 설계도이다. 1D off-axis
telecentric f-Ɵ 렌즈는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렌즈는 1D 방향의 telecentric f-Ɵ
특성을 가지며, 두번째 렌즈는 경로를 굴절시켜 사입사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실의 1D THz
imaging system은 기존의 2D imaging system과 달리 사입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부와 수광
부의 광경로가 분리되어 있어 beam splitter가 필요 없고 파워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다. 본 시스
템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THz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
니라, 단일 주파수의 이미지 측정이 아닌 짧은 시간 내에 주파수 sweep을 통하여 3차원 이미지
복원 및 측정체의 주파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림 1. 1D imaging system

그림2. THz im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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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실리콘나이트라이드 광도파로 하이브리드 집적화를 통하여 제작된
64 채널 광위상배열 빔스캐너
Hybrid integration of polymer—silicon nitride waveguides for demonstrating
optical phased array beam scanner
이은수1,*, 진진웅1, 천권욱1, Chenxi Wang2, Bishal Bhandari2, 권지영2, 허진무2, 주성현3, 고성용3, 이상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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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광집적회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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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hased array (OPA) based on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is an essential component for a
compact low-cost LiDAR system. Hybrid integration of polymer and silicon nitride waveguides is
achieved for demonstrating OPA beam scanner device. Polymer waveguides enable efficient phase control
for 64-channel phase modulators, while silicon nitride waveguides have high optical power handling
capacity and good confinement of optical modes to increase the steering angle.

광IC 기반의 광위상배열(Optical phased array, OPA) 빔스캐너 기술은 자율주행을 위한 LiDAR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자유공간 통신, 무렌즈 이미징 등의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어레이 형태의 광출력을 형성하면 위상분포 조절을 통한 빔스캐닝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위상배열 빔스캐너 연구는 CMOS 공정 호환성이 높아 고집적도의 소자 제작이 가능
한 실리콘 포토닉스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실리콘을 이용한 위상배열소자는 비선형
현상으로 인해 소자의 출력광 파워에 한계가 있으며, 실리콘의 높은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인접한
위상변조기에 열누화 현상을 일으켜 안정적인 위상 분포 제어가 어렵다.
실리콘 광도파로에 비하여 실리콘나이트라이드(Silicon nitride, SiN) 재료를 이용한 광도파로 위
상배열소자는 광손실이 적고 재료의 광학적 비선형 특성이 미약하므로 고출력 광을 다루기에 적
합하다. 그러나 실리콘에 비해 1/10정도로 낮은 열광학 계수로 인해 위상변조기 어레이를 제어하
기 위해서는 높은 구동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폴리머 재료는 SiN에 비해 10배
정도로 큰 열광학 계수와 높은 열국한 효과를 가지므로 폴리머를 이용하여 광도파로 위상변조기
를 제작하면 저전력으로 안정적인 위상변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재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
문에서는 SiN 광도파로와 폴리머 위상변조기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형식의 광위상배열 소자를
구현하였다.
폴리머 위상변조기는 폴리머 광도파로의 상부에 마이크로 히터를 형성하여 제작되며, 열광학효
과를 이용하여 광도파로를 통과하는 빛의 위상을 조절한다. 안정적인 빔 조향을 위해서는 위상변
조기 어레이의 인접한 채널간 열누화 현상이 없이 각각의 채널의 독립적인 위상제어가 가능해야
만 한다. 인접한 광도파로 사이의 거리를 달리한 마흐-젠더 위상변조기를 제작 후 위상변조 효율
을 측정하여 열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π만큼의 위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은 2.1
mW 이며, 인접 채널간 간격이 100 µm 인 경우 채널간 열누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x64 SiN 스플리터, 폴리머 위상변조기, SiN 이미터 칩을 정렬 후 본딩하였고, 칩 출력부에 수
직방향 콜리메이션을 위한 실린드리컬 렌즈를 두어 패키지를 완성하였다. 패키징된 소자의 각 채
널별 위상을 조절하여 빔을 한점에 모이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상 기울기를 인가하여 수평 방향으
로 빔을 안정적으로 조향하였다. 출력부 광도파로의 채널간 간격이 3 µm인 광위상배열 소자의 수

평방향 시야각은 31.8°로 확인되었고, 최대 시야각에서 메인빔의 파워는 2.8 dB 감소하였다.

그림 1. 폴리머—SiN 하이브리드 집적형 광위상배열 빔 스캐너 소자 구조

그림 2. 폴리머 위상변조기의 위상변조 효율

그림 3. (a) 제작된 폴리머—SiN 하이브리드
집적형 광위상배열 소자, (b)빔포밍 전후 빔
프로파일, (c) 빔 스티어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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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기적 출력 광도파로 어레이를 가지는 광위상배열 라인빔 스캐닝 소자의
빔포밍 및 조향 방법
Beam forming and steering method in a line beam scanning optical phased
array with an aperiodic optical waveguide output
진진웅1*, 이은수1, 천권욱1, Chenxi Wang2, Bishal Bhandari2, 권지영2, 허진무2, 주성현3, 고성용3, 이상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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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ptical phased array (OPA) beam scanning devices, the scanning angle is limited by the side lobe
position. The side lobes can be suppressed by incorporating the aperiodic output waveguide array of
OPA. Moreover, by generating line-beam diffracted light, the scan rate for obtaining 2D images is
greatly reduced. Beamforming and beam steering of the aperiodic line-beam OPA were demonstrated, and
the side mode suppression ratio was measured as 6.98 dB.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어레이 형태의 광출력을 형성하는 것이 광위상배열이며 각 광도파로를 지
나는 빛의 위상 분포를 조절하면 특정 각도로 빔을 출력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기계식 빔스캐너
에 사용되는 회전식 미러와 같은 동적 부품이 없어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고 광집적회로 기술을
통해 소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기기에 필요한 라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광위상배열을 이용한 빔스캐너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2].
출력 광도파로를 주기적인 간격으로 배치한 경우 메인 빔 주변으로 사이드 로브들이 주기적으
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대 빔 조향각은 sin 로 제한된다. 여기서  는 빛의 파장이고  는 광
도파로 출력 광도파로 간의 간격이다. 최대 빔 조향각이 출력 광도파로 간의 간격에 의해 제한되
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력 광도파로 간의 간격을 줄여야 하나, 출력 광도파로 간의 간격
이 가까우면 인접한 광도파로 간에 커플링이 일어나 광위상배열의 위상이 흐트러지는 한계가 존
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력 광도파로들의 간격을 좁히지 않고도 빔 조향각을 넓
힐 수 있는 비주기적 광위상배열을 도입한다 [3]. 출력 광도파로들을 비주기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파필드의 특정한 한 지점에서만 위상이 일치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사이드 로브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빔조향에 사용된 비주기적 광위상배열 소자는 실리콘나이트라이드(silicon nitride, SiN) 칩과 폴
리머 칩이 결합된 형태이다. UHNA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1550 nm 파장의 빛은 SiN 스플리터를
지나 64개의 채널로 분기되며, 폴리머 위상 변조기를 통과하며 각 채널 간의 위상이 조절되고,
SiN 광도파로를 통과하며 광도파로의 간격이 좁혀져 출력된다.
파필드 영역의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한 출력 빔의 광파워를 관측하면서 하나의 채널에 위상 변
화를 주게되면 rotating element field vector (REV) 기법을 이용하여 각 채널 마다의 위상 보정치
를 구할 수 있다. 출력된 빔은 그림 2와 같이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흩어져 있지만 REV 기법
을 이용하여 빔포밍을 시행하면 중앙에 메인 빔이 형성되게 된다 [4]. 비주기적 광위상배열소자의
출력 빔을 조향하기 위해서는 각 출력 광도파로 채널의 위치를 고려하여 위상을 조절하여야 한다.
 번째 출력 광도파로의 위치를  , 조향하고자 하는 빔의 각도를  라고 할 때,  번째 채널의


위상  는     ⋅sin 가 된다. 위상변조기 각채널에 파워를 인가하여 3° 단위로 빔을
조향하면 그림 2와 같다. 주기적 광위상배열 소자의 경우 ±11°에 모두 빔이 형성되지만, 비주기적
광위상배열 소자의 경우 사이드 로브는 메인 빔 대비 6.98 dB 억제되었다.






그림 1. REV 기법을 이용한 빔포밍 이론

그림 3. 라인빔 출력광을 횡방향으로
스캐닝하여 나타난 결과

그림 2. 빔포밍전 횡방향으로 흩어진 빔을
빔포밍하여 한곳에 모여지도록 만든 결과

그림 4. SMSR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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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깊이 재현 사양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parameters of the depth expression of a lightfield display
최희진*, 이현택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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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ghtfield display is a type of volumetric displays to provide a depth expression by modulating the
angular distribution of light rays. In this paper, the prameters of the depth expression of a lightfield
display are analyzed.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과 네ㅌ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가상 세계
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평면 화면(스크린) 안에서
만 영상을 표시 가능한 기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 하나로, 실제와
같은 입체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 표시 디스플레이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 표시 디
스플레이를 구현 가능한 기술들 중 라이트필드(lightfield) 방식은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제
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광파의 회절과 간섭을 이용하는 홀로그램과 달리 가간섭성이 높은 광
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양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실감 영상 구현이라는 공간 표시 디스플레이의 목적을 감안할 때, 3차원 공간에 깊이감을 표시
할 수 있는 범위와 정밀도(해상도)는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성능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깊이 재현 성능과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설계 사양의 상관 관계를 분
석하여야, 디스플레이 패널 및 라이트필드 광학계의 제한적인 사양 내에서 최적화된 깊이 표시 성
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형성되는 voxel들
의 위치 계산을 통하여 각 깊이 재현 영역의 변화 및 그 주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전체 깊이
재현 영역의 크기와 각 영역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의 크기 및 평균 해상
도를 구하고, 각 깊이 재현 영역에서 구현 가능한 공간 표시 입체 영상의 깊이 방향 해상도가 달
라짐을 도출하였다.
Voxel

라이트필드 광학계

Display panel

그림 1.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깊이 재현 단위(voxel) 및 영역 분석 모식도

또한, 공간 표시 디스플레이의 깊이 재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간 표시 디스플
레이를 통해 구현되는 voxel들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2차원 평면 영상의 화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측정하는 휘도/명암비/시야각 등의 사양 외에도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상술한 깊이 재현 영역 및 깊이 재현 해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 측정
법 개발이 필요하다.
D
Volumetric Display

Depth
axis

Test pattern

(a) 종축이동 스캐닝 방식
D
Volumetric Display

Depth
axis

Test pattern

(b) 회전 스캐닝 방식
그림 2.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깊이 재현 성능 측정법 예시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o. 2020-0-00457, 중대형 공간용 초고해상도 비정형 플렌옵틱 동영상 획득 기술 개
발)

F1D-V.02

자가간섭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1-D 집적영상의 공간 화소 분석
Voxel Analysis of 1-Dimensional Integral Imaging
Using Self-interference Incoherent Digital Holography
민성욱*, 김영록, 신민곤, 김승원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We propose the quantitative voxel analysis method for a 1-Dimensional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self-interference digital holography. The integral imaging system formulates the voxel by overlapping of
light rays. Howev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voxels was conducted mainly in an indirect
approach. An autofocus algorithm that uses differentiation of image is adapted and verified by comparing
two types of patterns.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인 멀티뷰 디스플레이, 혹은 1-D 집적영상은 렌티큘러 렌
즈나 패럴랙스 베리어와 같은 광학 소자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영상정보를 재생
하여 양안시차를 통한 3차원 시감을 제공한다 [1]. 슈퍼 멀티뷰 디스플레이 (Super multi-view
display, SMV)는 더 나아가 인간의 동공 지름인 5 mm 보다 작은 시점 영상을 세밀하게 재생하
여 눈으로 하여금 광선이 겹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맺게 하고, 이를 통해 수렴과 조절, 운동시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집적영상이 형성하는 공간 화소(Voxel)에 대한
분석은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수학적 분석과 카메라를 통한 실제 물체와의 초점 비교와 같
은 간접적인 실험으로 진행되어왔다.
한편, 자가간섭 홀로그램은 입사광의 파면 분리와 위상 변조를 통해 간섭무늬를 획득하는 기술
로, 기존의 홀로그램과 달리 비간섭성 광원 조건에서도 빛의 위상과 진폭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2]. 이러한 자가간섭 홀로그래피의 특징은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 형성되는 라이트필드의 직접적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집적영상에 의해 공간상에 형성된 라이트필드를 촬영한 홀로그램은 일반적인 홀로그램과 마찬
가지로 회절 공식을 사용하여 전파 거리에 의한 필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간화소의
위치는 가장 선명한 초점을 가지는 전파 거리로 정의되며, 수치적으로 복원된 홀로그램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초점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 전파 거리에 대해 복원된 홀로그램  에
대해 선명도를 나타내는 초점 함수  는 대표적인 경계 검출 알고리즘의 하나인 소벨 필터링을 사
용해 구할 수 있으며 [3], 소벨 연산자  를 통한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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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큘러 렌즈를 통해 형성되는 1-D 집적영상에 대해 렌즈 방향에 수직한 패턴과 수평한 패턴
에 대한 홀로그램 복원과 소벨 필터링 적용결과를 그림 1에서 나타내었다. 소벨 필터링은 방향에
따른 영상의 미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D 집적영상을 분석한 결과 렌티큘러 렌즈에
수직인 성분에 대한 선명도가 높게 나타나며, 초점 함수 결과를 분석한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영상에 상관없이 공간화소가 형성되는 위치에 렌티큘러 렌즈에 수직한 성분이 지역 최댓값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간화소의 형성 위치를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 형성되는 공간화소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공간화소의 특성 분석은 미래 디스플레이의 하나로 주목받는 3차원

디스플레이의 표준화 및 제품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3차원 정보 표현 능력을 검증할 필수 과정
이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자가간섭 홀로그래피 기반 분석 기법은 선도적인 기술 표준화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삼성디스플레이(주)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
이다.

그림 1. 1D 집적영상 홀로그램의 필터링 적용결과

그림 2. 수직 방향 패턴 초점 분석

그림 3. 수평 방향 패턴 초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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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esolution light field image acquisition system using 1D
moving camera array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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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종2, 정종래3, 김남1,*
1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2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3

수원과학대학교 정보통신과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eal object-based fully automatic high-resolution light field

image acquisition system using the one-directional moving camera array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After

the

user

inputs

the

main

parameters,

the

camera

array

automatically captures the high-resolution perspectives of the real object, and the captured
images are utilized for the hogel generation of the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be an effective way to
acquire the high-resolution and high-quality light field images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system.
The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outputs the natural-view three-dimensional (3D)
holographic images by printing the elemental holograms, also known as the hogels, which
contain the full 3D information of the given object, onto the holographic material using laser
illumination [1]. The light field imaging techniques based on single and/or multiple camera
methods [2] are quite appropriate for the hogel generation of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Especially, the multiple camera (camera array)-based methods acquire the full 3D information
of the real objects with high-resolution and high-quality through the multiple interconnected
digital cameras. Even the camera array methods capture the high-resolution and high-quality
perspectives for the real objects, the large space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mera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cameras is much complex, and the additional
correction for camera lens distortion and brightness should be required for each camera.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lly automatic high-resolution light field image acquisition
method for supporting the high-quality and accurate 3D information real object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A 1D camera array is the multiple high-resolution digital cameras
installed along the vertical axis, and it is mounted on the multifunctional smart motor-driven
stage. First, the initial position of the 1D camera array, the number of frames, the value of
camera shifting and rotation are inputted by the user. Then, the camera array is shifted to the
initial position, and the perspectives are captured automatically. When all the perspectives are
captured, the translation stage is stopped, and the cameras are deactivated.
The captured perspectives are multiplied with a 2D random phase uniformly distributed and
the fringe pattern of hogel is generated through a single fast-Fourier transform (FFT). The
generated hogels are printed on the holographic material through the holographic printing
process. Note that the main structure and controller of the holographic printing is based on
the previous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system [3]. The printing path is set to print a
first horizontal row, along left-to-right direction until the whole horizontal line is exposed by

shifting one hogel size; then move up in the vertical stage by the size of one hogel and
returning the horizontal stage with right-to-left direction. This process is continuously iterated
and print all hogels sequentially.
In the experiment, three digital cameras (Sony α6000), the Suruga Seiki DS102 controller for
multifunctional

motors,

the

Raspberry

Pi3

and

the

switch

circuit

boards

for

camera

interconnection, and LabVIEW-based integrated controller for the user have been utilized.
Total 9×9 perspectives have been captured with 4000×4000 pixels of resolution from the real
object Venus, through the toe-in structure within approximately 18 degrees. From captured
perspectives, 50×50 hogels with 9000×9000 pixels of the overall resolution were generated (Fig.
1). The printed 3D holographic image is presented in Fig. 2 from different viewpoints where
the overall size was of the holographic image was approximately 50×50 mm.

Fig. 1. The real object Venus and 50×50 hogels

Fig. 2. The printed 3D image of
Venus from various viewpoints

We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high-resolution and high-quality light field image
acquisition system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has
been cert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an effective way to acquire the light field
images of the real object and support the accurate 3D data for the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system.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o.
2020-0-00929)

and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2021-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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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inhole Array를 활용한 Near Eye Display 구현
Realization of a Near Eye Display using an Active Pinhole Array
이현택, 이한울, 최희진*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hjchoi@sejong.ac.kr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alize a Near Eye Display using an Active Pinhole Array that
is changing the elemental images and the position of the pinhole pattern to prevent empty spaces
bewteen retinal elemental images.

Virtual Reality용 Near Eye Display(NED)는 완전한 가상 공간을 보여주어 사용자에게 시각적
으로 높은 몰입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착용해야 하는 NED의 특성으로 인해 NED
의 크기가 클 경우, 사용자가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렌즈 또는 pinhole
등을 이용해 얇은 두께의 NED를 구현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pinhole
을 이용한 방식은 광학적 왜곡이 없어 전체적인 두께가 얇으면서도 깨끗한 영상을 보여준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1]. 그러나 상기 고정식 pinhole 방식은 실사용자의 동공 크기가 NED 설계 시
가정한 동공 크기와 다를 경우 영상이 깨져 보이거나 영상의 중간이 비어 보이는 문제가 있다
[2]. 그러므로 본 초록에서는 동공 크기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Active Pinhole
Array(APA) 기술을 활용한 NED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고정식 pinhole을 이용한 기존 NED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상
술한 문제들 중, 설계한 동공 크기보다 실제 동공 크기가 커지게 되어 영상이 깨져보이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그림 1(a)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동공 크기를 가정하여
NED를 설계해야 하나, 그림 1(b)와 같이 실제 동공 크기가 임계값 이하로 줄어들 때는 반대로 패
널에 표시된 영상 정보가 망막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 각 영상들 사이에 공극(empty
space)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
(b)
그림 1. pinhole을 이용한 NED의 문제점: (a) 최대 동공 크기로 NED를 설계한 경우, (b) 실제
동공 크기가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망막상에 발생하는 빈 공간
본 초록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2(a)와 같이 여러 pinhole 패턴을 시분
할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맞춘 기초영상 어레이를 표시함으로써, 각 시분할 단계

에서 생기는 망막면 상의 빈 공간을 잔상효과를 이용하여 채워주는 원리를 제안한다. 이러한 원리
를 적용하면 기존의 고정식 pinhole 방식보다 넓은 동공 크기 범위에서도 그림 2(b)와 같이 망막
면의 영상 중 일부가 비어 보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a)

(b)
그림 2. APA를 적용한 pinhole NED 원리: (a) APA를 이용하여 망막면 상의 빈 공간에 영상을
표시하는 원리, (b) APA 적용시 각 시분할 단계에서 눈에 보이는 패널 영역 및 잔상효과에 의해
이들이 중첩되어 빈 공간 없이 관찰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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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W 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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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레이저는 군사용 레이저 분야에 적합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섬유 레이저 출
력 한계를 알아보고자 광섬유 증폭기 및 공진기 레이저 구조로 각각 구현한 3 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 현황을 보고한다.

광섬유 레이저는 외부 환경 둔감성 우수한 빔 품질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최근
군사용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 중 요격용 레이저 광원 분야는
출력 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출력 레이저 모듈 및 빔 결합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일 모듈의 출력을 보다 증대하기 위해서는 광섬유 코어사이즈가 증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빔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단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탠덤 펌핑 방식 고안하여
출력을 증대하는 연구를 해외 선진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연구되었으나 20kW 이상의 결과는 아직
까지 보고된바가 없다 [1]. 레이저 광원 출력을 증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중 하나는 여러 레이
저 모듈을 빔 결합 하는 것으로 파장 빔 결합 방식이 대표적이다 [2]. 파장 빔 결합을 하기 위한
레이저의 특성은 선폭이 좁은 협대역 고품질의 레이저가 요구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광섬유 기
반 고출력 레이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직접 펌핑 방식 구조의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한계는 약 3 kW으로 알려져 있으며
3 kW 이상 출력 증대시 모드 불안정성, 유도 라만 산란등으로 인하여 빔 품질 저하 및 출력 효율
저하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고품질의 레이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섬유 코일링, 역방향
펌핑 방식 등으로 고품질의 레이저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그룹에서도 고품질
고출력 레이저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지난 수년간 진행해 왔으며 이 중 3 kW급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 와 공진기 타입 레이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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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폭기 구조 타입 3 kW급
광섬유 레이저 출력

그림 2 공진기 구조 타입 3 kW
급 광섬유 레이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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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압력경계 감시진단용 내환경 광섬유 FBG 센서 기술
Radiation-hardened fiber Bragg grating (FBG) sensor for nuclear safety system
김영웅*, 김종열, 황영관, 김선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기기진단연구부
We have developed radiation-hardened (RH) and heat-resistant (HR) optical fiber sensors for leak and
fault detection in nuclear power plant pressure boundary (NPP-PS). Femto-second laser inscribed FBG
(fs-FBG) with polyimide coating was used to develop the RH & HR sensors. Sensor packaging and
installation components were specially designed for application in the harsh NPP-PS. Leak detection test
results using small-scale pressure boundary test-bed are discussed in this paper.

본 논문에서는 고온/방사선 환경의 원전 압력경계 계통 누설탐지 기술로서 내환경 FBG 온도 센서를
이용한 증기누설 탐지 기법과 축소형 계통 모델을 이용한 적용 테스트 결과에 관해 기술하였다.
FBG 센서는 내열 및 내방사 특성을 고려하여 polyimide coated 광섬유에 펨토초(fs) 레이저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온도 전달 특성과 고온의 증기 노출에 따른 파손 등을 고려한 패키징(Al) 및
케이블(carbon tube) 구조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fs-FBG 내환경 온도 센서는

원전 압력

경계 계통 축소형 모델 배관에 어레이(array) 형태로 적용하여, 임의의 증기누설에 따른 누설 발생 여부
및 누설 위치 탐지를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센싱 데이터는 대상 배관 3차원 모델링 구조에 연동
시켜 실시간 가시화 표현되도록 개발하였고, 고온의 증기 누설 테스트 결과를 통해 내환경 FBG 센서의
원전 기기 상태감시 기술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내환경 FBG 센서 기반 배관 증기누설 모니터링(가시화)

사사.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원자력연구개발사업,NRF-2017M2A8A4017221)

F2D-IV.03

선폭에 따른 광섬유기반 형광 광원과 레이저의 이차조화파 생성 비교
Comparative study of second harmonic generation in Yb-doped fiber
fluorescent light and lasers with an adjustable linewidth
박은지*, 1, 김지원2
1한양대학교 ERICA 응용물리학과
2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
Yb 도핑 광섬유를 사용하여 선폭 조절이 가능한 형광 광원과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에 대해 주
기 분극 비선형 광학 결정을 사용하여 이차조화파 생성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램프나 태양빛 등 낮은 가간섭성을 가지는 빛을 이용한 물질의 비선형 광학 현상에 대한 연구
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낮은 휘도 및 출력으로 인해 변환 효율이 매우
낮아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미징, 디스플레이, 백색광
간섭계, 핵융합 등의 응용 분야에서 빛의 휘도가 높으면서도 가간섭성이 낮은 광원의 필요성이 점
점 커지고 있다[1]. 그로 인해 레이저빔과 같은 우수한 빔 전파 특성을 가지면서 낮은 가간섭성을
가지는 광섬유기반 형광 광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비선형
광학 현상의 연구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Yb가 도핑된 편광 유지 광섬유를
이용하여 ∼1 μm 파장 대역에서 선폭 조절이 가능하고 선형 편광을 가진 형광 광원과 레이저 시
스템을 구축하고 주기분극반전된 PPSLT를 이용하여 이차 조화파를 발생시킨 후, 변환 특성을 비
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광 광원 녹색광 변환의 실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크게 형광광원 씨
앗빔 시스템과 선폭 조절부, 출력증폭단으로 구성된다. 씨앗빔 시스템은 코어직경 10 μm, NA
0.08, 내부 클래딩 직경 125 μm, NA 0.46인 Yb이 도핑된 이중 클래딩 편광유지 광섬유(LIEKKI
Yb1200-10/125DC-PM)를 ~4.5 m 사용하였다. 그리고 (2+1)×1 펌프광 신호 결합기(pump &
signal combiner)를 사용하여 976 nm의 다이오드 레이저빔을 공급하여 Yb 광섬유를 펌핑하였다.
Yb 광섬유의 한쪽 끝단은 약 10°로 각도 절단하고 다른 끝단에는 아이솔레이터(isolator)를 사용하
여 광섬유 내부에서 피드백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레이징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 안정적으로 광대역 형광 광원이 발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출력빔은 중심 파장
1044.4 nm에서 최대 590 mW의 출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의 3dB 선폭은 27.2 nm였다. 이후
동일한 활성광섬유 및 펌핑 광원을 사용하여 형광 광원 씨앗빔을 4.55 W 까지 증폭하였다. 그 이

그림 1. Yb 광섬유 형광 광원 구조도

그림 2. 선폭에 따른 이차조화파 세기

후 1단 증폭단과 2단 증폭단 사이에 두 개의 써큘레이터(circulator)와 회절격자를 각각 사용하여
선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형광 광원빔의 선폭을 0.17 nm에서 0.54 nm 까지 변조
시킬 수 있었으며 최종 출력은 약 700 mW 까지 가능하였다. 그리고 비교 실험을 위해 동일한
Yb 광섬유를 사용하여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형광 광원 및 레이저 빔을 30 mm의 PPSLT
에 입사시켜 이차조화파 녹색빔을 생성하였고 출력빔의 선폭을 조절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변환 효율은 선폭에 반비례하였으며, 형광 광원과 레이저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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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븀이 첨가된 실리카 기반 실린더형 매질을 이용한 레이저 특성 조사
Investigation of lasing characteristics for a Yb-doped silica rod
박종선1,2*, 김진필2, 박은지2, 오예진2, 김지원2, 정훈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1
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2
본 연구에선 실린더형으로 제작된 Yb이 첨가된 실리카 매질(Yb:silica)의 레이저 광특성에 대해 조사하였
다. 제작한 Yb:silica의 흡수 및 방출 특성과 함께 형광 수명 시간을 측정하고 동시에 이 매질로 증폭단을 제
작한 후 레이저 빔을 입사시켜 증폭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터븀 (Yb, ytterbium)은 1 μm 파장대의 레이저를 만드는 희토류 계열의 활성 이온 중 하나로
가넷 계열 결정, 산화물 계열 결정, 텅스테이트 계열 결정, 유리 기반 물질 등 다양한 호스트 물질
에 첨가하여 레이저 매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Yb 첨가 가넷 계열의 결정
인 Yb:YAG는 이득률이 높고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고출력 레이저에는 적
합하지만, 이득 선폭이 좁아서 넓은 레이저 발진 선폭을 필요로 하는 극초단 펄스 (펨토초) 레이
저용 물질로는 적합하지 않다 [1, 2]. 이에 반해 텅스테이트 계열의 결정에 Yb을 첨가하여 제작한
레이저 이득 매질 (Yb:KGW, Yb:KYW 등)은 넓은 이득 선폭을 가지고 있어 펨토초 등 극초단
레이저용 이득 매질로는 적합하지만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물리적 강도가 떨어져 고출력
레이저용으로는 제한이 따를 뿐 아니라 결정 성장이 쉽지 않아 고품질의 대구경 결정을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1]. 그에 반해 유리 기반 물질에 Yb을 첨가하여 제작한 레이저 매질은 제작이 쉽
고 원하는 모양과 대구경으로 쉽게 제작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유리 물질은 물리적 강도가 떨어지
고, 열전도도가 매우 낮아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매질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에 반해 Yb이 첨가된 실리카 기반의 유리 물질은 열전도도와 물리적, 화학적 안정도가 결정 물질
에 비견될 정도로 높고 넓은 이득 선폭을 가지고 있어 고출력, 고에너지 극초단 펄스 증폭용으로
이상적인 레이저 매질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레이저 매질이 Yb 첨가 광섬유이다 [1, 3]. 하지
만 실리카 기반 물질에 수백 마이크로 미터에서 수 mm의 범위로 Yb을 균일하게 첨가시키는 것
은 매우 어려워서 고에너지 레이저 증폭용 매질로는 거의 보고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Yb 첨가 실리카 레이저 매질 Yb:silica를 직경 1 mm의 실린더형으로 가공한 후
레이저 광특성 및 증폭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우선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율 및 방출율을
측정하고, 펌핑 후 형광의 시간 감쇄율을 측정하여 형광 수명시간을 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
작한 레이저 매질이 일반적인 Yb 첨가 실리카 광섬유와 같은 레이저 광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Yb:silica 실린더를 사용하여 레이저 증폭단을 구축하고 중심 파장 1030 nm의 연속 발
진 레이저빔을 입사시켜 증폭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1).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기울기 효율
28%로 최고 출력 72 W를 획득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Yb:silica가 레이저 매질로서 높은 가능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Yb:silica를 이용한 레이저 증폭단 모식도

그림 2. Yb:silica의 출력증폭 특성
[1] W. Koechner, Solid-State Laser Engineering, Springer-Verlag, Heidelberg, 2006, pp.
38-101
[2] P. Lacovara, H. K. Choi, C. A. Wang, R. L. Aggarwal, and T.Y. Fan, Room-temperature
diode-pumped Yb:YAG laser, Opt. Lett. 16, 1089–1091, 1991.
[3] M. N. Zervas and C. A. Codemard, High Power F iber Lasers: A Review, IEEE J. Sel.
Top. Quantum Electron. 20(5), 219–24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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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소형레이저무기 개발
The Development of a Compact Laser Weapon System
with a High Power Fiber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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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a compact laser weapon system.

적의 다발성 소형 표적에 대해 선택적으로 신속 대응하고 부수적 피해가 적은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는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고성능의 레이저 무기는 원거리 표적의 요격에는
유리하지만, 부피와 무게가 거대하여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동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레이저의 출력이 다소 낮더라도 다수 지역에
배치하여 신속 운용 가능한 소형레이저 무기를 개발하였다. 소형레이저 무기의 주요구성품은
5개로 고출력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한 빔집속기, 고출력레이저, 냉각기, 제어기, 전원공급기로
구성된다. 5개 구성품의 전체 무게는 약 000kg 급으로 다수의 전투병에 의해 운반 및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
소형레이저무기 개발에 사용된 고출력 레이저는 Yb 광섬유 기반의 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직경이 00 cm 인 주경을 통해 표적에 표면에 집속되어 표적을 요격하였다. 소형레이저무기 요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표적은 알루미늄판, 스테인리스 스틸 판 등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소형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내용과 요격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a)

(b)

그림 1. 소형레이저 무기 (a) 빔집속기 형상, (b) 전투지휘차량에 탑재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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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nanowires-based transparent electrode for flexible and stretchable
optoelectronic devices
Nguyen-Hung Tran*, Ji-Hoon Lee
Future Semiconductor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Center, Division of Electronics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Korea
Fabricating Cu NWs in a simple way and protecting them from oxidation are challenges for applying
Cu NWs in the commercial market. We introduced all solution process to fabricate Cu NWs-based
flexible and stretchable electrode with long-term stability.

In the last decade,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demand for flexible and
stretchable transparent electrodes. It is used in various devices ranging from displays to
smartphones and smartwatches. In order to change the rigid parts of these devices to soft,
bendable, stretchable, and attachable to the human body, various nano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graphene, carbon nanotubes, conductive polymer, metal nanowires, and
metal nanogrid. Among mentioned nanomaterials, copper nanowires have been raised as a
potential candidate due to the high conductivity and low-cost of Copper. However, the
fabrication processes of Cu NWs are involved harsh environments and special equipment that
raises concerns about the cost-efficiency, thus eliminating the merit of the Cu NWs.
Additionally, Cu tends to react with oxygen creating an insulating surface oxide layer and
subsequent loss in electrical conductivity under ambient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a facile fabrication Cu NWs-based flexible/stretchable electrode, effectively protect it
from oxidation, and apply it in a practical device[1,2].
First, Cu NWs were synthesized via the hydrothermal method and purified by water and
hexane to eliminate the byproducts of the reaction. Then Cu NWs were dispersed in isopropyl
alcohol and sprayed on the substrate (PET film or PDMS). Next, the films were treated with
acetic acid. To protect the Cu NWs from oxidation, the NWs were covered by Zinc through
an electroplating process and annealing to form the Cu-brass core-shell NWs. Finally, the
fabricated transparent electrodes were applied in an organic solar cell[3].
Figure 1 shows the transmittance of the fabricated electrodes as a function of the sheet
resistance. It can be seen that the Cu/Brass NW exhibited a simila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u NWs. The electrical stability under 5000 cycles of loading of the Cu/Brass NWs is
shown in Figure 2. Figure 3 is the EDS TEM images of the fabricated Cu/Brass nanowires.
The images proved that the Zn was fully covered the Cu NWs to form the protective shell.
Figure 4 plotted the photo-to-current conversion efficiency of organic solar cells (OSCs)
fabricated by Indium Tin Oxide (ITO) and our transparent electrode. The efficiency of the
OSCs using the Cu/Brass NWs was slightly lower than the ITO-based OSCs.

Figure 1. The transmittance of the
fabricated electrode as a function of the
sheet resistance.

Figure 2. The change of resistance of the
transparent electrode under cyclic loading.

Figure 3. The EDS mapping of core-shell
structure.

Figure 4. Plots of incident
photon-to-current conversion efficiency
(IPCE) spectra of OSCs using ITO,
Cu/Brass N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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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f an ultra-broadband metamaterial absorber
for high solar thermal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Phuc Toan Dang*, Jongyoon Kim, Ji-Hoon Lee
Division of Electronics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South Korea

We present the proposed solar thermal absorber numerically enabling broadband absorption and high solar-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In detail, the absorber exhibits a broadband absorption with a 97 % absorption level and a high
efficiency of solar-thermal conversion with 96 % under the various continuous concentration factor C (0-1000) over
the wide working temperature.

The sun provides an enormous energy source consisting of light and heat, which meet the world's energy
demand. In terms of solar thermal systems, the role of the solar absorber is critical in the exploitation of
nearly the entire solar spectrum. Therefore, the obtained solar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is greater than
that of traditional photovoltaics [1]. The solar thermal absorbers enable the conversion of the solar photons
to thermal energy, and then the energy is converted to electricity in the photothermal system. The solar
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is given by [2]

=

C   d . A (  ) .Esolar (  ) −  d . A (  ) .EB (  , TB )
C   d .Esolar (  )

Where A (  ) is the absorption spectra, C is the concentration factor which is the ratio of the radiant power
density at the collector divided by the radiant power density of the sun without any concentration, Esolar (  )
is the solar irradiance spectra at AM1.5G [3], EB ( , TB ) is the black body radiation at temperature TB .
The proposed structure exhibits solar-thermal conversion energy of over 96 % in the wide temperature
range with the continuously variable concentration factor C. In addition, the structure possesses the nearunity absorption surpassing 97% over a broad bandwidth [4].

Fig. 1. The sketch of the proposed solar-thermal absorber.

Fig. 2. (a) Absorption spectra for various incidence angles, (b) The solar-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absorber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factor C and work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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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각도에 따른 투과율 차이를 보이는 게스트-호스트 액정 윈도우
Guest-host liquid crystal window with angular-selective transmittance
안찬헌1*, 지성민2, 윤태훈2, 오승원1
1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2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We analyzed angular-selective absorption in a guest-host liquid crystal (GHLC) cell. Owing to the
absorption anisotropy of guest dichroic dyes, GHLC cell can absorb the obliquely incident light, while
allowing people to see through windows in a normal view. Therefore, the cell can provide comfortable
environment, and reduce the energyby blocking the solar heat incident from the oblique direction.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윈도우는 난방, 냉방 및 조명을 위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이용자에
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널리 연구되어 왔다 [1].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환 가능한 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부 자극에 따라 색이 변하는 전자 크로믹, 광 크로믹 및 열 크로믹 재료
와 같은 채색 재료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방안으로 썬팅된틴트 윈도우는 등방성 흡수 특성 때
문에 모든 방향에서 입사광을 흡수하여 시야각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시야를 본다. 따
라서 냉방 에너지 절약과 내부의 충분한 밝기를 위해서는 빛의 입사각에 따라 투과율이 선택적으
로 바뀌는 윈도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빛의 입사 각도에 따라 투과율이 변하는 게스트호스
트 액정 스마트 윈도우를 제안한다. 충분한 측면/직진 투과율 차이를 구현하여, 측면 입사광을 효
과적으로 차단하여 에너지 절감 역할을 하며, 정면 입사광을 투과시켜 사용자에게는 투명한 시야
를 제공한다. 또한 제안한 스마트 윈도우는 필요에 따라 전압을 인가하여 정상 시야에서 투명상태
와 불투명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GHLC 셀은 흡수 이방성 때문에, 측면 입사광을 강하게 흡수하는 반면에 직진 입사광은 약하게
흡수한다 [2]. 측면/직진 입사광 사이의 높은 투과율 차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최적화 알고리
즘을 따름으로써 최적의 염료 농도와 셀 갭을 확인했다 [3]. 실험에는 네가티브 액정과와 검정색
이색성 염료 X12의 2 wt%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게스트호스트 셀의 투과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측면/직진 입사광 사이의 높은 투과율 차이를 달성하는데 필
요한 최적화된 조건을 확인하였다.
직진 입사의 경우, 균질하게 정렬된 GHLC 셀의 투과율은 T∥,⊥=T0 exp(-α∥,⊥cd)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α∥ 와 α⊥는 염료 분자의 흡수 축에 대한 각각 평행 및 수직 편광에 대한 GH
LC 셀의 흡수율이다. T0는 염료 없이 균질하게 정렬된 액정셀의 투과율이고, c와 d는 각각 염료
농도 및 세포 간격이다. 여기서 햇빛은 비편광이기 때문에, 게스트호스트 셀의 투과율은 장축과
단축의 평균값으로 정리된다. 측면 입사의 경우 기존 GHLC 셀의 투과율 수식에 α와 d를 입사 각
도(θi)에 따른 T∥,⊥(θi)=T0(θi) exp(-α∥,⊥(θi)c(θi)d(θi))으로 수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염료
분자의 흡수축이 입사 평면에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Path 길이(d(θi))는 d(θi) = d/cosθi. 즉, 입사

각의 증가에 따라 Path 길이가 증가한다. 그 결과 측면 입사에 대한 GHLC 셀의 투과율 또한 장
축과 단축의 평균값으로 정리 된다 [4].

그림 a. GHLC 셀 및 일반 유리 대 입사각의 측정

그림a는

그림 b. 직진 입사 및 측면 입사 시 GHLC셀의 전
송 스펙트럼 측정.

(원 및 제곱) 및 계산(대시선) 투과율.

제작한 GHLC 셀과 일반 유리의 입사 각도에 따른 투과율이다. GHLC 셀의 투과율은
입사각이 증가 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일반 유리는 입사각이 45도가 될 때 감소하
지 않는다. 그림b는 입사각이 0도와 75도 일때의 투과율 스펙트럼이며, 평균값은 각각 57.0%,
13.4% 이다. 제안한 GHLC 셀은 필요에 따라 정면에서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때의 구동
전압은 10 V로 응답속도는 on/off 각각 6.1 ms/80.5 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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