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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광네트워크 관제시스템(Dr. Cable) 개발 및 적용현황
Development and Field Implementation of AI based Optical Network
Management System (Dr. Cable)
최기만*, 오호석, 나상완, 강왕규, 이영욱
KT 융합기술원 Infra 연구소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광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선로에 연결된 IP/무선/전송장비에서 고장경보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VOC 를 통
해 광선로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다. 또한, 어느 지점의 광선로에서 단선 이벤트가 발생되
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OTDR) 측정 작업이 수반된다.
하지만, 광대한 광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광선로를 OTDR 로 모니터링할 수는 없으므
로 현실적으로는 국간 광선로 위주로 OTDR 상시감시 기능을 적용하고, 가입자 광선로는 고장
인지 이후에 수작업 OTDR 측정을 통해 장애위치를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다.
KT 에서는 선로장애가 발생했을때 장애를 빨리 인지하여 관제자/현장 작업자에게 알림을 주
고, 고장지점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출동 또는 OTDR 측정 전에 장애예상 구간을 제공함
으로써 현장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능형 광네트워크 관제시스템(Dr. Cable)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림 1]
지능형 광네트워크 관제시스템 (Dr. Cable)에서는 IP/무선/전송장비의 고장경보를 특정시간
단위로 클러스터링하여 동일한 선로장애 이벤트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 후,
도메인별로 선로장애를 판단하는 엔진에서 최종 판단된 선로장애 결과만을 도출해 낸다. 또한,
선로장애 티켓에 그룹핑된 IP/무선/전송장비의 설치주소 및 연결 광케이블의 GIS 루트간 토폴
로지 분석을 통해 광선로의 고장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선로장애 인지시간이 기
존대비 56% 단축되었으며 선번장, 고장선로 루트 및 장애예상 구간 분석결과를 웹/모바일에
제공함으로써 현장작업자의 복구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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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able 시스템 구조

그림 2. 선로장애 업무 자동화 및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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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 음파 센서 및 AI 플랫폼 기반 광케이블 선로 피해예방
Optical Fiber Protection based on Distributed Acoustic Sensor and AI Platform
이승민 1, 박주희 1, 이영욱 1, *
1

(주)케이티 융합기술원 인프라 연구소 Next core infra TF

분포형 음파 센서(1)는 광케이블 기반 펄스광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최대 수 십 km 까지 떨어진
위치에서도 광케이블 외부 진동원을 정확하게 판별 하는 센서이다.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해 시설물
침입탐지, 파이프라인 감시, 교통감시 등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중장비 공사에 대한 광케이블 피해
예방도 할 수 있다. 광 케이블이 훼손될 경우 주변 일대의 통신이 마비 될 수도 있어 사회 직간접
적, 경제적 손실이크다. 따라서, 통신회사들은 1 일 1 회 또는 2 회 순회를 통해 선로 관리를 실시
하지만 모든 공사장들에 대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점점 순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대안
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음파 센서기반으로 광케이블을 중장비 위협(토사굴착, 아스콘 브레이킹 등)
으로부터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KT 평택국사에 시범적용을 통해 입증하였다. 그
림 1 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KT 평택국사 인근 지역을 42 개의 루트로 중복구간 포함 총 감시
거리 약 420 km 에 대해서 감시하였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 채널 동시측정이 가능하고
채널 별 최대 탐지거리 30 km 성능을 갖는 분포형 음파 센서를 개발하여 구축하였고, 4 채널에 저
속 스위치 4 대(1X20 포트)를 연결하여 42 개의 루트를 나뉘어 감시하였다.

분포형 음파 센서로

부터 게이트웨이에 전송된 광 신호 데이터는 딥러닝과 신호처리기반 분석으로 진동원, 진동원 위
치, 케이블과의 근접도를 판별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관제플랫폼을 통해 선로정보와 맵핑 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웹 화면으로 GIS 정보, 중장비 위협, 케이블 근접도를 제공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설된 통신선로를 중장비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피해예방하는 방법
을 보이며, 더 나아가 통신선로와 같은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전력선, 가스관 등) 피해예방에 확
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H.F. Tarlor and C.E.Lee, U.S. Patent 5194847, MAR. 16, 1993

그림 1.

DAS 기반 광케이블 선로 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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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광통신에서 광 증폭기를 통한 PAM4 신호 수신 시 LMS 알고리즘
기반 CSI 추정을 통한 신틸레이션 완화 기법 연구
Scintillation mitigation using CSI estimation based on LMS algorithm
when receiving PAM4 signal in FSO receiver with optical amplifier
최재영*, 박진우, 이정문, 현영진, 한상국
연세대학교 광대역전송네트워크 연구실

최근 무선광통신은 넓은 대역폭, 작은 발산 각도, 비 면허 스펙트럼, 높은 보안성 및 낮은 전력
요구 사항에 의해 지상 간 네트워크 외에도 UAV와 지상, UAV와 UAV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선 광통신에서는 간단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 IM/DD (Intensity
modulation/Direct detection) 방식을 택하는데 대기 채널에 의한 영향에 의해 수신 광 파워의 흔
들림으로 검파 시 CSI (channel state information)을 추정해야 한다. OOK과 같은 binary 방식의
신호의 경우 AC coupling 혹은 DC block을 통해 별도의 CSI 추정 없이 수신 할 수 있지만
PAM4과 같은 multi-level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신 단에 광 증폭기 사용 시 각 level별로 noise
statistics가 다르게 되어 CSI 추정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 채널에 의한 페이딩을 고려
한 수신 단 광 증폭기 사용 시 LMS 알고리즘을 통한 CSI 추정에 대한 성능 향상 기술을 소개하
고자 한다. 성능 검증을 위해 연구실 내의 신틸레이션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PoC(proof-ofconcept) 실험을 진행하였고 광 증폭기 입력 파워 및 신틸레이션 강도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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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MS 알고리즘
기반 CSI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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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 증폭기 입력 파워 및 신틸레이션 강도에
따른 제안 기법 BER 성능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R1A2C3007934, 지능형 광액세스망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다차원 광전송 기술 연구]

[1] M. A. Khalighi and M. Uysal, “Survey on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a
communication theory perspective,” IEEE Commun. Surveys Tutorials 16, 2231-225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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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위한 가변 초점 렌즈를 이용한 빔 조향 및 적응 제어
기술
Optical beam steering and adaptive beam control using variable focus
lenses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s
Vuong V. Mai*, 김 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동체 간 초고속 통신을 위한 무선 광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
려운 부분은 광송수신기의 정렬(pointing, acquisition, and tracking: PAT)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빔 조향(beam steering) 장치와 적응 제어 기술(adaptive beam control)이 필요하다 [1][3]. 빔 조향은 송신기에서 수신기 방향으로 빔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적응 제어
기술은 송수신기의 진동과 대기 외란에 의한 조준 오차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송 환경에
맞게 빔의 크기(footprint)를 조정한다. 기존의 빔 조향과 적응 제어는 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
현되었다. 예를 들면 짐발(gimbal)이나 기계적인 거울 각도 조정 등을 통하여 빔의 방향을 조절하
였으며, 빔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광축을 따라서 렌즈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켰다
[4].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은 모두 경량, 소형 구현이 매우 어려우며, 기계적인 고장에 취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 개의 가변 초점 렌즈를 활용하여 빔 조향 및 적응 제어 기술을 구현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가변 초점 렌즈는 액체 렌즈를 둘러싼 원형 막에 압력을 가하거나 전기습윤
(electro-wetting) 효과를 이용하여 렌즈의 곡률을 변화시킨다 [5]. 그림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3 개의 렌즈 중 첫번째 렌즈는 빔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두번째 렌즈의 경우 렌즈의 중
앙이 광축으로부터 y 축으로 d 만큼 어긋나 있다. 이 렌즈의 곡률을 조절할 경우 빔의 방향은 y
축으로 움직인다. 세번째 렌즈는 빔을 x 축으로 조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렌즈의 중앙이
광축으부터 x 축으로 d 만큼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빔의 크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빔을 2 차원 방향으로 조향할 수 있다[5],[6]. 액체 렌즈로 구현된 가변 초점 렌즈의
경우 중력에 의하여 렌즈의 곡률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 개의 렌
즈는 수직으로 배열된다. 수평 방향으로 빔을 보내기 위하여 거울이 사용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3 개의 가변 초점 렌즈를 활용한 빔 조향 및 적응 제어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
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 내용을 보고한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연구센터 사
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UD190033ED).

그림 1. 3 개의 가변 초점 렌즈를 활용하여 구성된 빔 조향 및 적응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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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음향/초음파 융합 영상을 이용한 소동물 전신 영상 획득 장비
Whole-Body Small Animal Photoacoustic/Ultrasound Imaging System
김지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광음향 영상은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의 원리를 결합한 융합 영상 방법으로, 광학 영상의
높은 신호대조비와 초음파 영상의 생체조직 내에서의 공간분해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생체의료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신호 획득과 영상 구현의 원리가 초음파 영상과 동일
하여 하나의 영상 플랫폼에 두 영상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임상 적용이 기대되는
영상 방법이다[1].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영상과 광음향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융합 영상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혈관 모사 팬텀 영상과 소동물 전신 영상을 획득하여 파장별 신호 구분가능
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융합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초음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인 정
보와 광음향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적 분자 정보를 융합하여 다양한 생체의료 연구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1] J. Kim et al. “Programmable Real-time Clinical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Imaging
System,” Scientific Reports, 6, 35137, 2016.
[2] E. Park et al. “Simultaneous Dual-Modal Multispectral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Macroscopy for Three-Dimensional Whole-Body Imaging of Small Animals,” Photonics,
8(1), 13, 2021.

그림 1. 소동물 광음향/초음파 융합 영상 획득 결과

W1E-I.02

고주파 마이크로빔을 이용한 세포 특성 연구
Investigation of cellular properties using high frequency ultrasound
microbeam
임해균*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고주파 (30 ~ 500 MHz) 초음파는 단일 세포 크기의 높은 분해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암세포, 적혈구 등 여러가지 세포 특성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 음향 집게는 광학 집게에 비해 안
전하며 비교적 작은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세포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세포역학기반 연
구에 활용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마이크로빔 트랜스듀서 개발과 음향 집게를 이용한 세
포 연구에 대해서 발표한다.

[1] H. G. Lim et al., "Calibration of trapping force on cell-size objects from ultra-high
frequency single beam acoustic tweezer," (in ENG), IEEE Trans Ultrason Ferroelectr Freq
Control, vol. 63, no. 11, pp. 1988-95, Aug 2016, doi: 10.1109/TUFFC.2016.2600748.
[2] H. G. Lim et al., "Calibration of trapping force on cell-size objects from ultra-high
frequency single beam acoustic tweezer," (in ENG), IEEE Trans Ultrason Ferroelectr Freq
Control, vol. 63, no. 11, pp. 1988-95, Aug 2016, doi: 10.1109/TUFFC.2016.2600748.

그림 1.

초음파 음향집게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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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US-guided multiple cylindrical interstitial laser ablations of porcine
pancreatic tissue
Van Gia Truong, MS,1 Hyeonsoo Kim,1 Van Nam Tran, MS,1 and Hyun Wook Kang, PhD,1,2,*
1Industry
2Department

4.0 Convergence Bionic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Center for Marine-Integrated Biomedical Technology (BK21 Plu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wkang@pukyong.ac.kr

Abstract
Most pancreatic cancer (PC) can be either clinically silent or sometimes diagnosed when a tumor grows up to a large
size (i.e., 2~5 cm3), even at the late stage of cancer [1]. In clinical situations, encompassing the large-sized tumor
needs to use three or more ablative applicators. The current study aims to evaluate a therapeutic capacity of multiple
cylindrical interstitial laser ablation (CILAs) of porcine pancreas with 1064 nm laser light in ex vivo and in
vivo models. Four sequential insertions (D1~D4) of a diffusing applicator through a 19-G needle were made at the
angles of 0, 90, 180, and 270° with a 10-mm opposite distance under US guidance [Fig.1 (a)]. A 1064-nm laser
system was employed as a light source with a total delivered energy of 1000 J at various power levels (5, 7, and 10
W) to assess the cumulative thermal effects of the multiple-diffusing ablation on ex vivo porcine pancreatic tissue. In
vivo six-pig models were used to evaluate a clinical feasibility of multiple CILAs on pancreatic tissue via
laparotomy. Particularly, the combined photothermal effects from the multiple-diffusing ablation at 5 W generated
the rectangular ablation, created ablation volumes of up to 2.4±0.6 cm3 without tissue carbonization or fiber
degradation [Fig. 1(b)]. Overall, the total ablation volume from the multiple-diffusing ablation linearly increased
with the applied power [R2 = 0.98; Fig. 1(c)]. EUS-guided CILA warranted a therapeutic capacity of ablating in vivo
pancreatic tissue in a uniform manner without fiber degradation. The collective thermal effects from the multiple
CILAs can be a feasible way to entirely treat unresectable PC with minimal thermal injury. Further in vivo studies
will investigate the safety of the proposed multiple CILAs as well as acute/chronic responses of pancreatic tissue for
clinical translation.
References:
[1] Bengtsson A, Andersson R, Ansari D The actual 5-year survivors of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based on

real-world data. Scientific Reports 2020; 10: 1-9

Figure 1. Combined therapeutic effects on pancreatic tissue after sequential multiple-diffusing ablation : (a) transverse US
image of multiple position, (b) image captured from middle position of tissue, (c) the total ablation volume as a function of
applied power level (N=3).

W1C-I.01

나노레이저 연구의 최근 동향
Recent Progress in Nanolaser Technology
박홍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생성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전자집적회로의 처리 속도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광집적회로는 전자회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파장 크기 혹은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공진기에 빛을 가둠으로써 작동되는 나노레이저는 저전
력 소비와 빠른 변조 속도로 인해 광집적 회로의 핵심 요소로 관심받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성장
과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술적 진보는 마이크로/나노레이저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현재 공진기의
크기를 더욱 줄이고 전력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나노레이저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광결정 레이저, 플라즈모닉 레이저, parity-time 대칭성 레이저, 광위상절연체 레이저 및 bound
states in the continuum (BIC) 레이저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1]. 이 강연에서는 본 연구그룹
에서 최근 발표한 다양한 나노레이저들의 작동 원리, 광특성, 실제 응용성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3].

[1] Kwang-Yong Jeong, et al, “ Recent progress in nanolaser 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32, 2001996 (2020).
[2] Kyoung-Ho Kim, et al, “ Direct observation of exceptional points in coupled photoniccrystal lasers with asymmetric optical gains,” Nature Communications 7, 13893 (2016).
[3] Ha-Reem Kim, et al, “ Multipolar lasing modes from topological corner states,” Nature

Communications 11, 575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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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bright 2 µm laser emission from InAs quantum dashes-in-awell grown by punctuated growth strategy
Rafael Jumar Chu1,2, Daehwan Ahn1, Yeonhwa Kim1,2, Geunhwan Ryu1, Hosung Kim3,
Seungwan Woo1,4, Won Jun Choi1 and Daehwan Ju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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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 quantum dashes (Qdash), which are quasi-0D structures that appear as elongated
quantum dots, are promising laser gain materials for 2 µm lasers for next gener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s, laser surgery, health diagnostics, and gas sensing.[1-2] In this study,
we grew InAs Qdashes-in-a-well (QDawell) using punctuated growth strategy, which
comprises growth interruptions, resumptions, and annealing steps during the deposition of
InAs.[3] Fig. 1a shows the schematic of our laser heterostructure. The sample was grown using
molecular beam epitaxy, except for the upper cladding and contact layers, which were grown
using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QDawell was grown by depositing 7 ML
InAs between two 5 nm In0.53Ga0.47As quantum wells. Atomic force microscope imaging (Fig. 1b)
shows that the Qdashes appear as elongated nanostructures aligned along the [1-10] direction.
Photoluminescence measurements (Fig. 1c) show a clear enhancement in emission intensity
from the Qdashes grown using punctuated growth.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n
Fig. 1d shows crisp interfaces and the five QDawell layers are clearly seen. Fig. 1e is an optical
image of broad area laser diodes with 100 µm ridge width fabricated via standard
photolithography. Fig. 1f is a schematic of a fabricated laser device showing the Qdash
orientation and beam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laser cavity. Future work includes laser
device testing. Punctuated growth is a promising strategy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2
µm Qdash lasers for future applications.

[Fig.1] (a) Schematic of the sample structure with 5 layers of InAs quantum dashes-on-a-well on InP substrate,
(b) representative AFM image of the InAs QDashes, (c)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the samples grown with
and without punctuated growth, (d) cross-section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the sample, (e) optical
image of the laser fabricated laser device, and (f) schematic of the fabricated laser device.

[1] M.Z.M. Khan et al., "Self-assembled InAs/InP quantum dots and quantum dashes: Material
structures and devices," Prog. Quantum Electron. 38 (6), 237-313 (2014).
[2] R. Chu et al. “Optical properties of coherent InAs/InGaAs quantum dash-in-a-well for
strong 2 μm emission enabled by ripening process” J. Alloys and Compd. 157783 (2020).
[3] I. Mukhametzhanov et al. "Punctuated island growth: An approach to examination and
control of quantum dot density, size, and shape evolution." Appl. Phys. Lett. 75 (1), 85-8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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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기가 없는 단방향 발진
Unidirectional emission without mirror
송주형*, 이상준, 김상인
아주대학교 나노포토닉스 연구실

표면 발진 레이저는 소형 제작이 가능하며 높은 명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쪽에 완전 반사 거울을 두는 단방향 발진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
때, 완전 반사거울로서 DBR 이나 금속 기판이 이용된다. 하지만 DBR 이나 금속 기판을 이용할 경
우, 공정상의 복잡도 증가나 발진 파장 선택의 제한, 손실에 따른 기능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최
근 반사거울이 없는 구조에서의 단방향성 발진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1] 본 논문에서는 1 차원 격자구조에서 별도의 반사거울의 도움없이 여러 공진 모드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활용함으로써 반사기 기능을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다 간단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공정상의 복잡도를 줄이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발진 파장 선택의 자유도를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1] Zhou, Hengyun, et al. "Perfect single-sided radiation and absorption without
mirrors." Optica 3.10 (2016): 1079-1086.

그림 1.

1 차원 격자구조와 단방향 발진 효과

그림 2. 위쪽과 아래쪽의 발진 파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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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360 도 테이블탑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구현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360-degree holographic tabletop display
based on hand gesture recognition
김재한*, 조성배, 신승협,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디어연구본부 디지털홀로그래피연구실

본 논문에서는 (1) 입체공간에서 손가락의 위치 및 손 모양에 대한 3 차원 영상 정보를 분석하
여 제스처를 인식하고, (2) 인식된 정보를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하면, (3) 서버내
에 저장된 인터랙션 해당 홀로그램 데이터를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의 공간광변조기
인 DMD 의 제어보드로 전송하는 기능을 통하여, (4) 360 도 전방향에서 볼 수 있는 컬러 홀로그
램 동영상 객체를 생성하고 (5) 이 홀로그램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한 내용을 기술한다.[1]

그림 1.

인터랙티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 및 재현 구조 설명도

제스처 인식 모듈에서는 3 차원 영상 정보 획득 센서로 Azure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획득된
영상에 대하여 배경제거 및 ROI(region of Interest)처리, 3 차원 영상 인식처리를 통해 95%이상
의 인식률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스처 인식장치에서 홀로그램 데이터 전송 서버로 전달
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UDP/IP. socket 통신이며, 제어 패킷의 길이는 4byte 로 전송되며 초당 30
회의 패킷 통신주기를 갖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2.

인터랙션을 위한 제스처 인식 모듈의 처리 단계 설명도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객체의 CGH 는 ETRI 에서 제작한 Unreal 기반 CGH S/W 에 의해 사전에
제작되며, 이 CGH 파일은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리밍용 파일 생성용 S/W 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용 파일로 변환된 후 고속 read 가 가능한 storage 에 저장된다. 실시간 홀로그래픽 인터랙션을
위하여 고속 RAID SSD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고속 홀로그램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시간 지연없이 360 도 공간에서 인터랙션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

그림 4.

인터랙션을 위한 제스처 인식 기본 10 개 동작

구현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좌) 및 인터랙션 객체 (Rubik’s Cube 및 Mario)

그림 5. 제스처에 의한 인터랙션 동작(홀로그램 객체 : 루빅스 큐브) 사진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션 제스처 인식 모듈, 인터랙션용 홀로그램 데이터 전송 서버 및 홀로그
램 재현용 DMD 모듈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설계 내
용과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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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된 다중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 밀도 보정
Point density compensation of the registered multi-poi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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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깊이 센서는 컬러 이미지와 깊이 맵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어 쉽
게 실제 물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의 깊이 센서를 이용해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정합 함으로써 특정 물체에 의해 가려진 폐색 영역의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
다. 하지만, 여러 대의 깊이 센서로부터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정합 할 경우 정보가 겹치는
부분은 다른 영역에 높은 밀도로 형성된다. 본 초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영
역에서 동일한 밀도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은 2 대의 깊이 센서로부터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보정하는 과정이다. 왼쪽 깊이 센서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LPC)와 오른쪽 깊이 센서
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RPC)가 정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LPC 의 최근접 점쌍의 거리를 획득
한다. 그리고 RPC 의 점에서 가장 가까운 LPC 의 점을 탐색 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LPC 의
최근점 점쌍 거리의 절반보다 작을 경우 두 점의 평균 컬러 정보를 LPC 점에 부여하고 RPC 점을
제거하여 모든 영역에서 LPC 의 최근접 점쌍의 거리만큼의 밀도가 유지되도록 보정한다.

그림 1. 포인트 클라우드의 밀도 보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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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cal microscope has become the most used device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to observe the object's microscopic images. The integral imaging microscopy (IIM) is a threedimensional (3-D) microscopy system that can capture angular information using a microlens
array (MLA). We present a system for implementing a multi-view display system for the IIM
system that provides a true 3D image.
The proposed multi-view display system based on head tracking is shown in Fig. 1. The
IIM capturing method, stereo image generation, head tracking, and visualization of those
images in a 3D display [1] are the four main parts of this work. In the multi-view images that
were taken using pixel mapping algorithm [2], there are 53×53 views in horizontal and
vertical. To visualize such images on a 3D stereo display screen, a single multi-view image
converted to a stereo image. It was generated by combining two images side by side. As seen
in Fig. 1, a head tracking sensor is attached in front of the viewer [3]. A depth camera was
used to determine the head orientation, and the stereo image was projected according to that
viewing position.

Fig 1. The proposed head tracking based multi-view 3D display system for an II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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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색성 물질에 기반한 광학 푸리에 표면 제작
Photochromic materials based optical Fourier surfaces for augmented
reality
임용준*, 강병수, 이승우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소프트 광학&에너지 연구실

AR/VR 기술을 위한 회절 광학 소자는 패턴이 새겨진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의 회절을 기반으로
한다. 회절로 형성된 신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푸리에 광학에 기반한 푸리에 표면(optical
Fourier surface)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흔히 사용되는 기술인 electron
beam lithography 는 이진 패턴(binary pattern)을 형성하기 때문에 푸리에 신호의 광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1] 간섭 리소그래피 방법은 정현파 패턴(sinusoidal pattern)을 형성할 수 있어 이
러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기반으로 대면적의 균일한 푸리에 표면 제작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광변색성 물질 중 아조벤젠 분자가 포함된 고분자를 기반으로 간섭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푸리에 표면 제작이 가능함을 보였다. 아조고분자는 입사하는 빛의 편광방향으로 움
직이며, 분자 자체는 해당 방향에 수직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정 없이도 격자를 형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정현파 패턴이 통합된 푸리에 표면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광학 푸리에 표면이 AR/VR 기술을 위한 회절광학소자로 사용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N. Lassaline, R. Brechbuhler, S. J. W. Vonk, K. Ridderbeek, M. Spieser, S. Bisig, B. le
Feber, F. T. Rabouw, D. J. Norris, Nature 2020, 582, 506.

그림 1 아조 고분자 필름위 새겨진 홀로그램

그림 2 아조 고분자 필름 위 구현된 푸리에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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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ayer graphene fiber optic device
for ultrafast fiber lase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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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형 구조의 탄소 원소가 이차원으로 배열된 그래핀은 고유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
한 빠른 광 회복 시간, 높은 비선형 광 응답성 및 매우 넓은 파장 동작 특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
여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분야에서 포화 흡수체, 광 변조기 및 광 리미터와 같은 다양한 광소자로
활용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그러나 흡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핀 광소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래핀의 낮은 광 흡수율(2.3%)과 매우 얇은 두께(0.34 nm)로 인하여 빛과의 상호작
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소자의 성능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직접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비해 상
대적으로 긴 상호작용을 가지는 감쇄파와 상호작용하는 형태인 도파로 기반의 그래핀 광소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그래핀 광소자의 구현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 대면적 단일층 그래핀을 측면 연마된 광섬유에 전사하고 추가적으로
낮은 굴절률의 상부클래딩을 도입하여 제한적인 그래핀-감쇄파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전(all)-광섬유 그래핀 포화흡수체 및 전-광(electro-optic) 변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작된
그래핀 포화흡수체가 포함된 전-광섬유 모드잠금 레이저는 그림 1 과 같이 펄스 폭 377 fs 의 안
정적인 솔리톤 펄스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제작된 그래핀 전-광 변조기를 통하여 그림 2 와
같이 주어진 게이트 전압에서 532 nm ~ 1950 nm 의 파장영역에서 높은 흡수 변조 특성을 확인하
였다. 현재, 개발한 그래핀 광소자를 기반으로 한 광 검출기 및 비선형 광 발생 장치 등의 초고속
광섬유 레이저 분야에 활용되는 효율적인 광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림 1. 제작된 솔리톤 레이저의 펄스 특성

그림 2. 제작된 광소자의 전-광 흡수 변조 특성

[1] S. Yamashita, “Nonlinear optics in carbon nanotube, graphene, and related 2D materials,”
APL photonics., vol. 4, no. 3, pp. 034301, 2019.

W2B-I.02

Ultrafast X-ray & EUV absorption spectroscopy of fs-laser
superheated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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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1 TW power) 극초단(<100 fs pulse duration) 레이저를 나노미터 두께의 고체에 조
사하게 되면, 물질은 고체 상태의 격자 밀도(1-100 g/cc)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플라즈마와 같은
온도(10000-100000 K, ~Fermi energy)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superheated plasma 는 고체
는 물론 플라즈마와 전혀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열동역학 특성은 물질 간 상변
이 연구, 초강력 레이저 가공, 천체 물리, 레이저 기반 핵융합 등 기초 과학 및 응용 과학에 중요
한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3 세대 원형 가속기의 발전 및 4 세대 선
형 가속기의 도래를 통하여, 초고온 상태 물질의 원자 내부 정보를 직접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
었다.
본 발표에서는, 3 세대 원형 가속기에서 방사된 연엑스선을 활용하여 구리와 금의 엑스선 흡
수 분광(X-ray absorption spectroscopy)를 피코초 분행으로써 수행한 내용을 소개한다. 본 연구
에서, DFT-MD 계산을 기반으로 흡수 분광 결과를 열적 특성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고체 영역
에서 상수로써 활용된 전자 열용량(electron heat capacity)과 전자-이온 열전달세기 (electronion coupling factor)가 전자의 온도에 영향을 받음을 처음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 세대 선형 가속기에서 방사된 극초단 엑스선(<50 fs)를 활용하여, 구리내 전자와 홀의
열적 평형 과정을 펨토초 분해능으로써 연구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MCP(micro channel plate) 기
반의 입사빔 모니터를 활용하여 4 세대 선형가속기에 극단적 단점이 에너지 변동폭을 크게 향상시
켰다. 이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초고온 상태 물질 (파괴실험)의 펨토초 분해
능 흡수 분광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써, 초고온 상태에 빠진 구리의 d-band 가 전자 온
도가 올라가면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밴드폭이 줄어듦을 실험적으로 처음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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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저간섭성 광원의 증폭 특성 연구
Study on amplification properties of high power, low coherence sources
구준회＊, 이준수, 김동준, 이정환, 조민식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이터븀 첨가 광섬유는 유지 보수의 편이성, 광섬유 열 방출의 용이성, 높은 증폭 효율 등을
보이며 광섬유 레이저 출력 증진 연구의 도화점이 되었다. 이러한 이터븀 첨가 광섬유를 이용한
고출력 저간섭성 광원 개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저간섭성 광원은 스펙클 효
과와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조명 광원과 협대역 고출력 광원에 이
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3].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광 증폭기(SOA)의 ASE(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와 이터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하여 고출력 저간섭성 광원을 구현
하고, 출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원의 구조를 나타낸다. 10 mW
SOA 출력은 전치 증폭기와 주 증폭기로 구성된 광섬유 증폭기를 통해 증폭되었으며, 그림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64 nm 대역에서 2 kW 이상 증폭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광원은 향
후 고출력 저간섭성 광원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F. Chen, et al., "10 kW-level spectral beam combination of two high power broadlinewidth fiber lasers by means of edge filters,”

Opt. Express, vol. 25, pp. 32783-32791,

2017.
[2] O. Schmidt, et al., "High power narrow-band fiber-based ASE source,” Opt. Express, vol.
19, pp. 4421-4427, 2011.
[3] R. Ma, et al., "Multimode Random Fiber Laser for Speckle-Free Imaging,” IEEE J. Sel.
Top. Quantum Electron., vol. 25, p. 09001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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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펌핑 방식 2.72 kW 고출력 단일모드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Bidirectional pumped high power single-mode Yb-doped fiber laser with
2.72 kW output power
박종선 1,2, 박은지 3, 오예진 2, 김지원 2, 정예지 4, 이강인 4, 김재인 4, 조준용 4, 정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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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산업, 공업, 국방 분야 등에서 낮게는 수 kW 에서 높게는 수십 kW 에 이르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수 kW 급 레이저 개발에 있어 출력을 제한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유도라만산란 (Stimulated
Raman Scattering, SRS)이 있는데, SRS 의 문턱값은 광섬유의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976 nm
의 펌핑 광원을 사용 시 보다 짧은 광섬유를 사용할 수 있어 SRS 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높은 흡수율로 인해 횡모드 불안정 (Transverse Modal Instability, TMI)의 문턱
값이 낮아지므로 양방향 펌핑 구조로 열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1)

.

본 실험에서는 976 nm 파장의 광섬유 결합 다이오드 레이저를 순방향 및 역방향 펌프/시그
널 광섬유 결합기에 각각 연결하여 양방향 펌핑 레이저 시스템을 구성했다. 이득 매질로는 코어
20 μm, 클래딩 400 μm 의 이터븀이 첨가된 이중클래딩 광섬유를 사용하였고, 이때 1070 nm 에
중심파장을 둔 광섬유 브래그 격자 (Fiber Bragg Grating)를 사용하여 레이저 공진기를 구성했다.
이로부터 입사된 펌프 출력이 3.70 kW 일 때 최고출력 2.72 kW 의 신호광을 얻을 수 있었으며,
펌프광 대비 기울기 효율은 82.6%로 계산되었다. 측정된 출력 빔의 빔질(M2)은 1.26 으로 단일
모드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SRS 및 TMI 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

[1] K. R. Hansen and J. Lægsgaard “Impact of gain saturation on the mode instability threshold
in high-power fiber amplifiers", Opt. Express 22(9), 11267-11278 (2014).

그림 1. 입사된 펌프 세기 대
비 레이저 출력

그림 2. 최고출력 2.72 kW 에
서의 빔 질(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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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전력설비용 GaAs 기반 프로브형 온도 센서 시스템
GaAs-based probe type temperature sensor system for
high voltage power facilities
이주영*, 김영호, 안홍성, 김명진
한국광기술원 광정밀계측연구센터

기술발전에 의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전압 전력설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고전압 전력설비의 경우 강한 진동 및 전자
파를 동반되어 기존의 전기식 센서의 활용이 제한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압 변압기 내부 절연유
온도 모니터링에 적합한 GaAs 기반 광섬유 온도센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그림 1. 온도에 따른 광 센서 출력 광 스펙

그림 2. 온도에 따른 광 센서 출력 광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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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광학 가스 센싱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TiOx/Ti/TiOx 다층 박막 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
Systematic investigation on TiOx/Ti/TiOx multi-layer film for integrated
optical gas sensing applications
심준섭, 임진하, 김상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최근, 중적외선 (mid-infrared) 대역에서 Ge-on-insulator (Ge-OI) 기반의 집적 광학 플랫폼
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1], 해당 집적 광학 플랫폼은 초소형 가스 센서로써
높은 수준의 가스 검출 성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구조이다. 또한, 상온에서의
중적외선 검출을 위해 기존의 냉각이 필요한 광자 검출기의 대안으로써 볼로미터 (bolometer)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가스 센서의 검출한계 (limit-of-detection, LoD) 수준의 향
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된 연구 방향인 볼로미터의 저항온도계수 (temperature-coefficient of
resistance, TCR)의 개선뿐 만이 아니라 물질의 저항값, 잡음 특성, 저항온도계수, 잡음 등가 온
도차 (Noise-equivalent-temperature-difference, NETD) 등의 다양한 볼로미터 특성들의 종합
적인 최적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학 가스 센싱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볼
로미터 특성 최적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진은 다층 박막 구조
의 열-민감성 TiOx/Ti/TiOx 물질의 증착 조건과 이에 따른 볼로미터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
세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Ge-OI 기반의 집적 광학 가스 센서 내에서 TiOx/Ti/TiOx 물질을
적용한 온-칩 가스 검출기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측정 및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기반으
로 이산화탄소 (CO2) 검출을 가정한 가스 센서의 검출한계를 평가하였으며, 약 4.06 ppm 의 수치
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검출한계 값은 볼로미터의 열효율과 Ge-OI 기반의
광학 가스 센서를 구성하는 슬롯형 도파관 (slot-waveguide)의 도파 손실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볼로미터를 온-칩 검출기로 사용하는 집적 광학 가스 센서의
검출한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1] S. Kim, et al, “Verification of Ge-on-insulator structure for a mid-infrared photonics
platform.”Optical materials express 8(2): 440-451, 2018
[2] J. W. Stewart, et al, “
Nanophotonic engineering: a new paradigm for spectrally sensitive
thermal photodetectors.”ACS photonics 8(1): 71-84, 2021

그림 1. TiOx/Ti/TiOx (48/4/48 nm) 다층 박막 구조의 어닐링 온도에 따른 측정 결과. (a) 면저항
값의 온도 의존성과 이에 따른 (b) 아레니우스 (Arrhenius) 플롯 (ln(Rsh) vs. 1000/T). (c) 아레
니우스 플롯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한 저항온도계수와 면저항 값 비교 (293 K 측정)

그림 2. (a)-(c) TiOx/Ti/TiOx (48/4/48 nm) 다층 박막 구조의 어닐링 온도에 따른 I-V 특성. (a)
의 삽화는 측정에 사용된 소자의 구조를 나타냄. (d)-(f) 저항값의 시간 의존성 측정 결과. 1000
포인트의 저항값은 293 K 온도에서 0.5 V 의 전압을 인가한 채 40 Hz 의 프레임율로 측정되었으
며, 각 포인트의 평균 저항값 (m)으로부터의 차이를 통해, 해당 값의 표준편차 (σ)를 계산함. (g)
평균 저항값과 저항 잡음 특성을 보여주는 σ/m (%) 값의 분포. (h) 잡음 등가 온도차와 검출한계
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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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프론트홀용 폴리머 브래그 격자 기반 파장가변 소자개발
Development of tunable devices based on polymeric Bragg grating for
5G fronthaul
박태현*,1, 이형종 1, 노영욱 1, 이학규 1, 서준규 1 오민철 2
㈜켐옵틱스 1, 부산대학교 2

최근 웹 기반 비디오 플랫폼 서비스의 폭발적인 확장은 데이터 트래픽을 끊임없이 증가시키
고 있으며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 대역폭, 프로토콜 투명성 및 확장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WDM (Wavelength-division-multiplexed) 광 통신 기술은 메트로 코어 네
트워크뿐만 아니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프런트 홀에서도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핵
심 네트워크와 달리 프론트 홀 WDM 네트워크에는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저렴한 WDM 트랜시버 개발이 중요하다.[1] 현재 5G Fronthaul 용 WDM 시스템은
10 Gbps 전송률, 100 GHz 채널 간격, C, L, O 대역의 32 개 파장 채널을 사용하여 10 km 의 전
송 거리를 충족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DWDM 시스템은 용량 증가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많은 파
장 채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광트랜시버 운용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변조가 가능한 이득 물질과 열광학 계수가 큰 브래그격자 폴리머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100
GHz 채널간격을 만족하는 파장가변 레이저와 필터가 함께 포함된 집적 소자를 그림 1 과 같이
구현하였다. SLD (Superluminescent diode)이득 칩과 브래그 격자 필터가 butt-coupling 되어
ECL (External cavity laser)로서 동작하며, 외부로부터 인가된 광은 기울어진 브래그 격자와 비
대칭 Y-분기가 결합된 영역을 통과하면서 필터링 되어 외부 PD 를 통해 검출된다.
한편 직접변조 형식의 ECL 의 경우 공동내부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SLD 자체대역폭을 기점
으로 감소되며, 현재는 10 GHz 이상의 대역폭을 얻기 힘들다.[2] WDM 전송률 요구량이 늘어날 경
우 해당 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며, EAM (Electro-absorption modulator)과 같은 외부 변조를 일으
킬 수 있는 소자와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높은 값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LD,
폴리머 브래그 격자, EAM 이 모두 통합된 하이브리드형 TOSA 를 제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SLD 로부터 생성된 광은 폴리머 브래그 격자와 SLD 뒷단의 고반사 코팅에 의해 형성된 공동에서
반사된다. 상대적으로 반사율이 약한 브래그 격자 쪽으로 레이징 출력되며, 출력된 광은 EAM 을
지나면서 변조된다. 레이저 모드의 호핑을 제어하기 위해, 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전극을 공동 내
부에 두고 위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PD 를 SLD 뒷단에 두었다.

[1] B. Skubic, et al., “The role of DWDM for 5G transport,” in 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nications, pp. 13, 2014.
[2] B. Choi, et al., “
10-Gb/s direct modulation of polymer-based tunable external cavity
lasers,”38th European Conference and Exhibition on Optical Communications, pp. 1-3, 2012.

그림 1. 폴리머 브래그 격자 기반 레이
저와 필터가 통합된 소자의 개략도

그림 2. ECL 과 EAM 이 hybrid 된 TOSA 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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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폴리이미드를 이용한 폴리머 열광학 위상변조기의 응답시간 개선
Improvement of the response time of thermo-optic polymer modulators
incorporating high refractive index fluorinated polyimide
이은수*, 천권욱, 진진웅 오민철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광집적회로연구실

폴리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는 OPA(Optical phased array) 소자를 비롯한 5G 용 파장가변
트랜시버, 폴리머 광전류센서 등의 기술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1. 폴리머 재료의 높은 열 광학
(TO) 계수와 뛰어난 열 보존 특성으로 인해 저전력으로 안정적인 위상변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폴리머 위상변조기의 응답속도을 개선을 통해, 빠른 위상제어를 필요로 하는 위상배열 빔스
캐너의 구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굴절률 폴리이미드를 이용하
여 코아와 클래딩 간의 굴절률 차이를 키워 코아의 크기를 줄인 광도파로 위상변조기를 제작하여
특성을 측정하였다. π 위상변화를 위해 필요한 구동전력은 9.1 mW 로 측정되었으며, 기존 연구된
폴리머 위상변조기의 수 ms 대의 응답시간을 10 배 향상시킨 300 s 이하의 응답시간을 확인하
였다.

[1] Kim, Sung-Moon, et al, "Temporal response of polymer waveguide beam scanner with
thermo-optic phase-modulator array," Optics express, 28.3, 376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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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손실 폴리머를 이용한 1616 광 매트릭스 스위치 개발
1616 polymer optical matrix switch using low optical loss polymer
신장욱*, 박상호, 이서영, 한영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무선원천연구본부
김석태
㈜루베틱스에이디엠
서준규, 이학규
㈜켐옵틱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클라
우드 컴퓨팅 및 5G 무선 서비스 등에 힘입어 통신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은 Metro 네트워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차세대 Metro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자체의 CAPEX / OPEX 이외에도, 전력 소비 및 네트워크 기능 확장, 원격
Routing 및 Re-configuration 과 같은 성능을 필요로 한다. 동 연구에서는 상기의 요구에 부합하
는 Metro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저 손실 폴리머 광 도파로를 기반의 저비용 저전력
광 매트릭스 스위치를 개발하였다.
MEMS 기술을 포함하는 기계식 광 매트릭스 스위치에 비하여 도파로형 광 스위치의 경우 기
계적 동작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스위치 구조 및 높은 재현성을 가지며, 따라서 패키징이 쉽
고 양산이 가능하며 신뢰성이 높은 광 매트릭스 스위치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열광학 계수가 높
은 광 폴리머 재료를 이용한 광 도파로 스위치는 실리카 등 여타 광 도파로 기술에 비하여 매우
단순한 공정으로 저비용, 저전력, 소형의 광 매트릭스 스위치 제작에 적합하다.
동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그림 1 과 같이 Shallow Ridge 도파로 구조를 이용한 폴리머 광 스
위치를 개발하였다. Shallow Ridge 구조의 폴리머 광 도파로는 기존의 채널(Channel)형 광 도파
로에 비하여 표 1 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므로 스위치 제조 공정을 크게 단순화하고 제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그림 1. 채널 및 Shallow Ridge 도파로 구조

표 1. 채널 및 Shallow Ridge 도파로 특성 비교

동 연구에서 사용한 Shallow Ridge 폴리머 도파로는 코어 굴절률 1.387, 언더 클래드 및 오버 클
래드 굴절률 1.372 의 두 가지 폴리머를 사용하여 스핀코팅 및 RIE 식각으로 제작하였다. 도파로

각 층의 두께는 코어 3um, 언드 클래드 10um, 오버 클래드 6um, 그리고 Ridge 높이는 2.5um
구조를 적용하였다. 동 연구의 1616 광 매트릭스 광 스위치는 단위 스위치로서 다중모드 도파로
전반사(TIR; Total Internal Reflection) 스위치를 사용하였다[1]. 그림 2 에는 동 연구에서 개발한
1616 폴리머 광 매트릭스 스위치 칩의 구조를 제시하였도, 그림 3 에는 1616 광 매트릭스 스
위치 패키지 구조 및 256 개 단위 스위치 전부에 대한 전류 인가 시의 광 스위칭 곡선을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2. 1616 폴리머 광 스위치 칩의 구조

그림 3. 1616 폴리머 광 스위치 구조 및 광 스위칭 특성

이상과 같이 동 연구에서 제작한 1616 폴리머 광 스위치는 평균 동작 전류 26mA, 단위
TIR 스위치 평균 소모 전력 34mW, 삽입 손실 < 5dB, 편광의존손실 <0.5dB, 소광비 > 45dB 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사사의 글: 동 연구는 EU PASSION Project (GA780326) 와 KIAT 간의 다자간 국제 공동연
구 프로그램(과제번호 P0004431)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1] Young-Tak Han et al., “ N×N polymer matrix switches using thermo-optic totalinternal-reflection switch,” OPTICS EXPRESS, vol. 20, no. 12, pp. 13284-132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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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비가간섭성 봉지층과 태양광의 사입사를 고려한 텍스처 구조 CIGS
태양전지의 광전자 모델링
Optoelectronic modeling of surface-textured CIGS solar cells
considering optically incoherent encapsulation layers and oblique
incidence of sunlight
이경준*, 김정호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E-mail: junghokim@khu.ac.kr

박막 태양전지 중 하나인 Cu(In,Ga)Se2 (CIGS) 태양전지는 높은 광전변환효율을 가지기 때문
에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CIGS 태양전지의 특성은 태양광 수
직 입사 조건에서 연구되었고, 광학적 비가간섭성 봉지층이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등
간격 두께 평균법(equispaced thickness averaging method)을 적용하여 광학적 비가간섭성 봉지
층의 영향을 고려한 CIGS 태양전지 광전자 특성을 태양광의 여러 입사각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림 1 은 표면 텍스처 구조 CIGS 태양전지의 소자 개념도이고, 실제 두께가 수백에서 수천
마이크로 미터인 glass 와 EVA 로 구성된 봉지층은 태양광의 가간섭성 거리 0.6 m 보다 매우
두꺼워서 광학적 비간섭성 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CIGS 태양전지는 AZO(50 nm)/ZnS(10
nm)/CIGS(2000 nm)/Mo(400 nm)으로 구성되고, CIGS 층에서 광흡수가 발생한다. 입사되는 태양
광은 평면파로서 s 와 p 편광이 1:1 의 비율로 입사한다고 가정하였다. 개발된 광전자 수치해석 모
델은 유한요소법 개발 플랫폼인 COMSOL Multiphysics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1]. 유한요소법
기반 파동방정식 수치해석 모델의 경우 빛이 완벽한 가간섭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광학
적 비가간섭성 특성을 갖는 두꺼운 봉지층의 광학적 특성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광학적 비가
간섭성 특성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등 간격 두께 평균법을 적용하여 봉지층의 광학적
특성을 계산하였다 [2]. 등 간격 두께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glass 와 EVA 의 두께는 수백에서
수천 마이크로 미터의 실제 두께가 아니라 그림 1 과 같이 각각 1000 nm 의 두께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 및 컴퓨팅 파워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전기 모델링의 경우 반도체의 drift-diffusion equation, Poisson equation, continuity equation 등
을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수치적으로 풀어서 태양광의 입사각에 따른 CIGS 태양전지의 전류-전
압 (J-V) 특성을 계산하였다.

그림 2 는 봉지층의 비가간섭성을 고려한 태양광의 입사각에 따른 CIGS 태양전지의 J-V 특
성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의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와
open-circuit voltage 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태양광의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CIGS 태양전지 표면

Encapsulation layer (Glass/EVA)
(1000 nm/1000 nm)
Electrode : AZO (50 nm)
N-type : ZnS (10 nm)

P-type : CIGS (2000 nm)
Electrode : Mo (400 nm)

그림 1. 표면 텍스처 형태의 CIGS 태양 전
지 소자 구조도.

Current Density (mA/cm2)

에서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CIGS 광흡수층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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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가간섭 보호층과 태양광 사입사를
고려한 CIGS 태양 전지의 J-V 계산 결과.

[1] Comsol Inc., Burlington, MA, USA. COMSOL Multiphysics, Version 5.2 (2016).
[2] J. Baik, et al, “Effects of incoherent front cover glass on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Cu(In,Ga)Se2 solar cells: Investigation into calculation accuracy for cover glass modeled as
optically coherent or incoherent,” Appl. Sci., vol. 10, pp. 33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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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axial integration of InAs quantum dot light-emitting-diode onto
ultra-thin GaAs buffer on Si wafer
*

Yeonhwa Kim1,2, Rafael Jumar Chu1,2, Geunhwan Ryu1, WonJun Choi1,, Daehwan Jung1,2 ,

1. Center for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 Korea I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South Korea
2. Division of Nano & Information Technology, KIST Schoo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South Korea
* daehwan.jung@kist.re.kr (e-mail address for corresponding author)

Silicon photonics has been regarded as a promising solution for accommodating the
rapidly increasing data traffic in data centers. Despite of its potential advantages, it is still
challenging to integrate an efficient laser source with silicon photonics due to incompatibility
between Si and III-V materials.

[1-2]

It has been known that relatively thick GaAs buffers, up

to 3 um, can reduce high threading dislocation density grown on Si. However, if the buffer is
too thick, the thick buffer hinders electromagnetic waves from reaching to the Si waveguide.
In this study, we grew the InAs quantum dots (QDs) on Si with the optimized buffer thickness,
including AlGaAs barriers. The sample was fabricated via standard processing steps,
including photolithography, metal deposition, and chemical wet etching. Fig. 1. shows the
structure of the QD LED grown on Si device after fabrication. It is shown the power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with the different width of laser devices in Fig. 2. Furthermore, we
believe that this ultra-thin GaAs buffer allows for the light to reach to the Si waveguide, and
can be used for epitaxially integrated QD lasers on SOI substrate.

[1] S. Chen et al, “Electrically pumped continuous-wave III-V quantum dot lasers on silicon,”

Nature Photonics, 10, 307 (2016).
[2] D. Jung et al. “Highly Reliable Low-Threshold InAs Quantum Dot Lasers on On-Axis
(001) Si with 87% Injection Efficiency,” ACS Photonics 5, 109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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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structure of InAs QD LED

Figure 2. Power-Current densit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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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도 전방위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실 객체 3D 영상 정보 획득 기술
Real-time 3D Video Acquisition of Real Object for Hologram Generation
박민식*, 신승협,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홀로그래피연구실

360 도 전방위 시청이 가능한 홀로그램 재현에 요구되는 홀로그램 생성을 위하여 다중 카메
라를 통하여 360 도 전방위 실사 객체의 3D 영상 정보를 획득하였다. 총 7 대의 RGBD 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획득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정확한 공간적 정합을 위하여 요구되는 카메
라 회전/이동 변환행렬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징점 기반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카

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우선 Azure Kinect SDK 에서 제공하는 사람 몸 추적에서 추출되는
skeleton node 대응점을 통하여 계산된 초기 회전 및 이동 행렬을 이용하여 SIFT, SURF, BRISK,
ORB 등 특징 점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대응점 중 아웃라이어(outlier)를 제거한다. 인라이어
(inlier) 대응점을 이용하여 최소 자승법(lease square problem)을 이용하여 정확한 카메라 회전/
이동 변환행렬을 계산한다. 또한 다중 RGBD 카메라를 획득된 영상은 설치된 위치 및 카메라 색
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컬러 보정 행렬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징 대응점을 활용한다. 이렇게 계
산된 카메라 회전/이동 변환행렬 및 컬러 보정 행렬과 TSDF(Truncated Signed Distance
Function)

[1]

구조를 이용하여 3 차원 공간에서 실 객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정점(Vertex)들을 계

산하고 marching cube 알고리즘을 통하여 메쉬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실 객체 메쉬
모델로부터 렌더링으로부터 획득된 컬러 영상과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360 도 전방위 관찰이 가능
한 홀로그램 생성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이다.
[1] Lee, Sang-ha, et al. "Robust Extrinsic Calibration of Multiple RGB-D Cameras with Body
Tracking and Feature Matching." Sensors 21.3 (2021): 1013.

그림 2. 컬러 보정 결과
그림 1.

3D 메쉬 모델 생성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iga KOREA Project” granted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GK20D0100: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with Digital Holographic Tabletop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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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dimensional head tracking based interactive light field display
system using a movable camera array
Md. Shahinur Alam1, Munkh-Uchral Erdenebat1, Jin Kyu Jung1, Joon Hyun Kim1, Md. Biddut
Hossain1, Sang-Keun Gil2, and Nam 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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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dimensional (3D) display technologies are a popular research topic now-a-days [1].
Different kinds of 3D displays have been proposed to visualize 3D information such as multiview, light field, volumetric, holographic, etc. [2], [3]. The existing light field display suffers
low resolution, lack of motion parallax, and a narrow viewing angle.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the higher frame rate, smooth motion parallax, and high-resolution light field display. The
frame rate and motion parallax problems are solved by the tracking system and depth camera.
A head-tracking camera is used to locate the user gaze position, very subtle changes can be
tracked by this camera. There are 71 views in a 30º span so that the view changes can be
identified at the fraction of angle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object. An automatic electric
motor is used and designed software to capture the views; more views are possible instead of
71. The captured images are viewed in a 27-inch-high resolution stereo display. The frame
rate was 60 fps. The 3D objects are displayed in real-time. Furthermore, it achieves a smooths
motion parallax that feels almost real.
Fig.1 shows the detailed process diagram of our proposed system. The capturing system
and camera are shown in Fig. 1(a). An electrically controllable camera rig is used to precisely
move the camera. The captured views are shown in Fig. 1(b). Three sample views are shown;
however, more sample images are captured. Finally, the display system is shown in Fig. 1(c).
The observer can perceive full 3D information with smooth motion parallax.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ITRC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IITP-2020-0-01846) supervised by the IITP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 2018R1D1A3B07044041 & NRF 2020R1A2C1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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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head tracking based light field display system. (a)experimental setup for
the capturing system, (b)Captured light field image, (c)experimental setup for 3D light field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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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ic Metallodielectric Photonic Crystals
권 민*, 조 용덕, 이 승우
고려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유연한 광결정 기술을 위해 유체에서 광결정이 유지되는 특정 조건을
알고, 입자의 크기와 농도를 조절하여 밴드갭을 제어한다. 광결정의 구조를 구성하는 단위 셀로
금-실리카 코어-쉘 나노 입자를 사용함은 수계에서 고농도의 실리카 입자가 정전기적 반발력과
모세관력에 의해 복잡한 전 처리 없이 자기 조립할 수 있다. 금속과 유전체에 해당하는 금, 실리
카 입자의 직경을 조절하거나 농도를 조절하여 유체에서 다양한 영역의 파장을 반사 시킬 수 있
는 밴드갭 공학 기술의 가능성을 보인다.

[1]

[1] Fan S, Villeneuve PR, Joannopoulos JD. Large omnidirectional band gaps in metallodielectric
photonic crystals. Phys Rev B Condens Matter. 1996 Oct 15;54(16):11245-11251.

그림 1.
변화

농도와 실리카 입자 직경에 따른 색

그림 2. 금 입자의 직경에 따른 반사 파장변화

Oral Session II

T1A-II.01

실리콘 플랫폼에 집적된 이종 접합 III-V 족 레이저 및 그래핀 포토디텍터
Heterogeneously-integrated III-V lasers and graphene photodetectors
on a silicon platform
박경철*,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네트워크연구실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 집적회로를 이용한 초고속 광통신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band 및 C-band 대역에서 동작하는 실리콘 기반 광 집적회로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동 및 능동소자가 필요하며, 그 중 빛을 생성하는 레이저와 수신하는 포토디텍터의 경우 실리콘
자체가 가진 물질적 한계로 인해 효율이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 광원의 경우, 기존 광
원에 많이 쓰이던 III-V 족 물질을 실리콘에 이종 접합하는 방법이 개발된 뒤 다양한 종류의 이종
접합 III-V/Si 광원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포토디텍터의 경우, 물리적
으로 단일층을 갖는 실리콘에 전사 가능한 그래핀을 흡수층으로 하는 고속 동작 포토디텍터 연구
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공진 구조를 사용한 이종 접합 III-V/Si 광원 연구 결과[1]
및 다양한 이종 접합 레이저 구조와 photo-thermoelectric (PTE) 효과를 사용하여 광도파로에 집
적된 그래핀 포토디텍터 연구 결과 및 수직 입사하는 빛에 대하여 단일층 그래핀에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진 구조를 소개한다[2].
[1] G. C. Park, et al., “Hybrid vertical-cavity laser with lateral emission into a silicon
waveguide,”Laser Photonics Rev., vol. 9, pp. L11-L15, 2015.
[2] G. C. Park, et al., “Dual-guiding-layer resonance structure with an embedded
metasurface for quasi-critical coupling without a perfect mirror,”Sci. Rep., vol. 10:16014, pp.
1-8, 2020.

그림 1. 수직 공진 III-V/Si 레이저 도식

그림 2. 그래핀 포토디텍터 효율 향상을 위한
수직공진 구조(좌)와 여기된 모드(우)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0002, 광 클라우드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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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할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 고속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High-speed data-center interconnects using optical time-divisionmultiplexing technique
배성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최근 데이터 센터 연결망에서의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파장 당 50 Gb/s 이상의 고속 신호
를 전송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1] 파장 당 50 Gb/s 또는 100 Gb/s 의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에는 4 레벨 진폭 변조 (PAM4: 4-level pulse amplitude modulation)을 전송하여 비용 효율적으
로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2] 파장 당 200 Gb/s 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는 PAM4 변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매우 대역폭이 넓은 광 송수신기가 요구되므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3,

4]

광 수신기에 비해 광 송신기의 대역폭을 넓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광학적 시분할 다중화 (OTDM: optical time-division multiplexing)
기법을 비용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고속의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단일 광 수신기로 검출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OTDM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광학 펄스는 단일 변조기를 사용하여 비용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150-Gb/s
OTDM-PAM8 신호와 200-Gb/s OTDM-PAM4 신호를 전송한 결과를 보고한다.

Transmission of 51.56-Gb/s OOK signal using 1.55-μm directly
[1] S. Bae, et al., “
modulated laser and duobinary electrical equalizer,” Optics Express, vol. 24, no. 20, pp.
22555-22562, 2016.
[2] “
IEEE standard for ethernet-amendment 10: media access control parameters, physical
layer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200 Gb/s and 400 Gb/s operation,”IEEE Std. 802.3bs,
2017.
[3] J. Verbist, et al., “4:1 silicon photonic serializer for data center interconnects
demonstrating 104 Gbaud OOK and PAM4 transmission,”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37, no. 5, pp. 1498-153, 2019.
[4] S. Bae, et al., “A cost-effective 2-channel OTDM system implemented with sinusoidally
modulated light source,”IEEE Access, vol. 8, pp. 157504-157509, 2020.

[그림 1] 제안하는 OTDM-PAM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도

[그림 2] 고속 신호의 생성에 유리하도록 개선한 OTDM-PAM 시스템의 구성도

T1A-II.03

100 Gbps 실리콘 포토닉스 광송신기 구조 연구
Design of 100 Gbps Silicon Photonics Transmitter
유상화*, 박혁, 이정찬, 서동준, 박경철, 이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성숙한 CMOS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광소자를 하나의
칩에 집적화 하는 기술로 대량 생산을 통한 저가화, 3 차원 집적을 통한 소형화 및 대용량화가 가
능하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실리콘 포토닉스 광트랜시버 시장은 2024 년까지 연평균 44%의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로
400 Gbps, 800 Gbps 이상의 광인터커넥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널당 100 Gbps 전송
이 가능한 실리콘 포토닉스 광송신기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도 1(a)와 같이 단일채널 100 Gbps 실리콘 포토닉스 광송신기의 구조를 제안
한다. 또한 플립-칩 본딩을 통한 레이저와 저전압 마하젠더 광변조기 개발하여 성능 시뮬레이션
통해 예상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광송신기는 SSC(Spot-Size Converter)
가 내장된 DFB LD(Distributed Feed Back Laser Diode)칩이 광송신기 칩에 플립-칩 본딩 된다.
LD 출력광은 에지 커플러(EC, Edge Coupler)를 통해 입력되고 마하젠더 광변조기에서 100 Gbps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4 신호로 변조되어 EC 통해 광섬유 블록의 SMF(Single
Mode Fiber)로 출력된다. 특히 광변조기를 차동 구동하는 드라이버 칩은 광송신기 칩 위에 실장
되어 최단거리 전기신호선 연결이 가능하다. 광변조기 드라이버 칩의 출력은 3.6VppD 로 도 1(b)와
같이 마하젠더 광변조기 각 Arm 이 ~±π /4 위상 변조되도록 설계하였다.
[1] Haijiang Yu, et al, “400Gbps Fully Integrated DR4 Silicon Photonics Transmitter for Data Center
Applications,”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paper T3H.6, 2020.
[2] Chongjin Xie, et al, “Real-Time Demonstration of Silicon-Photonics-Based QSFP-DD 400GBASE-DR4
Transceivers for Datacenter Applications,”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paper T3H.5, 2020.

- 이 논문은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0002, 광 클라우드 네트워킹 핵심원천 기술 개발)

그림 1. 100Gbps SiPh 광송신기 구조 레이아웃(a), 광변조기 위상천이 시뮬레이션 결과(b)

T1A-II.04

OFDM-DPSK 광 전송에서의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 을 통한
DPSK 신호 왜곡 완화 연구
DPSK Signal Distortion Mitigation Technique with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 in OFDM-DPSK Optical Transmission
이정문*, 하인호, 최재영, 현영진, 박진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최근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점점 높아짐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용량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스펙트럼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펙트럼 확보를 위한 변조 기법 중
ASK-DPSK[1]나 QAM-DPSK[2]는 기존 IM/DD 기반 시스템에서 광 위상을 추가적으로 변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광 위상 변조된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MZDI(Mach-Zehnder Delay
Interferometer)를 이용해 변조된 광 위상 신호를 크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광 크
기가 동시에 변조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광 크기 신호에 의해 광 위상 신호가 왜곡된다. QAMDPSK 는 심볼 간 평균 광 비팅 세기의 편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ASK-DPSK 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DPSK 신호 성능 저하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단일 캐
리어 기반의 QAM 의 경우 스펙트럼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QAM 대신 다중 캐리어 방식인
OFDM 을 채용하는 것이 스펙트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OFDM 의 경우 peak-toaverage power ratio(PAPR)가 큰 특성 때문에 ASK-DPSK 에 비해 DPSK 의 왜곡이 적다는
QAM-DPSK 의 장점을 잃게 된다.
본 논문은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3]기법을 통한 PAPR 감소와 동시에 심볼 간 평균
광 비팅 세기의 편차 조절을 통하여 QAM-DPSK 대신 OFDM-DPSK 광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에 대한 것이다.
*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 M. Ohm, J. Speidel, "Quaternary optical ASK-DPSK and receivers with direct detection",

IEEE Photon. Technol. Lett., vol.15, no. 1, pp. 159-161, 2003.
[2] H. J. Park, et al., "3D QAM-DPSK Optical Transmission Employing a Single Mach–
Zehnder Modulator and Optical Direct Detection", J. Lightw. Technol., vol. 38, no. 22, pp.
6247-6256, 2020.
[3] B. S. Krongold, D. L. Jones, "PAR reduction in OFDM via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

IEEE Trans. Broadcast, vol. 49, no. 3, pp. 258-26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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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학적 뇌졸중 기반 중동물 국소 영역 뇌손상 모델 구축기술 개발
Investigation of middle animal (NZW rabbit) model establishment with localized brain
damages based on photochemical thrombosis

김윤희 1, 이윤범 2, 배승국 3, 안상현 2, 오성석 1, 최종률 1
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3

경북대학교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뇌졸중 동물 모델은 뇌졸중에 대한 진단, 치료기기 및 약품에 대한 전임상 연구개발의 대상
으로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2]. 동물에 뇌졸중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혈관 중 일부를
막아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방법[3], 뇌졸중 유발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4] 등이 있고, 국소적
인 특정 영역에 뇌손상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유발시키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로즈 벵갈
의 광화학적 반응에 기반을 둔 뇌졸중 유발(photochemical thrombosis)[5],[6],[7],[8] 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중동물(New Zealand White (NZW) Rabbit)에 대한 광화학적 뇌졸중 유발 및 이를 통한
국소 영역 뇌손상 중동물 모델 개발을 위해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동물용 정위 고정 장치
와 연결이 가능한, 광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국소 영역 뇌손상 중동물 모델을 개
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침습적이고 여러 시점으로 뇌손상을 분석하기 위해 3-Tesla 의 자
기공명영상장치를 활용하였고, 조직병리염색 및 전체 뇌에 대한 이미징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뇌
손상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소 영역 뇌손상 중동물 모델의 개발 및 비침습적 자기
공명영상/조직병리염색 기반 교차분석기술들은 뇌졸중 진단·치료기술의 개발 및 전임상 탐색연구
에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될 예정이다.

[1] J. A. Zivin and J. C. Grotta, “Animal stroke models. They are relevant to human disease,” Stroke,
vol. 21, pp. 981-983, 1990.
[2] J. B. Casals, et al, “The use of animal models for stroke research: a review,” Comparative Med.,
vol. 61, pp. 305-313, 2011.
[3] H. J. Lee, et al, “Amine-modifi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protect neurons from injury in a
rat stroke model,” Nat. Nanotechnol., vol. 6, pp. 121, 2011.
[4] N. Horie, et al, “Mouse model of focal cerebral ischemia using endothelin-1,” J. Neurosci.

Methods, vol. 173, pp. 286-290, 2008.
[5] A. Schmidt, et al, “Photochemically induced ischemic stroke in rats,” Exp. Transl. Stroke Med., vol.
4, pp. 13, 2012.
[6] P.C. Gandiga, et al, “Transcranial DC stimulation (tDCS): a tool for double-blind sham-controlled
clinical studies in brain stimulation,” Clin. Neurophysiol., vol. 117, no. 4, pp. 845-850, 2006.
[7] H.I. Lee, et al, “Low‐level light emitting diode (LED) therapy suppresses inflammasome‐mediated
brain damage in experimental ischemic stroke,” J. Biophotonics, vol. 10, no. 11, pp. 1502-1513, 2017.
[8] S.S. Oh, et al, “Investigation of a photothrombosis inducing system for an observation of transient
variations in an in vivo rat brain,” Curr. Opt. Photon., vol. 2, no. 6, pp. 499-507, 2018.

그림 1. 광 기반 뇌졸중 유발 시스템을 통해 중동물(NZW Rabbit)의 뇌에 유발된 뇌손상
(비침습적, 단위 시간 별 자기공명영상 및 조직병리 염색을 통한 뇌손상 발생 여부, 위치의 교차 검증)

이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HI17C1501, 과제명: 광학기반 뇌활성도 동시측정이
가능한 뇌질환 회복촉진 다채널 뇌전기 자극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분석) 및
Creative DGMIF 자체연구개발사업(B-C-N-19-5)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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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나노필라 구조체의 회절한계 이하 플라즈모닉 국소화를 이용한 살아있는 세포 내 3 차
원 초고해상도 이미징

3D super-resolved imaging in live cells using sub-diffractive plasmonic
localization of hybrid nanopillar arrays
김수정, 김규정*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단일 생체 분자 역학의 3차원 고해상도 이미징은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로 활용되었다. 특히, 나노필라 구조는 소멸 파를 이용해 평면 해상도를 수십 나노미
터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 훌륭한 이미징 기술로 인정받았다 [1]. 하지만 기존 나노필라는 광
신호를 XYZ 축으로 국소화하기가 어려워 정밀한 3차원 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iO2 나노필라의 끝단에 골드 캡을 코팅한 하이브리드 나노필라를 개발하였다. 골
드 캡은 광을 회절 한계 이하로 국소화시키면서 세기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구조와 하이브리드 나노필라에 HeLa 세포를 배양하고 형광 처리 후, 2가지 형광 현미
경 시스템에서 측정하였다. 선형 이미징에서 하이브리드 나노필라의 형광 강도가 25배 향상했고,
평면 해상도는 210nm로 기존 나노필라의 556nm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광자 이미징에서 하이브
리드 나노필라의 EGF 분자 형광 세기가 34배 향상하였다. 또한 EGF 분자 형광 신호의 해상도는
XY 189nm, Z축 110nm로 향상하였다. 하이브리드 나노필라는 바이오 단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
악하고 활동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Rune S. Frederiksen, “
Nanowire-aperture probe: local enhanced fluorescence detection
for the investication of live cells at the nanoscale”ACS Photonics 3, 1208-1216 (2016)

그림 1. Fluorescence intensities distribution of EGF signals emitted on gold films and HNPs in
3D images.

T1E-II.03

손실 모드 공명 광섬유 굴절률 센서의 특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Theore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ssy mode resonance fiberoptic refractometer
표현봉*, 김봉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단치료기연구실

손실 모드 공명 광섬유 굴절률 센서는 그 형태의 단순함과 다중화의 용이함 때문에 바이오센
서 및 원격감지센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손실 모드 공명은 유전체 코어와 반도체 박막 클래
드 층을 갖는 광섬유에 있어서 클래드 박막의 두께가 코어의 유도 모드 컷오프 조건과 일치 할
때 나타난다.[1] 또한 이 공명 조건은 주변 매질의 유효 굴절률의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고, 이는
클래드 층으로의 공명 흡수로 인한 스펙트럼의 변화를 읽음으로써 감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클래드 층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중심으로, 각 매질의 유전 함수와 두께 변
화를 이용하여 광섬유 표면에서 입사 파장과 내부 전반사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소적인 반사율
과 입사 광원과 광섬유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한 전체 투과 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유체 내에 존재
하는 광섬유 센서의 외부에 단백질이 흡착되었을 때 그 두께의 변화를 가정한 스펙트럼의 변화를
구하고, 이로부터 센서의 감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7-0-00053)
[1] A. Andreev et al, “A refractometric sensor using index-sensitive mode resonance
between single-mode fiber and thin film amorphous silicon waveguide,” Sensors and

Actuators B 106, 484– 488 (2005).

그림 1 SiO2/ITO(440nm)/water 의 계층을

그림 2 물 속에서 SiO2/ITO(440nm)의 코어-

갖는 단면구조에서 입사 광원의 파장과

클래드 구조를 갖는 광섬유 센서 표면에 단

입사각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

백질(RI=1.41)이 흡착되었을 때 두께에 따른
투과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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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리튬니오베이트 플랫폼 상의 비선형 광학현상 기반 광자쌍 생성
Photon pair generation by nonlinear optical interaction on thin-film
lithum niobate platform
고영서,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선형광학 기반 양자컴퓨팅 (linear optics quantum computing, LOQC)은 결함 허용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가능성 높은 접근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LOQC 에서, 큐비트 (quantum bit,
qubit)는 일반적으로 단일 광자의 특정 자유도에 양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자 정보 처리에 이용될 수 있을 수준의 고품질 단일광자 생성이 필수적이다. 해당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발매개하향변환

(spontaneous

parametric

down-

conversion, SPDC) 또는 자발사광자혼합 (spontaneous four-wave mixing, SFWM) 등의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하고, 이를 다중화함으로써 완성되는 예고 단일광자 광원 (heralded single
photon source)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고 단일광자 광원은 초저손실, 초고속 동작 요건을 갖춘 광스위칭 네트워크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기 언급된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한 광자쌍 생성이 광스위치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막 리튬니오베이트 (thin-film lithium niobate, TFLN) 플랫폼은
2 차와 3 차 비선형 광학 현상을 가진 재료로써,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광스위치가 이미 구현된 x-cut TFLN 플랫폼 상에서
SFWM 을 이용한 광자쌍 생성 방법을 탐구한다.

그림 1 예고단일광자 광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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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외선 광학식 가스 센서를 위한 Ge-on-Si 슬롯 도파로에 대한 연구
Study of Ge-on-Si slot waveguide for mid-infrared optical gas sensor
임진하, 심준섭, 김상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Ge 기반의 도파로를 활용한 광집적회로에 관한 연구는 Si 포토닉스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
적외선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1], 14 ㎛ 파장 대역까지 Si 보다 높은 투과성을 가지는 물질
특성 때문에 광범위한 중적외선 스펙트럼 내에서 흡수되는 다양한 가스 및 바이오 분자에 대한
광학 센싱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많은 연구진이 Ge 을 활용한 포
토닉스 연구 개발과 센서 응용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학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도파 손실 최소화와 함께 빛이 통과하는 영역에서 가스와 상호작용하는 소멸 전기장의 영역과
세기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슬롯 형태의 도파로를 활용한 센싱 방법을 적용하
게 되면 기존 채널 도파로에 비해 우수한 민감도 성능을 가질 수 있다[2]. 높은 굴절률의 코어 내
부에서 빛이 진행되는 채널 도파 모드와 달리, 낮은 굴절률을 가지는 코어 외부의 좁은 슬롯 영역
에 전기장이 강하게 갇히며 형성되는 슬롯 모드가 더 강한 전기장의 상호작용을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특성때문에 굴절률이 큰 Ge 도파로가 Si 도파로보다도 훨씬 강한 상호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여 본 연구진은 소자 구조 (사이즈 등)에 따른 구속 인자 (confinement factor), 도파 손실
및 격자 커플러 (grating coupler) 커플링 효율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Ge-on-Si (GOS)로
이루어진 슬롯 도파로 및 광 격자 커플러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외부 광원과 검출기를 활용하여
도파 특성을 측정한 결과 5.62 dB/cm 의 도파 손실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도파 손실과 계산된 구
속 인자를 이용하여 CO2 가스에 대한 sub-ppm (0.46 ppm) 급의 검출한계를 도출하였다.

[1] S. Kim, et al, “Verification of Ge-on-insulator structure for a mid-infrared photonics
platform,”Optical. Materials Express 8(2): 440-451, 2018
[2] C. A. Barrios, “Optical slot-waveguide based biochemical sensors,”Sensors 9, 4751–
4765, 2009

그림 1. GOS 도파로의 코어 폭 (W) 및 슬롯 폭 (S) 에 따른 (a)cladding 영역의 구속인자 (b) 도
파 손실 (c) TE 슬롯 모드의 전기장 분포도 계산(W = 1.9 ㎛, S = 0.2 ㎛)

그림 2. (a) GOS 슬롯 도파로의 SEM 사진 (b) 도파 손실 측정치 (c) SNR 에 따른 검출한계

T1C-III.03

Growth of InAs on Si substrate with optimized InAlAs graded buffer
layer for the transfer process
우승완*, 류근환, 라파엘 추, 이인환, 정대환#, 최원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전소재연구단

Infrared 스펙트럼 영역의 laser 및 photodetector 는 기존의 광통신, 가스 감지, 의료 진단, 군수
용 등의 application 에서 최근에는 LIDAR 와 TOF sensor 와 같이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InAs 는 low bandgap material 로서 중적외선 영역대의 광전 소자로서 적합하고, 상온에서 ~30000
cm2/V-s 이상의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가진다. 하지만 InAs wafer 는 Si wafer 대비 150 배 이상 비싸
며 대면적 생산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graded buffer layer 및 defect filter layer 와 같은 성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hetero-epitaxial growth of InAs on Si 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렇
게 성장한 InAs on Si 을 HF-based epitaxial lift-off 을 사용하는 전사공정에 있어 활용하기 위해
InAlAs graded buffer 층의 grading 에 변화를 주었고, 실제로 전사 후 그에 따른 profile 을 확인하였
다. 이로써 본 연구는 전사공정을 동반한 InAs 광전 소자의 보다 폭넓은 활용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 InAs on Si substrate

[그림 2]AFM image of InAs on

[그림 3] ECCI image of

with optimized InAlAs graded

Si substrate

InAs on Si substrate

buffer lay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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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이 삽입된 금속 슬롯이 더해진 도파로를 이용한 저손실 세기 변조기
Low-loss intensity modulator using a graphene-inserted metal-slotadded waveguide
서지훈*,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그래핀은 기존 실리콘(Si) 디바이스와 쉽게 결합하여 제작이 용이하다는 이점과 전기적으로
optical conductivity를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핀이 결합한 도파로 타입의 광
변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그래핀 기반 도파로 변조기가 높은 변조 깊
이(modulation depth, MD)를 가지기 위해서 도파로 모드의 전기장과 그래핀 간의 강한 상호작용
이 있어야 한다. 그 예시로 금속 슬롯이 포함된 나노플라즈모닉 도파로에 그래핀이 결합된 구조가
이론적으로 연구되었다[1]. 이 그래핀 기반 금속 슬롯이 포함된 도파로 변조기는 1.2 dB/μ m의 아
주 높은 MD를 지닌다. 그리고 최근, 금속 슬롯이 포함된 나노플라즈모닉 도파로 위에 그래핀 이
중층이 결합된 구조[2]가 실험적으로 0.7 dB/μ m 만큼 변조 깊이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이 제작된 금속 슬롯 도파로는 일반적인 Si 도파로와의 결합 손실이 1.7 dB로, 기존 Si 도파로와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나노플라즈모닉 도파로의 금속 슬롯
의 폭이 몇 십 나노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작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높은 전
파 손실(propagation loss, PL)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MD를 가

지며, Si 도파로와의 결합 효율이 높은 그래핀 기반의 금속 슬롯이 더해진 도파로를 이용한 세기
변조기를 설계하고, 변조기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래핀 기반의 금속 슬롯이 더해진 변조기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폭과 높이가 각각 ws와
250 nm인 Si 스트립이 SiO2에 파묻혀 있다. 평탄화된 Si 스트립과 SiO2 표면 위에 그래핀, 10 nm
두께의 Al2O3 층, 그래핀이 차례대로 배치된다. 이때 두 그래핀은 wo만큼 겹쳐 있고, 상부 그래핀
위에 폭 wm의 슬롯을 지닌 두께 150 nm의 금 층이 Si 스트립에 정렬되어 배치된다. 금 층은 폭
이 wr인 rail과 상부 그래핀에 전기 신호를 가하는 전극 2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부 그래핀
에 전기 신호를 가하는 전극 1은 rail과 wg만큼 간격을 두고 있다. 본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Ansys Lumerical사의 MODE Solutions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시 빛의 파장은 1550 nm이었
다. Si과 SiO2, Al2O3 그리고 금의 굴절률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래
핀은 그래핀의 전도도로 결정되는 표면 전류 밀도를 지니는 경계로 취급하였다. 이 때, 그래핀의
전자 이동도는 10,000 cm2/(V·s)로 가정하였다.
그래핀 기반 금속 슬롯이 더해진 Si 스트립 도파로의 변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wr = wo = ∞

로 가정하고, 주어진 ws에서 얻을 수 있는 도파로의 최대 변조 깊이(MDG), MDG를 가능케 하는
금속 슬롯 폭 (wm,opt), 삽입 손실 (insertion loss, ILG), 성능 지수 (figure of merit, FoMG = MDG/
ILG) 계산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 때, MDG는 도파로의 그래핀의 chemical potential(μ c)
이 0.2 eV와 0.6 eV일 때 각 전파손실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ILG은 도파로의 그래핀의 μ

c

가 0.6 eV일 때 PL이다. FoMG는 ws = 330 nm, wm,opt = 324 nm 일 때 3.90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후 FoMG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s가 작을 때, wm,opt이 ws와 일치하면, 도파로의
모드는 금속 슬롯 모서리에 강하게 국한 되어 MDG와 ILG가 모두 크다. 하지만, ws가 340 nm보다
커지면, 도파로의 모드가 금속 슬롯 모서리 쪽 보다 Si 스트립 쪽에 더 많이 국한된다. 이러한 경
우, MDG를 가지기 위해서 ws보다 wm,opt가 매우 작아져야한다. 그러나, 협소해진 wm,opt로 인해
ILG가 급격히 커지게 되어 FoMG가 급감하게 된다.
제안한 변조기의 도파로와 일반적인 450 nm 폭을 가지는 Si 도파로를 이어주는 선형 결합기와
의 결합 손실을 계산하기 위하여, finite different time domain (FDTD) 기반의 시뮬레이션(Ansys
Lumerical, FDTD Solutions)을 사용하였다. ws = 320 nm, wm = 316 nm, wc = 500 nm인 경우, 변
조기의 도파로는 MDG와 ILG가 각각 0.73 dB/μ m와 0.19 dB/μ m 로 계산되었고, 일반적인 Si 도
파로와의 결합 손실은 0.1 dB로 계산되었다. 이때 변조기에서 3-dB extinction ratio를 가지기 위
해 변조기의 총 길이는 6.23 μ m이고, 총 삽입손실은 1.01 dB로 작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핀 기반의 금속 슬롯이 더해진 도파로를 이용한 세기 변조기의 특성을 이론
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학회에서는 더 자세한 설계 방법과 변조기로서의 동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Z. Ma, et al., “Two-dimensional material-based mode confinement engineering in
electro-optic modulators,” IEEE J. Sel. Top. Quant. Electron., vol. 23, no. 1, pp.81-88, 2017.
[2] M. Ono, et al., “Ultrafast and energy-efficient all-optical switching with grapheneloaded deep-subwavelength plasmonic waveguides,” Nat. Photonics, vol. 14, no. 1, pp. 37-43,
2020.

그림 1. 그래핀 기반의 금속 슬롯이 더해진
도파로의 구조

그림 2. ws 에 따른 도파로 특성 변화

T1C-III.05

반사기 없는 그래핀 완전 흡수체 연구
Mirrorless graphene perfect absorber
이상준, 송주형, 김상인*
아주대학교 나노포토닉스 연구실

그래핀은 0.34nm 두께에도 불구하고, 넓은 파장대역에서 ~2.3%의 흡수율을 가지며 도전성도
높아서 광검출기(photodetector)로의 응용 잠재성이 크지만, 실제적인 광검출기 구현을 위해서는
흡수율을 증대시켜야 한다.[1] 완전흡수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격자나 광결정 기반의
공진기에 별도의 반사기를 적용하여 critical coupling 을 유도하는 것이다.[2] 이때, 반사기로서
DBR 혹은 금속기판이 사용되는데, DBR 은 제작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금속기판은 ohmic loss 를
유발하므로 순수 그래핀의 흡수 성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별도의 반사기가
없어도 하나의 공진기에서 완전흡수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유도 과정과 그와 관련된 단순한 형
태의 ZCG(zero-contrast-gratings) 기반의 최적설계구조에 대한 것이다.

[1] Mueller, T. et al. “Graphene photodetectors for high-speed optical communications,” Nat.
Photonics 4(5), 297-301 (2010).
[2] Lee, S. et al. “High fabrication-tolerant narrowband perfect graphene absorber based on
guided-mode resonance in distributed Bragg reflector,” Sci. Rep. 9, 429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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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래핀 완전흡수체 모식도

그림 2. 최적조건에서의 전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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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implanted silicon nanophotonics
김명기*, 박병준, 김무혁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Integrating III-V lasers on silicon has provided a promising route to overcoming the critical
issue of light generation in silicon based optical circuits. Recent III-V/Si hybrid laser platforms
using wafer bonding and direct growth method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However,
integrating the small III-V nanolasers onto Si photonics is still challenging due to the inefficient
coupling with silicon photonics and the difficulty of nanofabrication. In this talk, we present the
recent developments of hybrid III-V/Si nanolaser platforms employing high-precision microtransfer printing techniques.

(a) III-V nanolaser printed hybrid silicon photonics, (b) Arbitrary-shape III-V gain loaded hybrid silicon
micro-lasers

T1G-II.02

플라즈모닉 금속나노구조물에 의한 MoS2 박막반도체 발광 효율 증강 효과
1,*

김현우, 2 김태완, 3 신채호

1 한국화학연구원 신약기반기술연구센터
2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융합물질측정연구소

Molybdenum Disulfide (MoS2) 박막반도체 물질은 원자단위의 얇은 막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광전효과 이용이 가능한 direct bandgap 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광전소자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상온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수준의 강한 결합 에너지를 가지는 exciton, trion 등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나노 단위의 결점 조절을 통해서 bulk 상 반도체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광전소자 구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MoS2 의 광전특성을 국지
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1]
본 연구에서는 금속나노구조체 위에 MoS2 박막을 덮어서 구현한 MoS2-나노구조체 하이브리
드 구조에서 보이는 photoluminescence (PL) 증강효과를 개별 나노구조체 분해능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PL 증강효과를 일으키는 기저원인을 탐구하였다. 특히, MoS2 의 bandgap energy
대비 detuning 된 플라즈몬 공명모드를 가지는 나노구조체에 따른 PL 증강 효과, 그리고 여기파
장에 따른 PL 증강효과 등을 정량화함으로서, 플라즈몬에 의한 PL 증강효과가 광집속과 Purcell
효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분리하여 보였다.[2]
이 연구의 내용은 금속나노구조체에 의해 변조 된 박막 반도체 물질의 광전효과를 정량적으
로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차세대 광전소자에 나노플라즈모닉스 효과를 활용하는데 유용
한 물리적 개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1] K. F. Mak, et al., “Atomically Thin MoS2: A new direct-gap semiconductor,”Physical

Review Letters, vol. 105, pp.136805, 2010.
[2] H. Kim, et al., “Purcell enhanced photoluminescence of few-layer MoS2 transferred on
gold nanostructure arrays with plasmonic resonance at the conduction band edge,”Nanoscale,
vol. l3, pp. 5316-5323, 2021.

T1G-II.03

WSe2 단일광자원의 위치 및 편광제어
Positon and polarization control of the single photon emitters in WSe2
정광용*, 소재필, 박홍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단일광자원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진기와의 결합이 필수이다. 광공진기와의 결합을
통해 Purcell enhancement 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공진기의 공진모드와 단일광자원의 위치,
파장, 편광이 일치해야한다. 2 차원 물질에 스트레인을 인가하여 단일광자원의 위치를 제어한 연구
가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 위치와 편광을 동시에 제어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는 나노갭 구조를 이용하여 2 차원 물질의 단일광자원 위치와 편광을 제어하고, 나노빔 광결정공
진기와의 결합을 통해 Purcell enhancement 를 확인하였다. 나노갭 구조는 SiN 기판위에 전자빔
식각과 건식각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제작된 나노갭 위에 2 차원 물질인 WSe2 단일층을
PDMS 스탬프를 이용해 전사하였다. 제작된 샘플은 4 K 의 극저온에서 공초점스캐닝 셋업을 이용
해 측정되었다. HBT 셋업을 이용해 단일광자 특성을 확인하고, 갭 너비와 방출되는 단일광자의
편광방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노갭에 형성된 단일광자원과 나노빔 광결정 공진기
를 결합시키고, 시간분해형광측정을 통해서 Purcell enhancement 를 확인하였다.

[1] Jae-Pil So, Kwang-Yong Jeong, Jung Min Lee, Kyoung-Ho Kim, Soon-Jae Lee, Woong
Huh, Ha-Reem Kim, Jae-Hyuck Choi, Jin Myung Kim, Yoon Seok Kim, Chul-Ho Lee, SungWoo
Nam*, and Hong-Gyu Park, “Polarization Control of Deterministic Single-Photon Emitters in
Monolayer WSe2,” Nano Lett., vol. 21, no. 12, pp. 1132-1135, 1996.

그림 1. (a) SiN 나노갭의 광학현미경 사진 (b) SiN 나노갭의
SEM 이미지 (c) 제작된 샘플의 공초점 형광 스캐닝 이미지 (d)
나노갭에서의 WSe2 스펙트럼.

그림 2. (a) 나노갭에 형성된 단일광자원의 g2 측정

(b) Power

dependence 측정 (c) 나노갭의 너비가 넓넓을 때의 편광 (d) 나노
갭의 너비가 좁을 때의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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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이용한 1000 조분의 1 수준의 광주파수 안정화 기술
Optical frequency stabilization to 10-15-level instability using fiber
photonics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

레이저의 선폭과 광주파수의 안정도는 시간/주파수 표준, 양자광학, 분광학 등 기초과학 분야뿐
아니라 거리 측정, 형상 이미징 및 분산형 센서 등 다양한 공학 응용에서의 측정 분해능을
결정한다. 특히 2019년 5월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통해 7개의 국제 단위계(SI) 중 6개(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및 광도)가 주파수를 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광주파수의 안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초정밀 측정 및 센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기존에는 다수의 광주파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Q인자가 높은 초안정 공진기에 연속파 레이저를 주파수 잠금한 후 이를 다시
펄스 레이저에 주파수 잠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치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수억 원 이상의 고가 장치이기 때문에 소수의 표준 연구소에서만
활용됐다.
이 연구는 안정성이 우수한 광섬유 광학 기술을 이용해 펄스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도를 10-1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수십만개 이상의 주파수 모드들의 선폭을 1 Hz 수준으로 낮추는 펄스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기술을 구현했다 [1]. 본 연구팀은 km 수준 광섬유 링크의 길이 안정도를 열역학적
한계인 10-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해 200 THz의 고분해능으로
레이저의 주파수 잡음을 측정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마이켈슨 간섭계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수십
kHz 이상의 선폭(linewidth)과 10-10 수준의 주파수 안정도를 5 Hz 선폭과 5x10-15 수준의 주파수
안정도로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파장 분할 다중화/역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광섬유 마이켈슨
간섭계로 여러 대의 레이저를 안정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품의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광통신용 광섬유 광학 기술을 이용한 광주파수 안정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 A4 용지 절반보다 작은 면적의 소형 장치로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대의 레이저도 하나의 광섬유 링크만으로 안정화 할 수 있음을 선보여 듀얼콤
분광학, 분산형 양자 센서 시스템 등 새로운 고정밀 측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광섬유 광학 부품으로만으로도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및 부피 면에서 기존 기술 대비
10분의 1 이하로 크게 낮출 수 있어 상용화시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D. Kwon et al, “Generation of multiple ultrastable optical frequency combs from an allfiber photonic platform,” Sci. Adv. 6, eaax4457 (2020).

T2B-II.02

기능성 고분자 아조벤젠의 자외선 반응성을 이용한 광섬유 센서 및 소자 연구
Study for fiber-optic sensors and devices using UV responsivity of
Azobenzene-containing polymer
안태정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광소자측정실험실
The paper introduced fiber-optic sensors and devices based on Azobenzene-containing
polymer. The functional polymer is reversibly stretched by UV light absorption. The feature
enables to be applied to optical sensors and optical tunable devices. Especially, it has
potential for UV distributed fiber-optic sensors based on the polymer-coated optical fiber.

자극 응답형 고분자 소재 중에서 빛의 자극에 가역적 응답을 하는 아조벤젠 (Azobenzene)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 아조벤젠기 (아조기) 양쪽에 벤젠링이 달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부 자외선 흡수에 의해 벤젠링 구조가 가역적으로 변형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형상 기억 고분자 재료, 마이크로 엑츄에이터, 마이크로 로봇틱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최
근 아조벤젠 고분자와 광섬유 소자(광섬유 격자, 페브리 페롯 공진 소자 등)가 결합된 자외선
(UV, ultraviolet) 감지 센서가 제안됐다. 이 자외선 센서는 전자기 간섭성이 높은 고전력 설비에
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로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또한 고분자 소재
의 장점을 살려 일반 광섬유에 아조벤젠 고분자를 코팅한 후 분산형 스트레인 센서 (Distributed
strain fiber-optic sensor)와 결합한 분산형 자외선 센서가 최근 제안되었다. 자외선 센서와 더불
어 파장 가변형 광소자에 아조벤젠 고분자를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1]. 본 기술은 광섬유 격자
에 아조벤젠 고분자를 코팅하고 광량 조절이 가능한 자외선 LED 를 이용해서 광섬유 격자의 중심
파장을 가변시켰다[그림 2(a)]. 또한 광기반 가변형 처핑 (chirping) 광섬유격자 기술로 적용이 가
능하다. 본 발표를 통해 최근 아조벤젠 고분자와 광섬유를 결합한 새로운 광소자에 대해 소개하려
고 한다.
[1] T.-J. Ahn, S. Moon, “Optically tunable fiber Bragg grating based on a photo-mechanical tuning mechanism,”
Opt.Lett. 44, 2546-2549 (2019).

그림 1. 아조벤젠 폴리머가 코팅된 광섬유격자 [1]

그림 2. 자외선에 반응성 (a) 광섬유 격자의 중심파장 이동, (b) 광섬유격자의 대역폭 변화 [1]

T2B-II.03

다중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분포형 브릴루앙 센서의 최근 동향
Recent progress in distributed Brillouin sensors using few-mode fibers
김용현 1*, 송광용 2
KT 인프라 연구소 1,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2

브릴루앙 산란기반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온도, 변형률, 압력 등의 물리량 변화에 대한 동시
측정이 가능한 센서로 광자와 음향포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며, 주로 시간 및 상관영역에서 반사
측정법과 분석법을 이용해 신호를 측정한다.

[1]

브릴루앙 센서는 이용영역에 따라 통상 cm ~ m

의 공간분해능과 최장 100 km 가량의 측정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큰 구조물의 안전진단 등에 응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모드 광섬유를 이용하여 연구되
었으나, 최근 통신용량한계 극복의 한 방안으로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모드
분할/결합 소자를 이용한 다중모드 광섬유 내 순도 높은 고차모드의 선택적 발진이 가능해지면서
고차모드를 이용한 브릴루앙 센서에 대한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연구 중 타원코어 및 PANDA 형 다중모드 광섬유를 이용한 브릴루앙 산란기반 분포형 센서
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1] X. Bao and L. Chen, “Recent progress in Brillouin scattering based fiber sensors,”

Sensors, vol. 11, pp. 4152-4187, 2011.
[2] Y. H. Kim and K. Y. Song, “Distributed analysis on the spatial mode structure in a
PANDA-type few-mode fiber by Brillouin dynamic gratings,” IEEE J. Lightw. Technol.,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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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부림, 온도변화에 대한 브릴루앙

그림 2. 여섯 공간모드의 복굴절 분포도 및 코어

이득 스펙트럼

형태에 따른 복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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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측정에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미지 해상도 향상
Enhancement of image resolution using deep learning network in longworking distance measurement
김상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융합연구실

생산 효율과 높은 화소를 위해 패턴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고, 그에 따라 미세 패턴에 대한
검사가 요구되었다. 3~4 ㎛ 좁은 영역 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 크기가 감소하는 추세다. 플
렉서블, 웨어러블,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OLED 공정은 유기물의 보호를 위해 봉지 공정 이전
에는 진공 조건 내에서 이뤄지므로 먼 거리에서 샘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1]
측정이랑 샘플 이미지를 분석하여 형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측정 값을 한계
치수라고 한다. 샘플에 반사된 빛은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중에 광학계를 통과한 빛은, 회절 현
상에 의해 원반처럼 퍼져서 맺히게 된다. 그런데 샘플과 거리가 멀어지면 수용할 수 없는 빛이 더
많아지고 원반의 크기가 커지므로 흐릿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샘플과 측정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수평분해능이 떨어져 측정 성능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측정에서 발생하는 blur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복원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샘플을 장거리 측정한 이미지와 근거리 측정한 이미지를
통해 학습하였다. 20 개의 층을 사용하였으며 레지듀얼 이미지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 속도 및 안
정성을 올렸다. 학습과정 중에 해상도가 개선되지 않고 노이즈가 증가한 데드 뉴런을 판정하고 파
라미터를 초기화하여 정상 뉴런 상태로 바꿨다. 본 논문의 장비는 195 mm 의 측정거리에서 실시
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측정 성능은 0.5 ㎛이상의 대상에서 3.0%의정확도, 60 nm 의 반
복도를 가졌다.

[1] Geffroy, B., Le Roy, P., & Prat, C.,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technology:
Materials, devices and display technologies,”Polym. Int. 55(6), 572-58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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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거리와 이미지 해상도와의 관계

그림 2. 학습 데이터 생성 방안

그림 4. 데드 뉴런 상태 진단

그림 3. 학습네트워크 구성

그림 5. 데드 뉴런의 초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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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레이저 전송을 위한 광학계 특성 연구
Optical layouts for long distance laser transmission
윤창준*, 이혁재, 황대순, 박영호, 조수형
한화시스템

최근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되면서 원거리에 레이저를 전송하는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레이저전송을 위한 광학계의 특성 및 광학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
거리의 레이저광을 고품질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대구경의 망원경구조의 전송광학계가 필
요하며, 망원경구조는 크게 카세그레인 타입 또는 off-axis 타입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망원경의 전송 효율적인 측면[1]을 고려하여, 두가지 망원경 광학계 구조가 갖는 광학적
인 특성을 분석하고, 원거리 전송시 목표 지점에서의 광학 특성을 분석하였다.

[1] Sami A. Shakir, Thomas M. Dolash, Mark Spencer, Richard Berdine, Daniel S. Cargill, and
Richard Carreras, “General wave optics propagation scaling law.” J. Opt. Soc. Am. A 33,
2477-248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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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bscuration 에 따른 가우시안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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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 기술 연구
The power enhancement techniques of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김기혁 1＊, 정성묵 1, 양환석 1, 이준수 2, 이정환 2, 조민식 2
1

LIG 넥스원 레이저연구팀, 2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소형∙경량화, 높은 발진효율 및 환경적인 안정성으로 인해 산업
현장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로서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기관 및 업체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레이저 효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레이저들의 출력을 결합하고
단일 레이저의 출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광유지형 광섬유를 이
용한 kW 급 협대역 광섬유 레이저 출력을 발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도 브릴루앙 산란(SBS,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과 횡모드 불안정성 (TMI, Transverse Mode Instability) 문
턱 세기를 높이기 위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PRBS 위상변조 선폭을 1 GHz 에서 5 GHz 로
확대하여 SBS 신호를 억제하였고 이득 광섬유 코어 직경 20 ㎛ 와 25 ㎛ 에 따른 출력 특성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고차모드 억제에 유리한 20 ㎛ 코어 직경 광섬유를 적용하여 벤딩
직경에 따른 TMI 문턱 세기 및 출력 특성 결과를 분석하였다.

[1] Brian M. Anderson, “Filtered pseudo random modulated fiber amplifier with
enhanced coherence and nonlinear suppression”, Optics Express, vol. 25, 2017.
[2] Rumao Tao, “Suppressing mode instabilities by optimizing the fiber coiling methods”,
Laser Physics Letters, vo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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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8 폴리머 기반 다중모드 도파로의 측벽 경사각에 따른
field profile 변화 연구
Study for field profile change with a sidewall slope angle of SU-8
polymer-based multi-mode waveguides
김용진*, 이재상, 전수진, 이승진, 최우준, 최영완
중앙대학교 광자소자 및 시스템 연구실

Abstract: The multi-mode waveguide-based resonator has been recently used as a high-quality
biosensor. In the resonator fabrication, however, thermal reflow induces a slope at the sidewall of
the waveguide, resulting in a change in the field profiles of the waveguid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sidewall slope on the field profiles is studied.

최근 들어 액체, 가스 및 바이오 물질 검출을 위해 광 공진기 센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링 공진기 센서는 높은 Q-지수, 초소형, 광대역 센싱 능력을 장점으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광학 센서로 주목받고 있다.[1]
링 공진기의 센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선형 도파로를 진행하는 빛의 일부가 링 형태의 도파로로 커플
링되어 순환한 뒤 선형 도파로 내 빛과 만나 간섭을 일으키면 독특한 모양의 공진 파장 스펙트럼이 형성된
다. 공진 파장은 아래 수식 (1)에 의해 정해지며, 여기서 r 은 링 도파로의 반지름,
른 유효 굴절률,

neff 는 공진 모드에 따

m 은 모드 수를 의미한다. 링 도파로 주위에 다른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공진 모드의 유효

굴절률이 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진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공진 파장의 변화로 유효 굴절률의
변화 및 외부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외부 물질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다.

resonance = 2 rneff / m

(1)

일반적인 링 공진기는 높은 Q-지수와 큰 민감도를 구현하기 위해 나노미터 크기의 단일 모드
도파로로 제작되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고가의 제작 공정이 요구된다. 이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다중모드
도파로를 링 공진기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다중 모드 도파로를 S 자형태로 만들어 도파로 내
고차 모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S-bend resonator’가 본 연구 그룹에서 개발된 바 있다.

[2]

나아가 공진기 센서의 대량 생산을 위해 노광 공정과 SU-8 폴리머 기반의 도파로 제작 기술[3]을 개발
공진기 제작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편, SU-8 폴리머를 이용한 도파로 제작 공정 시,
baking 과정에서 thermal reflow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도파로의 측벽에 경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본 논문에서는 도파로 제작 시 도파로 측벽 경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차 모드 변화를 FDTD
전산모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산모사의 결과로써, 그림 2 (a)는 단면이 직사각형인 이상적인 도파로에서
존재할 수 있는 TE4 모드의 field profile 을 나타내며, 그림 2 (b)는 측벽의 경사각이 70°인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TE2 모드의 field profile 을 나타낸다. 직사각형의 도파로(측벽 경사각 90°)에서는 고차 모드인
TE4 가 존재하는 반면, 측벽 경사각이 70°인 도파로에서는 TE4 모드가 사라지고 TE2 모드만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파로 측벽의 경사각이 작아질수록 도파로 내부에 존재하는 고차 모드의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그림 1. Thermal reflow 현상에 의해
측벽 경사가 발생한 도파로
단면 이미지.

(b)

그림 2. 측벽의 경사각이 (a) 90° 와 (b) 70°인
도파로에 존재 가능한 최대 고차모드의
field profiles.

측벽 경사에 따른 고차 모드 수의 변화는 기존에 제시한 다중모드 도파로의 모드분리 현상을 이용한
공진기인 ‘S-bend resonator’의 특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분석한 field profile 을
바탕으로 도파로의 측벽 경사각에 따라 다중모드 도파로 기반의 공진기인 ‘S-bend resonator’의 특성과
성능지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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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방향성을 가진 OPA 구조의 특성분석
Characterization of highly directional optical phased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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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차량 등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지형 및 사물 분석을 위한 LiDAR 기술이 각광
받고 있다. 기존의 LiDAR 는 기계식 장치를 이용하여 빛을 조향하기 때문에 안정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방법을 대신하여 OPA 방식은 빛의 위상을 변조하여 빔을 조향하는 기술
이다 [1]. 광 집적 소자의 개발 덕분에 CMOS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작은 크기의 광 소자 제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도파로를 기반으로 OPA 광소자를 제작하였다. 특
히 WGA 부분에서 상부 클래딩을 식각하여 격자 구조와 도파로 구조의 공간적 분리를 제안하였
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로 인하여 도파로에 낮은 섭동 강도를 통해서 밀리미터 단위 방출이 가능
하여 작은 빔 사이즈가 구현 가능한 높은 방향성을 가진 격자 구조를 제안하였다 [2].
OPA 광소자의 구조는 FDTD 및 COMSOL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낮은 손실율 및 높은 방
향성을 가지는 최적화 된 구조를 설계하고 e-beam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그림 1 과 같이
OPA 광소자를 제작하였다. OPA 광소자에 빛을 넣어서 OPA 에서 방출하는 빛을 그림 2 와 같이
확인하였다. 또한 OPA 의 단위 요소별 특성을 분석 하였는데 Inversed tapered 구조에서 광섬유
와 칩셋간의 결한 손실이 약 4dB 수준 이었으며 MMI 구조에서의 손실은 무시할 만한 정도이다.
더 자세한 결과는 추후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 C. V. Poulton et al, Opt. Lett., vol. 42, no. 20, pp. 4091-4094, 2017.
[2] K. Han et al, Curr. Appl. Phys. Vol. 18, no. 7, pp 824-828, 2018.

그림 1 (좌) OPA 칩셋의 사진

그림 2 OPA 에서 방출된 빛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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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빔조향을 위한 메타표면 더블렛이 집적된 양방향 격자 안테나
Bidirectional grating antenna incorporating metasurface doublet for
efficient wavelength-tuned beam steering
Woo-Bin Lee1,2,*, Chul-Soon Im2, Changyi Zhou1,2, Bishal Bhandari1,2, Duk-Yong Choi3, and
Sang-Shin Lee1,2
1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S. Korea.
2

Nano Device Application Center, Kwangwoon University, S. Korea

3

Laser Physics Centre, Research School of Physics and Engineering,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Optical phased array offers non-mechanical, ultra-fast inertia-free beam steering, and
high resolution. Due to these salient properties, chip-scale OPAs have attracted tremendous
interest in applications such as LiDAR, sensing, 3D mapping, navigation for self-driving
vehicles, and drones [1]. However, there is still a challenge for OPAs in the beam steering
range comparing to the mechanical beam steerer such as MEMS mirror, Gimbal, and motor.
Various lens systems or prisms have been introduced to realize the wide-angle beam steering
by enhancing the steering efficiency of non-mechanical steerer [2]. But these methods lead
to a bulky lens system with a size of several centimeters. Compare to this approach, our
platform enables beam steerer with a compact, high beam quality, and efficient beam steering.
The platform is based on metasurface doublet (MD)-integrated bidirectional grating
antenna (BDGA) as shown in Fig. 1. Unlike the conventional grating antenna, the BDGA, which
is capable of bidirectional beam steering, supports twice the steering range within a given
wavelength-tuning range. Moreover, the MD, which is an ultra-thin and flat form factor, is
mounted on the BDGA to significantly amplify the wavelength-tuned steering efficiency by
three times. The out-coupled light from BDGA is coupled to the MD. Then, the MD
manipulates the amplitude and phase of the light to properly magnify the emission angle by
deflecting the incident light wider. The emission angle was measured as plotted in Fig. 2 an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steering range was improved by three times by MD, so the
steering efficiency was 0.461°/nm. Our platform provides a functional flat form factor to
realize the OPA with wide wavelength-tuned beam steer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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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 (no. 2020R1A2C30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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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 Hsu, et al., “A review of and perspective on optical phased array for automotive
LiDAR,” IEEE J. Sel. Topics Quantum Electron., vol. 27, no.1, Art. no. 8300416, 2021.
[2] M. Zohrabi, et al., “Lidar system with nonmechanical electrowetting-based wide-angle
beam steering,” Opt. Express, vol. 27, no. 4, pp. 4404-4415, 2019.

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BDGA which incorporates MD enabling to improve the
beam steering capacity

Fig. 2. (a) The measured emission angle of BDGA and (b) MD-integrated BD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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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 커패시터를 이용한 Si PN ring resonator 의 비휘발성 동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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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hase shifter 는 광 변조기 및 광 스위치 구조에서 위상 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고성능 optical phase shifter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Si PN 접합의 공핍층을 변화시킴으로써 동작하는 Si PN ring resonator 는
CMOS 호환성이 우수하면서도 소자 크기가 작고 빠른 동작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Si photonics
platform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 PN ring resonator 에 강유전 특
성을 가지는 HfZrO2(HZO) 커패시터[2]를 접목하여 Si PN ring resonator 의 비휘발성 동작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a)와 같이 Si PN ring resonator 와 HZO 커패시터를 직렬 연
결하여 전압을 인가한 전후의 소자의 광 특성을 확인하였다. 소자에 -6 V 의 전압을 인가하여
HZO 커패시터의 분극을 반대로 바꿔준 결과, 소자의 공진 파장이 20 pm 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그림(b)). 이는 HZO 커패시터의 분극 방향에 따라 optical phase shifter 의 비휘발성 동
작을 확인한 결과로서, 향후 neuromorphic photonics 나 programmable photonic integrated
circuit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b)

그림 1. (a) 광 측정 회로도, (b) 파장에 따른 optical power 그래프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KIST Flagship Research Program under Grant 2E30100 and
2E31011, and in par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under Grant 2019M3F3A1A0207206912.
References [1] Olivier Dubray et al.,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22 (6), 3300110 (2016). [2]

Akira Inoue, IEEE 48 (7), 1438-144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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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칩 빔 스캐너를 적용한 실시간 LIDAR 연구
Single-Chip Beam Scanner for Real-Time LIDAR.
*

이지산 , 변현일, 손경현, 신동재, 신창균, 심동식, 오오쯔까, 이은경, 이창범, 장봉용, 황인오, 주혁,
하경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Photonic Device Lab

자동차용 LIDAR 센서는 빛의 비행시간을 (Time of Flight)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주변의 많은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빛의 방
향을 고속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LIDAR 는 회전 모터나 거울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form factor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 공
정으로 chip-scale 집적이 가능한 Optical Phased Array (OPA) 를 적용하여 빛의 방향을 조절하
[1]

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OPA 기술은 2 차원 광 스캔을 위해 외부 광

원이 필요하거나 집적광을 이용하는 경우 광출력이 매우 약해서 LIDAR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2

연구는 III-V 공정을 통해 파장가변 레이저와 32 채널의 광증폭기를 7.5 × 3mm 크기의 OPA 칩
[2]

에 집적하여 단일 칩 빔 스캐너를 개발하고,

진화 알고리즘과 Analog-Digital Converter 를 이

용한 디지털 신호처리를 적용하여 20fps 의 실시간 LIDAR 를 구현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1] C.V. Poulton, et al., “ Coherent solid-state LIDAR with silicon photonic optical phased
arrays” Opt. Lett., vol. 25, pp. 4091-4094, 2017.
[2] J. Lee et al., “ Single-chip beam scanner with integrated light source for real-time light
detection and ranging” 2020 IEEE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pp.7.2.17.2.4, 2020.

Figure 1. 고체 상태 빔 스캐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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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z near-field spectroscopy for various applications
김튼튼*1
1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테라 헤르츠 (THz) 분광법은 초단펄스를 분석시료에 조사하여 통과하는 파형의 진폭
(amplitude)과 위상(phase)을 동시에 측정하여 복합 굴절률을 얻을 수 있으며, 전기적 측정에 비해
전극 없이 시료에 손상 없이 분석할 수 있으며, Kramers-Kronig 해석에 의한 위상 측정 시 수반되
는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어 매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THz 분광법은
THz 의 비교적 긴 파장 (1 THz ~ 300 μm)으로 인한 회절 한계 때문에 수백 μm 이상의 큰 시료만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마이크론 갭을 갖는 팁 형태의 안테나를 통한 근접장 분광법 (THz NTDS,
near-field time-domain spectroscopy)은 수 μm 분해능으로 기존에 측정이 불가능했던 매우 작은 시
료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서브파장 금속 갭 구조를 이용한 분
자 광 센싱, 그리고 치매 유발 단백질의 광전도도 측정 등, 근접장 분광법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
을 소개한다.

그림 1. 서브파장 금속 갭 구조의 근접장 측
정 결과.

그림 2. 치매유발 단백질의 섬유화 정도에
따른 후방산란 (backscattering) 인자 분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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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 optical Terahertz modulator using Graphene-based
Nanoslot antennas
Geunchang Choi*
Schoo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Photo-excited graphene has a positive or negative response depending on the carrier
density. The positive (negative) photoconductive response resulting from a transient increase
(decrease) of the graphene conductivity is observed in the low (high) carrier density regime.
[1]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have a potential application as an ultrafast optical

modulator in the control of terahertz transmission.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achieve a
high on/off ratio in the photo-excited graphene due to the small absorption of electromagnetic.
Here, we demonstrate the negative-response type high on/off ratio and ultrafast
terahertz modulation using graphene/metal nanoslot antennas. The graphene covered the
nanoslot antennas completely blocked the terahertz waves (off-state). However, once the
optical pump is applied to the graphene/metal nanoslot antennas, terahertz transmission
becomes resonant (on-state) and then recovers in an ultrafast short time.

[1] S. F. Shi, et al, Nano Lett., vol. 14, pp. 1578, 2014.

Figure 1. Graphene-based metal
nanoslot antenna.

Figure 2. (left) Terahertz transmission and (right) transient
terahertz transmission change of photo-excited graphene/nanoslot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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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플라즈몬 기반의 중적외선 전자기유도 투명성 아날로그
소자의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mid-infrared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 analogue device based on the graphene plasmon
김용한*,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그래핀은 2차원 결정구조를 가진 탄소 동소체로써, 높은 전자이동도와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광소자 및 광전소자에 응용할 수 있는 물질로써 연구
되고 있다. 또한, 중적외선 및 테라헤르츠 영역에서는 그래핀 플라즈몬 (graphene plasmon, GP)
과 GP에 결합된 전자기파인 그래핀 플라즈몬 폴라리톤 (graphene plasmon polariton, GPP)가
존재한다. GPP의 주요 특성은 그래핀 주위에 아주 강하게 국한된다는 것과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조절해 광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PP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적외선 및 테
라헤르츠

영역에서

그래핀을

이용한

전자기유도

투명성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 EIT) 소자들이 연구되었다[1].[2]. EIT는 외부 전자기파로 인해 두 공진 모드 간의
상쇄간섭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질로 인한 효과가 제거되고 투명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때,
두 공진 모드 중 외부에서 입사하는 빛에 의해 효과적으로 여기되는 모드를 밝은 모드(bright
mode)라 부르고 그렇지 못한 모드를 어두운 모드(dark mode)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적외
선 완전 흡수체와, 유전체 격자구조로 인해 결합되는 그래핀 플라즈몬을 활용하여, 동적으로 조
절이 가능한, EIT 아날로그 소자를 제작하고, 실험을 통하여 EIT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작된 중적외선 EIT 아날로그 소자의 구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우선 150 nm 두께의 Al
층 위에 RF 스퍼터로 증착된 150 nm 두께의 ZnS 층이 있다. 이 ZnS 층에, 150 nm의 주기를 갖
는 1차원 격자가 형성이 되어 있다. 제작된 ZnS 격자의 깊이는 80 nm이고, 격자의 duty cycle은
0.4이다. ZnS 격자 위에 단일층의 그래핀을 전사하고, 그 위에 20 nm 두께의 HfO2 박막을 형성
한 뒤에, 100 nm 두께를 갖는 Al 스트립을 형성한 구조이다.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 (chemical
potential)은 그래핀-HfO2-Al 축전기 구조로 인해, 축전기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조절할 수 있
다. 이 소자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이 낮은 경우, Al-ZnS-Al 구조에
존재하는 중적외선 완전흡수체 모드로 인해 소자로부터의 반사가 최소가 된다.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이 증가하여 ZnS 격자구조로 여기되는 GPP 파장이 완전 흡수체 모드에 의해 반사가 최소
가 되는 파장과 일치하면, 완전 흡수체 모드와 GPP 사이의 상쇄 간섭으로 인하여 다시 반사가 크
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2는 이를 나타내고 있는 EIT 아날로그 소자의 자기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a)에서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은 0 eV 이고, 그림 2(b)에서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
셜은은 0.6 eV 이다.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이 0.6 eV 일 때, ZnS 격자구조로 인해 결합된 GP
로 인해 자기 쌍극자 공진 모드가 깨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a)은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
기(FTIR)로 측정된 EIT 아날로그 소자의 반사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핀-HfO2-Al 축전
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0 V일 때, 8 μm 영역에서 완전 흡수를 보여주고, 인가되는 전압이 15 V일
때, 반사도가 0.65까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EIT 아날로그 소자의 도식을 보여
주고 있다. 기저 상태(ground state)의 에너지 준위에서 외부에서 입사되는 중적외선으로 인해, 자
기 쌍극자 공진 모드가 형성이 되고, 인가되는 전압이 15 V일 때, 해당 주파수에서 ZnS 격자구조
로 인해 GP가 형성이 되고 이는 준안정 상태(metastable state)라고 할 수 있다. 기저 상태와 준
안정 상태간의 상쇄 간섭으로 인해 EIT 아날로그 현상이 나타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적외선 완전 흡수체 구조와 유전체 격자구조로 인해 결합되는 그래핀 플라
즈몬을 활용하여 전자기유도 투명성 아날로그 소자를 발표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소자의 공정 방
법과 더욱 자세한 측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1] X. He et al, “Tunable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based on terahertz
graphene metamaterial,” RSC Adv., vol. 7, pp. 40321-40326, 2017.
[2] Y. He et al., “Graphene plasmonically induced analogue of tunable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without structurally of spatially asymmetry,” Sci. Rep., vol. 9, no. 20312,
2019.

그림 1. 중적외선 EIT 아날로그 소자

그림 2. 중적외선 EIT 아날로그 소자의 자기장 분포.

의 구조

그림 3. (a) 중적외선 EIT 아날로그 소자의 인가된 전압에 따른 FTIR 반사 스펙
트럼. (b) 중적외선 EIT 아날로그 소자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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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그래핀 축전기 기반의 중적외선 그래핀 플라즈몬 변조기
Mid-infrared graphene plasmon modulator
based on a double graphene capacitor
김용한*,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그래핀은 2차원 평면 결정구조를 가진 탄소 동소체로써, 높은 전자이동도와 전기적으로 전
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광소자 및 광전소자에 응용할 수 있는 물질로
써 연구되고 있다. 또한, 중적외선 및 테라헤르츠 영역에서는 그래핀 플라즈몬 (graphene
plasmon, GP)과 GP의 전자기파 형태인 그래핀 플라즈몬 폴라리톤 (graphene plasmon polariton,
GPP)가 존재한다. GPP의 주요 특성은 그래핀 주위에 아주 강하게 국한된다는 것과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조절해 광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공간 상의 중적외선 빔을 GPP로 결
합하는 방법 중에 격자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격자구조를 활용하여 GP를 여기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2] 실리콘 격자구조를 활용하여 GPP를 여기하는
실험적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GPP로의 결합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3] 본 논문에서
는 중적외선 영역에서 손실이 작은 물질 중 하나인 ZnS기반의 격자구조를 제작하고 그 위에 그
래핀-유전체-그래핀 구조로 이루어진 이중 그래핀 축전기를 배치하여, 격자에 의한 GPP 여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중 그래핀 축전기에 전압을 인가하여 GPP의 파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제작된 중적외선 그래핀 플라즈몬 소자의 구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실리콘 기판 위에
스퍼터링으로 증착된 150 nm 두께의 ZnS가 있다. 그 뒤에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유도결합 플라
즈마 반응성 이온 식각(inductively-coupled plasma reactive ion etch, ICP-RIE)를 이용하여 250
nm 의 주기와 80 nm의 식각 깊이를 갖는 1차원 격자를 형성하였다. 이 때, 격자의 duty cycle은
50%로 제작하였다. 뒤이어, 그래핀을 습식 전사 방법을 이용하여 ZnS 격자 위에 전사 한 뒤에
포토리소그래피와 RIE를 이용하여 패턴하였다. 그리고, 이중 그래핀 축전기를 형성하기 위해, 유
전체로써 HfO2를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를 이용하여 20 nm 두께로 증착
하였다. ALD 공정 전에, ~2 nm 두께의 Hf 박막을 증착하고 산화시켜, HfO2가 그래핀 위에 잘 증
착 되도록 하였다. 증착된 HfO2 박막 위에 뒤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두번째 그래핀을 전사한 뒤
패턴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래핀에 전위를 가하기 위한 전극 영역을 포토리소그래피로 형성하고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Cr 5 nm와 Au 100 nm를 증착 한 뒤 lift-off 공정으로 전극을

형성하였다. 제작된 중적외선 그래핀 플라즈몬 변조기는 푸리에 변환 중적외선 분광기 (FTIR)
장비를 이용하여 이중 그래핀 축전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경하며, 소자의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이중 그래핀 축전기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측정된 중적외선 그래핀 플라즈몬 변조기의 반사
도를 그림2에 표현하였다. 전압을 15 V 인가 했을 때, 반사도의 최고점이 8.492 μm에서 확인되
었고 최고 반사도와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의 반사도 차이는 대략 16%이다. 인가된 전압이
감소함에 따라, 반사도의 최고점 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래핀의 화학적 포텐셜 (chemical potential) 이 감소하여 그래핀 전도성의 허수부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ZnS 격자구조로 여기되는 GPP 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을 통
해, 제안된 그래핀과 결합된 ZnS 격자구조가 자유공간 중적외선 빔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가변
소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전압을 인가했을 때와 인가하지 않았을 때의 반사도
의 차이를 세기 변조 효율이라 했을 때, 제안된 소자의 변조효율은 8.492 μm에서 16%의 세기
변조 효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그래핀과 결합된 실리콘 격자구조에서 얻어지는 변
조 효율[3] 에 비해 2배 이상 더 큰 값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ZnS 격자구조가 그래핀 플라즈
몬 결합에 더욱 용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학회에서는 더 자세한 제작 공정 설명을 제
시하고 격자 주기에 따른 측정 결과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비교를 제시하도록 한다.
[1] W. Gao et al., “Excitation of plasmonic waves in graphene by guided-mode resonances,”

ACS Nano, vol. 6, no. 9, pp. 7806-7813, 2012.
[2] B. Zhao, Z. M. Zhang, “Strong plasmonic coupling between graphene ribbon array and metal
grtings,” ACS Photonics, vol. 2, pp. 1611-1618, 2015.
[3] W. Gao et al., “Excitation and active control of propagating surface plasmon polaritons in
graphene,” Nano Lett., vol. 13, pp. 3698-3702, 2013.

그림 1. ZnS 격자구조를 활용한 중적외선 그래

그림 2. 인가된 전압에 따라 측정된 중적외선

핀 플라즈몬 변조기의 구조.

그래핀 플라즈몬 변조기의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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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 질화 붕소의 양자 스핀 점결함에 대한 제일원리 계산이론
Optically active spin defects in hexagonal boron nitride: a firstprinciples theory
서호성*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 에너지시스템학과

2 차원 재료는 최근 고체 양자정보과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양자 점결함
을 다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2 차원 물질들 중에서 육각형 질화 붕소(h-BN)
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밝은 단일 광자 방출원과 광학적으로 제어 가능한 스핀 큐비트의 호스트
물질로 많은 각광을 받고있다. 본 논문은 h-BN 의 양자 광원과 스핀 큐비트에 대한 이론 계산 연
구에 대한 몇가지 결과를 요약한다. 첫번째로, h-BN 의 접힌 영역, 즉 주름과 양자광원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1]. 범밀도 함수론 기반의 계산 이론을 통해 공극 기반의 양자광
원 후보들이 주름 최상단에 선택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한 그들의 쌍극자들이 주름의 방향으로 정
렬된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광학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두번째로, 범밀도 함
수론 기반의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h-BN 에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핀 큐비트 후보군을 이론
적으로 제안하였다[2]. Group-IV 와 V 원자로 이루어진 out-of-plane XY dimer (X, Y = C, Si, P,
N)이 h-BN 의 새로운 고-대칭, 큰-스핀 양자 결함 후보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2 차원
h-BN 을 활용한 양자 물질 및 소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Dong-gyu Yim, Mihyang You, Gichang Noh, Jieun Lee*, and Hosung Seo*,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12, 36362 (2020).
[2] Juyong Bhang, He Ma, Donggyu Yim, Giulia Galli, and Hosung Seo, under review (2021).

그림 1. h-BN 의 Out-of-plane XY
dimer (X, Y = C, Si, P, N) 모델의 원
자 구조 및 결함 준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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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 of arbitrary two-qubit entangled operator
홍성진 1, 박창훈 1, 최연호 1,2, 김용수 1,2, 조영욱 1,3, 오경환 3, 임향택 1,2*
1 KIST 양자정보연구단,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IST 스쿨,
3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 현상은 고전 시스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며, 양
자 시스템에서 상관관계가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비국소적 (non-local)
현상이다. 이는 고전 정보와 양자 정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며,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1]. 양자 얽힘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과 실제적인 응용을 위
해,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큐비트 (qubit)의 상태 (quantum state)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양자 연산자 (quantum operator)의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 큐비트 연산자의 연산 순서 중첩 (superposition of causal order)에 국한되어있으며,
이는 양자 얽힘의 비국소적 현상을 보여주지 못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큐비트에 대한 연산
자의 양자 얽힘에 대한 소개와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1] Hong, S. et al., Experimental implementation of arbitrary entangled operations. New
Journal of Physics, 22(9), 093070 (2020).

[그림1] 얽힘 연산자 구현 모식도

[그림2] 얽혀있는 양자 연산자의 Quantum process tomograph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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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able Nanophotonics for Efficient Quantum Interface
김명기*, 김무혁, 유아란, 박누리, 박병준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신뢰성 있는 광자기반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서는 고효율 양자인테페이스의 구축은 필수적
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광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효율 광 인터페이
스 소자 연구가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인쇄가능한 나노포토닉스를 이용하여 온/오프 칩 구조에
서 고효율 양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프린팅 가능한 유연소재 기
반 메타렌즈를 이용하여 오프-칩 구조에서 고체 점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광자의 수집 효율을 선
택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이고, 매우 작은 나노 III-V 게인 블록만을 이용하여 실리콘 광회로 내
온-칩 양자 소스를 고효율로 집적화 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1. 광섬유 끝단에 인쇄된 메타렌즈를 활용한 고효율 오프-칩 양자인터페이스 구축

그림 2. 전사인쇄기술 기반 고효율 온-칩 양자인터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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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SPAD: 반도체 라이다 센서를 위한 핵심 기술
CMOS-SPAD: Core Technology for Solid-State LiDAR Sensors
이명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는 사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빛을 분석하여
사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차세대 3D 이미지센서
및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핵심 센서 기술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의 기계식
(Mechanical) 라이다 센서의 경우 가격이 매우 고가이며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 (Solid-State) 라이다 연구 개발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 라이다 센서의 경우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저가 및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및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하여 저가 및 소형 라이다 센서가 요구되는 응용 분야들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Single-Photon Avalanche Diode(SPAD)는 매우 높은 증폭 특성으로

단일광자(Single

Photon)를 검출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소자로서, CMOS 공정에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라이다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CMOS-SPAD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CMOS-SPAD 를 기반으로 한 최신
반도체 라이다 센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R

Linear mode:

APD

Geiger mode:

SPAD

VR
그림 1. CMOS-SPAD 동작 범위 및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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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필드 분석을 통한 광위상배열의 초기 위상 정렬 방법
Calibration of initial random phases of optical phased arrays by
analyzing far-field pattern.
진진웅*, 이은수, 천권욱, 오민철
부산대학교 광 IC 연구실

광도파로 어레이를 통과하여 출력부에 도달한 빛들은 free-space 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빔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광도파로 어레이 각 채널을 통과하는 빛의 위상을 조절하면 출력빔의 진행
각도를 제어하여 beam scanning 을 할 수 있다.[1] 광도파로 어레이를 통과한 파동의 위상은 광도
파로 길이에 비례하여 결정되지만, 광소자 제작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패턴 폭 차이로 인해 광
도파로 출력광의 위상오차를 유발한다. 따라서 완성된 OPA 소자에서 출력광을 모니터링 하면서
각 채널 별로 위상을 조절하여 채널 별 위상 편차를 제거하는 위상 정렬 빔포밍 과정이 필수적이
다.
OPA 소자의 성능 개선 측면에서 beam divergence angle 을 줄이고 scanning resolution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도파로 어레이 채널 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보하고 있으며, 이
러한 다채널 OPA 소자의 빔포밍을 위해서는 기존 빔포밍 방식보다 빠르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선행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Gradient descent algorithm, genetic algorithm, sequence phase
control method 와 같은 기존의 빔포밍 알고리즘은 파필드 패턴을 모니터링하면서 위상 변조기를
피드백 컨트롤을 하여 빔포밍을 위한 최적의 위상 값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들은 다량의
메모리와 computing resource 를 요구하여 빔포밍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빔포밍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 컨트롤이 없이 파필드 패턴 분석을 통하여
빔포밍을 위한 최적의 위상 값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제안하며 폴리머 OPA 소자 제작을 통해 빔
포밍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efense Challengeable Future Technology Program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1] Im, Chul-Soon, et al. "Hybrid Integrated Silicon NitridePolymer Optical Phased Array for
Efficient Light Detection and Ranging."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2021.

그림 1.

그림 2.

위상 정렬 실험 셋업

폴리머 OPA 소자 구조

그림 3.

(a) 위상 절려 전, (b) 위상 정렬 후에
CCD 로 촬영한 far-fiel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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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거리 통신을 위한 고감도 태양광 블라인드 극 자외선 검출기
High Responsivity Solar-blind Deep Ultraviolet Photodetector for NonLine-Of-Sight Communication
심영석,1 정주철,2 손정환,2 허준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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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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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컴

비가시거리(Non-Line-Of-Sight) 통신은 가시거리 통신과 달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장애물
및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 송/수신기 위치의 유연성을 가진다. 이
러한 장점으로 비가시거리 통신은 산과 건물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군사적 특정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태양광 중에서 극 자외선 (200~280 nm)은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거의 없는 태양광 블라인드 영역으로 매우 낮은 배경 노이즈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늘에 변조
된 극 자외선 빛을 전송하면 대기 중 분자와 에어로졸에 의해 산란되어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
신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극 자외선을 이용한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신은 대기에서 흡광도가
높아 광 검출기의 높은 반응성을 요구한다. 현재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신은 광 검출기로
PMTs (Photomultiplier tubes) 또는 APD (Avalanche Photodiode)를 이용한다[1][2]. 하지만
PMTs 는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APD 는 높은 노이즈 및 동작전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AlxGa1-xN/AlyGa1-yN 경계면의 2DEG (Two-Dimensional-Electron-Gas)
를 이용해 고감도 극 자외선 검출기를 구현했고, 이를 이용하여 비가시거리 통신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에피 구조는 MOCVD 를 통해 n-Al0.85Ga0.15N 장벽층, Al0.56Ga0.44N 채널층을 성장하였고, 두
층의 계면에 2DEG 를 형성하였다. AlGaN 장벽층과 채널층을 IDT (interdigital transducer) 모양
으로 에칭하여 패턴 간격이 5μm 인 2DEG-IDT MSM(Metal-Semiconductor-Metal) 구조의 태
양광 블라인드 극 자외선 검출기를 제작하였다 [그림 1].
소자의 전기 및 광 검출 특성은 반도체 분석기 (4200A-SCS, Keithley, USA), Xe 아크 램프
기반 모노크로미터 광원 및 260nm 발광 다이오드 (LE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작된 소자는
0.97pA 의 매우 낮은 암전류와 UV 램프 빛에 대해 1.33μA 의 높은 광 전류를 보였다 [그림 2].
이는 채널층에 흡수하는 극 자외선 빛이 들어왔을 때, 전자 장벽에 갇혀 있던 높은 밀도의 2DEG
가 연결이 되어 높은 전류를 생성하는 것이다. 광 검출기의 광 파워 의존성을 조사하기 위해 260
nm LED 를 약 10c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광 파워를 9.21nW/cm2 에서 1.38mW/cm2 까지 조절
하였고, 광전류가 광 파워에 선형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UV/가시광선 제거율
및 UV/태양광 블라인드 특성은 태양광 블라인드 광 검출기의 중요한 특성으로 각각 13,000, 353

으로 측정됐다. 광 검출기의 과도 응답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60 nm LED 를 1 kHz 로 변조하
여 소자에 조사한 결과 광 전류 상승 시간 42.2 us /하강 시간 94.8 us 을 얻었다.
자외선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신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UV 램프를 제작된 광 검
출 소자로부터 20 cm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빛이 직접 비춰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그림 3(a)]. UV 램프를 10 초 간격으로 온/오프를 한 결과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전
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신 광 검출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
다 [그림 3(b)].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DEG 를 기반으로 한 고감도 태양광 블라인드 MSM 광 검출기를
제작 및 특성을 연구했다. 제작된 소자는 매우 낮은 암 전류, 높은 UV/가시광, UV/태양광 블라인
드 제거율 및 비가시거리 광학 산란 통신 광 검출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 Xiaobin Sun, et al, "71-Mbit/s ultraviolet-B LED communication link based on 8-QAMOFDM modulation," Opt. Express 25, 23267-23274 (2017)
[2] Gang Chen, et al,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ultraviolet pulse broadening in shortrange non-line-of-sight communication channels," Opt. Express 18, 10500-1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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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ielectric meta-fiber for polarization-controlled bifunctional beam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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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optics is perceived as a traditional and mature technique in abounding applications
owing to its fast optical signal transmission speed with scant attenuation and great
information-carrying capacity. Recently emerged technological paradigms such as “lab-onfiber” constitute a crucial step forward for integrated photonics as the implementation of
metasurfaces (MSs) on optical fiber facets provides strong manipulation capability for
spatially tailoring the mode, phase, amplitude, and polarization of the propagation light [1].
In this work, we reported a bifunctional meta-fiber achieved by tethering an all-dielectric
MS to a single-mode fiber (SMF). The realized meta-fiber enables versatile light
manipulations, including vortex generation and beam collimation by tailoring the phase
profiles encoded in the MS for transverse electric (TE) and transverse magnetic (TM)
polarized light. Moreover, to pursue their potential application for data transmission, a pair of
meta-fibers are combined to establish an efficient polarization-controlled optical interconnect.
This indicates that dropping flat optics on the facet of an optical fiber enriches the
functionalities of conventional fiber optics and boost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MS.
The flat MS was firstly prepared using conventional electron beam lithography and
plasma etching on a quartz substrate as shown in the inset of Fig. 1(a). It was then precisely
aligned and appended to an SMF, which is embedded in a block, with the assistance of a
vision system. Finally, the MS substrate with a footprint of ~2 cm 2 was glued to the fiber
block with a UV-curable epoxy [2]. The completed FMT depicted in Fig. 1(a) was then
evaluated by using a custom-built setup. Polarization-controlled bifunctionality was explored
by adjusting the polarization of the meta-fiber manipulated light beam with a linear polarizer.

A series of images (intensity distributions in the xy-plane) were captured by translating the
imaging system along the optic axis (z-axis). Figures 1(b) and 1(c) illustrate the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for the TE and TM polarization in the yz-plane, respectively. For TE polarized
light, a divergent optical vortex exhibiting a topological charge +15 was obtained. For TM
polarized light, it was witnessed that within the working distance from the MS to about 10 mm
away, the originally divergent Gaussian beam leaving the fiber facet has been well-collimated.
The divergence angle is characterized to be approximatel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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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rant No. 2018R1A6A1A03025242) and the Korean government
(MSIT) (No. 2020R1A2C30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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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ion for optical interconnect,” Laser Photonics Rev., vol. 15, no.5, 2000581, 2021.

Fig. 1. (a) Established FMT. Inset: image of MS under microscope. Experimentally captured beam images at
different positions along z-axis for (b) TE and (c) TM polarized incident light.

F1G-III.01

플라즈모닉 나노입자 단일층을 이용한 광속 지연 메타물질
Extremely slow down speed of light in plasmonic nanoparticle mono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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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상 속도를 지연한다는 것은 빛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해진다는 뜻이다. 다른
의미로는 물질의 굴절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인데 메타물질의 원리를 이용하면 자연계의 물질에
서는 얻을 수 없는 초고굴절률 메타물질을 얻을 수 있다.[1] 하지만 유효매질 이론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메타물질의 한계상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의 크기는 파장 대비 1/5 이하로 작아야
하므로 동작 파장이 짧아질 수록 구현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광학 주파수 영역(가시광~근적
외선)에서 초고굴절 메타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체의 크기가 수십~수백 nm 로 매우 작아야 하
며 단위체 사이의 간격은 그 보다 훨씬 작은 수 nm 의 갭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은 기존
의 식각 기반 공정으로는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진은 기존의 식각
공정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콜로이드 형태의 금속 나노입자들을 자기조립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하
고자 하였고 실제로 대면적(1cm x 1cm)에 나노입자를 조립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수십
nm 의 얇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광학 주파수 영역의 광대역에 걸쳐 빛의 위상 속도를 매우 크게
(최대 약 6.4 배) 지연시킨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이다.[2]
[1] M. Choi, et al, “A terahertz metamaterial with unnaturally high refractive index,”Nature,
vol. 470, pp. 369-373, 2011.
[2] J-H. Huh, et al, “Soft plasmonic assemblies exhibiting unnaturally high refractive index,”

Nano Letters, vol. 20, pp. 4768-4774, 2020.

그림 1. 대면적에 자기조립된 금나노입자 단
일층

그림 2. 타원계측법을 통해 얻어진 금나노입
자 단일층의 유효굴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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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기반 자기조립형 광결정을 이용한 색채구현 및 냉각
Colloidal self-assembled photonic crystal for Colorization and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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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자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냉각할 수 있는 복사
냉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 복사냉각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
부분의 것에 적용되어 에너지 소비를 절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사냉각기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 적용 가능하면
서도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면적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색의 복사냉각
기는 콜로이드를

조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산화 규소 (silica)와

Trimethylolpropane ethoxylate triacrylate (ETPTA)를 이용하여 가시광 영역에서는 브래그 산란
에[3] 의한 구조색을 나타내면서도 적외선 영역에서는 전자기파 방출을 통해 냉각이 가능한 색채
복사냉각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기기나 탈것, 건물 등등에 적용되어 냉각에 사용되는 에
너지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A. P. Raman et al., "Passive radiative cooling below ambient air temperature under direct sunlight", Nature 515,
540-544, 2014.
[2] W. Li et al., "Photonic thermal management of coloured objects", Nat. commun. 9, 4240, 2018.
[3] W. H. Bragg et al., "The Reflexion of X-rays by Crystals", Proc. R. Soc. Lond. A 88, 428-438, 1913.

그림 1.

실리콘 웨이퍼 기판위에 자기조립된 오팔의 브래그 반사 색.
(a) 실리콘 기판과 기판위의 빨강, 녹색, 파랑 오팔의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b) 파랑 오팔의 단 면 OM 이미지. (c) 빨강,
녹색, 파랑 오팔의 적외선 영 역에서 흡수도/방사도. 하늘색
배경은 대기의 투과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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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광학에 있어 빛과 물질간의 서브 파장영역(subwavelength)에서 상호작용을 극대
화하기 위해 다양한 나노물질들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고 굴절률 유전 물질과 함께 메탈
을 이용한 플라즈모닉스 연구는 각각의 장점을 이용하여 많은 발전을 해왔다. 고 굴절 유
전물질은 높은 Q 인자값을 이용하는 한편 플라즈모닉스는 작은 모드 체적을 이용한 연구
들을 진행하여 왔으며 각각 이에 맞는 응용분야들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 두 물
질의 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고굴절률 유전
물질과 메탈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나노 구조체 합성을 통하여 이러한 광학적 특성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실제 합성적
으로 구현하고 이들의 광학적 특성인 높은 Q 인자와 낮은 모드 체적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분야(Directional scattering, Fano resonance, SERS) 등을 분석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Keywords: 나노 광학, 플라즈모닉스, 고굴절률, 하이브리드 나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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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오리가미 자기 조립을 이용한 광 결정의 디자인
Design of DNA Origami Superlattices for Photonic Crystals
박성훈 1, 이승우 1,2,3,4,*
1
KU-KIST Graduate School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South Korea
2
Department of Biomicrosystem 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South Korea
3
Department of Integrative Energy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South Korea
4
KU Photonics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South Korea
* seungwoo@korea.ac.kr

2000년대 초반, 자기 조립 광 결정(self-assembled photonic crystals은 기존 하향식
(top-down) 공정 방식 대비 넓은 면적에서 구조색 구현이 용이하여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형 콜로이드를 통해 제작된 광 결정은 오팔(opals), 역오팔(inverse opals)의 구
조로 제한되었고, 해당 구조는 각도 의존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단점은 DNA를
표지한 구형 콜로이드 입자간 조립을 통해 파이로클로르(pyrochlore) 구조 구현을 통해
서 해결되었으나, 파이로클로르 구조가 갖는 광학적 특성은 이론상 가장 넓은 3차원 광
밴드 갭(complete photonic bandgap)을 갖는 막대로 연결된 다이아몬드(rod-connected
diamond) 구조에 미치지 못한다.[1] 본 발표에서는 DNA라는 연성재료를 통한 나노구조
체의 디자인과 해당 빌딩 블록 간의 결정화 및 후처리 공정 제시를 통해, 가장 낮은 체
적률에서 가장 넓은 3차원 광 밴드 갭을 갖는 막대로 연결된 다이아몬드 구조의 구현 가
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1] A. van Blaaderen, “
Self-assembly route for photonic crystals with a bandgap in the visible
region", Nat. Mater. 6, 3 (2007).

그림 1. DNA 오리가미 빌딩 블록과 빌딩 블록 간의 결합을 통한 막대로 연결된 다이아몬드 격자
로의 디자인(상단)과 후 처리 공정을 통한 3 차원 광 밴드갭의 구현(하단)

F2B-III.01

정밀 추적/조준용 조명레이저 개발
Development of a illumination laser for tracking and aiming targets
이강인 1, 정예지 1, 정민완 1, 김태우 1, 이형민 1, 유준상 1, 김상인 1, 이용수 1, 조준용 2
1

㈜한화 종합연구소 레이저센터 레이저개발 2 팀, 2㈜한화 종합연구소 레이저센터

근적외선 발진하는 광섬유 레이저 광원은 그 파장 영역에 민감도가 높은 검출기를 이용하여,
혼탁한

대기환경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영상획득이

가능하여

그

군사적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적외선 발진 광섬유 레이저 설계에는 Er 첨가 또는 Er:Yb 같이
첨가한 이득광섬유가 적절하나, Er 첨가 광섬유의 경우 그 낮은 효율로 인해 고출력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Er:Yb 같이 첨가하여 제작한 광섬유를 이용하여
고출력 달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r:Yb 같이 첨가한 광섬유도 Er
첨가 광섬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달성만 쉬울 뿐, Yb의 높은 흡수와 넓은
방출단면적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레이저 다이오드 여기파장을 달리하며 Er:Yb 같이
첨가한 광섬유 레이저의 최적화 설계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체 제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적화

조건을

바탕으로

LD로

여기하는

Er:Yb

같이

첨가한

레이저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r:Yb 같이 첨가한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특성은 그림1 과 같았다. pump 1, 2, 3의 파장으로
Er:Yb 광섬유를 여기하였을 때, pump 3 파장 사용시 가장 높은 효율의 Er:Yb 레이저 출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다 자세히 보고하고자 한다.

그림 1. 레이저 기울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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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를 위한
시드빔 발생기 기술 연구
Seed-beam generator techniques for suppression of the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in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정성묵 1＊, 김기혁 1, 이성헌 1, 양환석 1, 이준수 2, 이광현 2
1

LIG 넥스원 레이저연구팀, 2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광섬유 레이저는 산업, 의료,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kW 급 고출력 광섬
유 레이저 개발을 위해 이터븀(Yb) 첨가 광섬유를 이용한 레이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레이저 출력 증대를 위해 Spectral beam combining(SBC) 및 Coherent beam combining
(CBC) 등의 빔 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대역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섬유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일어나는 유도 브릴루앙 산란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에 기인된 역반사 출력이 발생하여 레이저 출력 증대에 한
계가 발생한다. 이에 유도 브릴루앙 산란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신호광의 선폭 증대 및 PRBS(pseudo-random binary sequence) 위상변조 기술, 광섬유
온도구배, 역방향 펌핑 기술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BS 위상변조 기반의 5 GHz 협대역 선
폭을 갖는 시드빔 발생기를 이용한 광섬유 레이저를 제작하였으며, 시드빔 발생기의 PRBS 위상
변조 조건에 따른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드빔 발생기의 중심파장
안정성 개선에 따른 유도 브릴루앙 산란 억제 특성을 분석하였다.
[1] J. Lee, et al, “2.05 kW all-fiber high-beam-quality fiber amplifier with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uppression incorporating a narrow-linewidth fiber-Bragg-gratingstabilized laser diode seed source,”Appl. Opt., vol. 58, pp. 6251-6256, 2019.

그림 1. PRBS n 조건별 SBS 역반사 특성

그림 2. 중심파장 안정도에 따른 SBS 역반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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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2AlN 기반의 포화흡수체를 이용한 수동형 모드 잠금 레이저에 관한 연구
A passively mode-locked fiber laser using a Ti2AlN-based
saturable absorber
권서영*, 이진호,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레이저 및 광 반도체 연구실

초단펄스 레이저는 미세가공, 분광학, 광학 이미징 등의 산업 현장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섬유 레이저는 주위 환경에 대한 안정성, 높은 빔 품질, 광학 부품들의 자유공간
정렬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1] 초단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 중 모
드 잠금 레이저는 높은 반복률과 짧은 펄스 폭으로 인하여 미세공정 및 마킹 등의 산업에 지속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드 잠금 레이저의 구현 방법 중 포화흡수체를 제조하여 만드는 수
동형 모드 잠금은 반도체 포화 흡수 거울 (SESAM) 및 다양한 물질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
는 MXene[2]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Xene 의 제조 원형 물질인
MAX phase 중 하나인 Ti2AlN 을 이용하여 포화흡수체를 제작하였고, 그를 통해 수동형 모드 잠
금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포화흡수체는 측면 연마 광섬유에 물질과 폴리비닐알코올의 혼합 용액을
도포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레이저는 중심 파장 ~1557 nm 에서 각각 14.8 MHz 의 반복률과
~4.6 ns 의 펄스 폭, ~1.1 nm 의 주파수 대역 폭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1] D. J. Richardson, et al, “High power fiber las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J. Opt. Soc. Am B., vol. 11, no. 27, B63-B92, 2010.
[2] Y. I. Jhon, et al, “Metalllic MXene saturable absorber for femtosecond mode-locked
lasers,” Adv. Mater., vol. 40, no. 29, 170249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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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븀이 도핑된 광섬유 레이저 캐비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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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력단에서의 오실로스코프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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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strain sensitivity of OFDR-based distributed fiber sensor
by using an etched silica optical fiber
Khurram Naeem, Changwon Lee, Kadathala Linganna, Bok Hyeon Kim*
Advanced Photonics Research Institute (APRI), GIST, Korea
*

bhkim@gist.ac.kr

Distributed monitoring of strain is important for various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We investigated effect of sensor fiber diameter on the strain
measurement characteristics in the distributed fiber optic sensor system based on the 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OFDR). We employed an etched silica optical fiber as a
sensor fiber in the distributed fiber sensor system. The sensor fiber was made by etching the
cladding region of a conventional single-mode silica optical fiber (Corning, SMF28). We used
50 % hydrofluoric acid for the etching process and the fiber diameter could be controlled by
the etching time. In the experiment with an etched fiber with the diameter of 60 μm and the
etched length of 15 cm, the strain sensitivity of the fiber sensor was recorded to be 0.22
GHz/με. The strain measurement range was 0 ̶ 2200 µε, and the sensor fiber was located at
~1330 cm from the start end of the sensor region. The strain measurement resolution of the
fiber sensor was obtained to be 9 με at the sensing spatial resolution of 5 cm. As a reference,
we also investigated the strain sensitivity of the OFDR sensor system by using the
conventional SMF without etching as a sensor fiber. The strain sensitivity of the conventional
SMF without etching was measured to be 0.15 GHz/με, and this was in good accordance with
the previously reported value [1]. Thus, this results indicate that decreasing the fiber
diameter can be a simple way to improve the strain sensitivity of the sensor system.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rain Pool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0H1D3A2A02111027) and by
GIST Research Institute(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21.
[1] J. Song et al., IEEE Photon. J., vol. 6, no. 3, pp. 6801408, J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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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strain sensitivities of the
OFDR-based distributed fiber sensors using the
etched silica fiber and the conventional SMF
without etching as sensing fib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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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측정을 통한 양자 체셔 고양이 효과 관찰
Observing the quantum Cheshire cat effect with noninvasive
measurement
조영욱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어떤 물리적 성질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자역학계에서는 그러한 비직관적인 효과가 관찰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양자
체셔 고양이 (quantum Cheshire cat) 고양이라고 부른다 [1]. 양자 체셔 고양이 효과를 논리적
비약 없이 관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앙상블에 비 침습적 (noninvasive) 양자측정을 이용해야 한
다. 양자 체셔 고양이 효과는 실험적으로 단일 중성자 입자에 대해 관찰된 것이 보고 된 바 있으
나, 엄밀한 의미에서 비 침습적인 약한 양자측정을 통해 관찰되지는 않았다 [2]. 본 발표에서는
단일광자의 편광 성질이 단일 광자의 위치와 분리 되는 양자 체셔 고양이 효과를 비 침습적 양자
측정을 통해 관찰한 것을 보고한다 [3].

그림 1. 양자 체셔 고양이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장치

[1] Y. Aharonov et al, “Quantum Cheshire cats,” New J. Phys. 15, 113015 (2013)
[2] T. Denkmayr et al. “Observation of a quantum Cheshire cat in a matter-wave
interferometer experiment,” Nat. Commun. 5, 4492 (2014)
[3] Y. Kim et al, “Observing the quantum Cheshire cat effect with noninvasive weak
measurement,” npj Quantum Information, 7,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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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키분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장치
Enhancing network security using quantum key distribution
이은주, 손일권, 심규석, 김용환, 배광일, 이원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구망센터

기존의 양자키분배 장치는 물리계층의 통신 보안을 강화하는 데에 주로 이용해 왔으나, 네트
워크 계층에서 이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또한 수학적 복잡도에 기초한 고전적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추후 개발될 고성능 컴퓨터나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계층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IPSec 프로토콜의 키 교환 단계에서 사용하는
고전 알고리즘 기반 암호키 생성과 분배 과정에 양자키분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과학기술연구망(KREONET)과 같은 성형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plug &
play 방식의 양자키분배 장치를 제작하고, 기존의 IPSec 장치와 실제로 연동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1] Marksteiner, Stefan & Maurhart, Oliver, A Protocol for Synchronizing Quantum-Derived
Keys in IPsec and its Implementation. 10.13140/RG.2.1.4756.4001 (2015).

그림 1.
성도

양자키 기반 IPSec 장치 시스템 구

그림 2. QKD + IPSec 연동 시스템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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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플로케 시스템에서의 대칭성 붕괴
Symmetry breaking in photonic Floquet systems
박자강, 조혁준, 이경민, 이서주, 이강희, 민범기*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광학/전자기학 분야에서 매질의 시간 주기적 변조 연구는 1950 년대 후반 파라메트릭 증폭 소
자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나, 높은 주파수 변조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시간 주기적 매질에 대
한 연구는 1960 년대 후반 이후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2010 년대 초반부터 P. Halevi 와 C.
Caloz 등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간 주기적 구조에 대한 유효 매질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빠른 발전이 예측되고 있다. 응집 물리, 원자 물리의 이론/실험적
인 측면에서도 양자역학적인 열린계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시간 주기적으로 구동되는 플
로케 시스템이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GHz 대역에서 광학 플로케 매질을 실험적
으로 모사하고, 그의 유효 밴드 구조의 계산 결과를 분산 관계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플로케 매질에서 관측되는 반 패러티-시간 대칭 (Anti-parity-time symmetry)과 불
연속 시간 이동 대칭 (Discrete time translational symmetry)의 붕괴 현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림 1. 플로케 유효 밴드의 형성 및 구조

W2G-IV.02

Balancing between transmission and full-phase change of low-index metasurfaces
in the visible
Yeonsang Park*
Department of Phys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ielectric metasurfaces are made of nanopost arrays and their properties depend on the material, height,
radius, and period of nanopost arrays. Generally, as the refractive index of nanopost material gets higher, the
thickness of the nanopost to achieve the full-phase control with 2π of interacted light gets lower. TiO2 has been
the most used material in the visible range since the first emergence of dielectric metasurfaces. However, the
thickness of TiO2 should be at least about 600 nm to change full-phase change of interacted light because the
refractive index of TiO2 is about 2.3 in visible range.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used Damasecene
technique,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mass-product, to fabricating nanoposts with high aspect ratio [1]. In this
presentation, I suggest the hybrid nanopost made of TiO2 and low-thick Si for balancing between the efficiency
of dielectric metasurfaces with low-index material and the fabrication difficulty.
[1] Robert C. Devlin, et al, “Broadband high-efficiency dielectric metasurfaces for the visible spectrum” PANS,
vol. l13, no. 38, pp. 10473-10478, 20

Figure 2. Schematics of hybrid nanopost

Figure 1. Simulated transmission and phase difference
of hybrid nanopost with 500 nm thickness.

F2G-IV.03

ZnS 유전체 메타표면 기반의 반사형 컬러필터
Reflective color filter based on ZnS dielectric metasurface
김용한*, 권민석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메타표면은 파장보다 작은 나노구조물로 이루어진 표면이다. 메타표면은 빛의 위상, 편광,
그리고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어, 메타표면 기반의 렌즈 개발이나 메타표면을 활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메타표면으로 구조색상을 구
현하는 컬러필터가 연구되었다[1],[2]. 메타표면 기반의 컬러필터는 메타표면의 패턴의 물질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유전체 기반의 메타표면은 금속 기반의 메타표면과 비교하였을 때, 금속으
로 인한 손실이 없어, 메타표면을 컬러필터로 구현하였을 때, 높은 반사율 또는 투과율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에서 투명한 물질이며, 태양전지에서 버퍼층으로 활용되는 물질
중 하나인 ZnS을 활용하여 유전체 메타표면 기반의 반사형 컬러필터를 설계, 제작 및 측정하였다.
메타표면은 fused silica 기판 위에 형성된 ZnS 정사각형 격자구조이다. 정사각형 격자구조
의 주기는 300 nm부터 500 nm 사이의 값으로 설계되었고, 정사각형 구조의 변의 길이는 각 주
기보다 100 nm 작게 설계되었다. ZnS의 두께는 100 nm로 제작되었고, 정사각형 구조 사이의
ZnS를 완전히 제거하여 격자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였다. ZnS 유전체 메타표면의 제작은 다음
과 같다. 우선, fused silica 기판 위에 RF sputter를 이용하여 100 nm 두께의 ZnS 층을 증착하고,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전자빔 레지스트의 패턴을 형성한다. 그 다음으로, CF4/Cl2/Ar 혼
합 가스를 이용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반응성 이온 식각장치(inductively-coupled plasma reactive
ion etcher, ICP-RIE)를 이용하여, ZnS를 100 nm 깊이로 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ZnS를 식각하
고 남은 잔여 전자빔 레지스트를 전용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제작된 ZnS 유전체 메타표면의 컬러필터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자외선-가시광선 현미경
분광기를 이용하여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은 정사각형 격자의 주기가 300 nm인 ZnS 유전
체 메타표면의 자외선-가시광선 현미경 분광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반사 스펙트럼과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
로 측정된 스펙트럼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된 스펙트럼에서는 446
nm와 452 nm의 파장에서 반사도의 피크가 존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440 nm와 449 nm
의 파장에서 반사도의 피크가 존재한다. 반사도의 최대값은 측정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대략
2%정도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타표면의 산란에서 발생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진 특성은 앞서 언급한 FDT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뮬

레이션 상에서 계산된 각 피크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440 nm의 파장에서
보여지는 공진 특성은 전기 쌍극자 공진(electric dipole resonance)로 해석 할 수 있고, 449 nm
의 파장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자기 쌍극자 공진(magnetic dipole resonance)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진 특성을 보이는 메타표면의 주기를 변화시켜, 가시광선대역의 색깔을 표현 할 수
있는 컬러필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는 ZnS 유전체 메타표면으로 다섯 글자를 표현
한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메타표면의 주기를 300 nm부터 500 nm까지 50 nm 간격으로 변
화시키며 다섯 글자를 표현하였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글자의 색이 청색
에서 적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ZnS 유전체 메타표면 기반의 반사형 컬러필터를 설계, 제작 및 분석하였다.
전기 및 자기 쌍극자 공진으로 발생되는 공진 특성을 활용하여, 메타표면의 주기가 300 nm에서
500 nm로 변함에 따라, 청색부터 적색까지 표현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학회 발표에서는, 더욱
자세한 ZnS 공정 방법과, 메타표면의 주기 및 단위 정사각형의 크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측
정된 반사 스펙트럼으로 계산된 CIE 색좌표 등을 발표하도록 한다.
[1] S. Sun et al., “All-dielectric full-color printing with TiO2 metasurfaces,” ACS Nano, vol.
11, no. 5, pp. 4445-4452, 2017.
[2] Y. Lee et al., “Electrical broad tuning of plasmonic color filter employing an asymmetriclattice nanohole array of metasurface controlled by polarization rotator,” ACS Photonics, vol.
4, no. 8, pp. 1954-1966, 2017.

그림 1. 주기가 300 nm인 ZnS 유전체 메타표

그림 2. 주기가 서로 다른 ZnS 유전체

면의 반사 스펙트럼.

메타표면으로 표현한 글자의 광학 현미
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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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DPSK 광전송 시 차원 간 간섭 제어를 위한 GCS 기법 연구
Multi-dimensional GCS in QAM-DPSK Optical Transmission to Mitigate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박진우*, 하인호, 최재영, 이정문, 현영진,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매년 유선 및 무선망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로써 광
액세스망의 지능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광 액세스 망은 광 변조기의
물리적 성능 한계와 다중화 시의 비팅 간섭 잡음 등에 의해 전송 용량 증대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광 세기와 광 위상, 편광 상태 등을 각 차원으로써
이용하는 다차원 광전송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차원 광전송 기술은 기존 소자들을
이용하여 파장 효율을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직접 검출의 특성상 광 세기에 의해 다른
차원 변조 신호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차원 간 간섭은 다차원 광전송의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 직접 검출 기반의 QAM-DPSK 연구에서 MZM 을 이용해 QAM 신호를
만들 때 Modulation index 가 1 에 가까워질수록 DPSK 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이는 광 세기 축에 실린 QAM 신호의 스윙 폭에 따라 비팅되어 나오는 광 세기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직접 검출 기반의 다차원 광신호 수신 시 위상 등 다른 차원
신호 검출에 큰 영향을 미쳐 레벨 확장을 통한 주파수 효율 증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광 세기에 의한 차원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Sqaure-QAM 기반의
Constellation 대신 심볼 밀도를 높인 Hexagonal QAM 을 도입한 Geometric Constellation
Shaping 기법을 통해 축 간 간섭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 H. J. Park, I. H. Ha, S. -M. Kang, W. -H. Shin and S. -K. Han, "3D QAM-DPSK Optical
Transmission Employing a Single Mach–Zehnder Modulator and Optical Direct Detection," i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38, no. 22, pp. 6247-6256, 15 Nov.15, 2020, doi:
10.1109/JLT.2020.301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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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MZM 을 이용한 광 세기 편광 다중변조기법
Optical Intensity-Polarization Multi Modulation in Single MZM
현영진*, 최재영, 이정문, 박진우, 한상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FSO 환경에서의 광통신은 유연한 운용을 위해 낮은 시스템 복잡도가 요구되고, 변조기법으로는
간단하게 구현가능한 OOK(On-Off-Keying) 방식이 선호되어왔다. 그러나 전송용량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주파수 효율이 좋은 변조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전송용량을 늘리는 간단한방
법으로 MPAM(M-Pulse-Amplitude Modulation)방식이 있으나, 이 방식으로 주파수 효율을 늘리
는 것은 새로운 축을 이용하는 다차원 방식에 비해 성능효율이 좋지 않다. 그에 따라 세기변조에
더해 주파수효율을 늘리기 위해 편광, 위상, 파장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변조기법들이 연구되어 왔
다. 그 중에서도 편광성분은 대기난류가 야기하는 Scintillation 에 의한 성능열화를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

그러나 기존까지의 방법으로는 세기와 편광성분을 동시 변조하기 위해서 변조기

가 적어도 두개가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LiNbO3 기반 MZM 의 복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하나
의 변조기로 두개 편광의 세기를 동시 변조하는 변조기법을 제안하고, 기존 MPAM 과의 성능차이
를 시뮬레이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 X. Zhao, Y. Yao, Y. Sun and C. Liu, "Circle Polarization Shift Keying With Direct Detection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in IEEE/OSA Journal of Optical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vol. 1, no. 4, pp. 307-312, September 2009, doi: 10.1364/JOCN.1.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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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기법에 따른 수중 무선 광통신의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Underwater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Depending on Modulation Techniques
정가빈, 김성만*
경성대학교 전자공학과
*

sungman@ks.ac.kr

I. 서론 및 배경
최근 해양관련 응용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중 무선통신에 대한 연구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중에서 대용량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수중 무선 광통신이 하나의 방
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무선 광통신에서 변조기법에 따른 통신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수중 무선 광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변조기법을 찾기 위해 각 변
조기법의 BER 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결과
[그림 1]은 수중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송신부는 405nm Blue LED
로 가정했고, 수신부는 Si APD 로 가정했다. 성능을 비교한 변조기법은 OOK, BPSK, QPSK, 4PAM, 4-QAM, 8-QAM 으로 총 6 가지이다. 각 변조기법에 따라 수신되는 data rate 을 같게 하기
위해 Si APD 의 최대 수신 대역폭 값을 조절하였다.
우선 수중 감쇄계수에 따른 수신 전력을 구해서 수신된 평균 광 전류를 구하고, APD 의 최대
수신 대역폭에 따른 잡음 전류를 구해서 SNR 값을 구하였다[1,2]. 그런 다음 SNR 값을 이용해
각 변조 기법의 BER 을 구하였다[1,3]. [그림 2]는 송신 전력이 10dBm 일 때, 맑은 물에서 변조
기법에 따른 BER 결과를 통신 거리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중 무선 광통신에 변조 기법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4-QAM 과 8-QAM 이 가장 좋은 성능
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QPSK, 세 번째로는 BPSK, 네 번째로는 OOK, 마지막으로 4-PAM 순
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1] Mahin Akter, et al., “Performance Evaluation of Various Modulation Techniques for
Underwater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Innovations i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p. 95-101 (2020)
[2] Govind P.Agrawal, “Fiber-Optic Communication Systems 3rd Edition”, Wiley-Interscience,
pp. 160 (2002)
[3] Taissir Y.Elganimi, “Studying the BER Performance, Power- and Bandwidth- Efficiency
for FSO Communication Systems under Various Modulation Schemes”, 2013 IEEE Jordan
Conference on Applied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ing Technologies (AEECT), pp.1-6
(2013)

[그림 1] 수중 무선 광통신 시스템 Block Diagram

[그림 2] 송신전력이 10dBm 일 때, pure water 에서 변조기법에 따른 BER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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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안테나 기반 V2V-D2D 수신기 채널 분석
Optical antenna design for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system
홍성민* 안지혜 박연제 전현채
인천대학교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 차량에 장착된 각종 영상 센서나 레이더
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간 사고를 예방 가능하게 하는 Vehicle-to-Vehicle (V2V) 기술이 주목받고 있
다. 특히, Device-to-Device (D2D)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제한된 스펙트럼 밴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1].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차량 간 메시지, 사각지대 위험정보, 실시간 영
상 등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Radio-frequency (RF)기반 D2D 통신은 셀룰러 링크와
D2D 링크 사이의 자원 배분 문제와 D2D 링크들 간 간섭문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광 통신 채널을 사용하
는 V2V-D2D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반투명 형광 광학 안테나를 차량 번호판에 결합시킨, 광 시야각
수신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형광 광학 안테나는 수신 시야각과 수신 면적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최적화
시켜줄 수 있는 광 소자로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4]. 본 연구를 통해 무선 통신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통신채널 간 간섭, 통신시간의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V2V-D2D의 구현 가
능성을 확인한다.

먼저, 제안된 광 수신기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림1-(a)는 차량 번호판과 결합가능한 광학 안테나와
Avalanche photo-detector (APD) 수신기로 구성된 수신기이며, 그림1-(b)는 입사된 빛의 위치와 크기
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1-(c)는 Gaussian-fitting을 통한 분산도를 분석한 그래프이
다. 이는 직경이 커질수록 입사광의 위치에 따른 수신신호의 세기 변화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입
사광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수신신호의 세기 분석을 통해, 실제적 변수들에 의한 광학 안테나의 채널을
분석한다. 제안된 차량번호판 결합형 반투명 형광 광학 안테나의 넓은 수신 면적은 이렇듯 V2V-D2D 광
링크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주변 광원의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환경들을 분석하여 광 잡음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기법도 함께 제안한다.

[1] Ansari, R.I.; Chrysostomou, C.; Hassan, S.A.; Guizani, M.; Mumtaz, S.; Rodriguez, J.;
Rodrigues, J.J.P.C., “5G D2D Networks: Techniques,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IEEE
Syst. J. 2018, 12, 3970–3984.
[2] G. Sun, G. O. Boateng, D. Ayepah-Mensah, G. Liu and J. Wei, "Autonomous Resource Slicing
for Virtualized Vehicular Networks With D2D Communications Based on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IEEE Systems Journal, vol. 14, no. 4, pp. 4694-4705, Dec. 2020.

[3] S. Collins, "Smart Phones:an example application for fluorescent concentrators," 2019
Global LIFI Congress (GLC), 2019, pp. 1-4, doi: 10.1109/GLC.2019.8864134.
[4] A. Riaz and S. Collins, "A Slab Fluorescent Concentrator f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2019 2nd IEE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OMMunications Conference (MENACOMM), 2019,
pp. 1-4, doi: 10.1109/MENACOMM46666.2019.8988526.

(a)

(b)

(c)

그림 1. (a) 광학 안테나와 APD 수신기 디자인, (b) 빛의 위치와 크기에 따른 신호 세기와 Gaussian
fitting 그래프, (c) 빛의 크기와 수신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분산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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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웨이브 포토닉 필터를 이용한 1Gbps PRBS 신호 전송
Transmitting 1Gbps PRBS signal using Microwave Photonic Filter
최현종 1,2, 송민제 1, 김성일 1, 안준태 1, 심재식 1, 정성욱 2, 남승구 2, 송민협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2

신호를 송수신할 때 필터를 사용하여 외부 잡음을 억제하는 작업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마이
크로웨이브 포토닉 필터(이하 MWPF)는 단일 또는 다수 밴드의 주파수 튜닝과 대역폭 프로그래
밍 가능성, 그리고 EMI 에 대한 면역 등의 방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광통신 산업에서 RF 필
터 대체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강도 및 위상 변조 기반의 광빗살(OFCs,
Optical frequency combs)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5.5GHz 중심주파수, 1.4GHz 대역폭의
MWPF 를 제작했다. MWPF 는 OFCs 와 Pulse shaper 포함한 4 개층의 모듈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모듈의 크기는

이다. MWPF 를 통과한 신호의 퀄리티 확인을 위한 신호 전달 실험은

안테나를 통한 무선 환경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의 길이를 가지는 PRBS 1Gbps 신호를 전송

하였다. 실험 결과 500m LoS 환경에서 1Gbps PRBS 신호 전송 시 수신단에서 Error Free 라는
BER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bps 급 데이터의 암호화 RF 전송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포토닉 파형 조형 모듈
기술 개발(19DB1200), 멀티밴드 신호전송을 위한 다중 광채널 발생/조형 기술 개발(2019-000008, 21HB280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1] A. G. Correa-Mena, I. E. Zaldívar-Huerta, J. H. Abril-García, A. García-Juárez and L. A.
García-Delgado, "Transmission of a wireless signal by using a microwave photonic filter
through an optical link," 2016 IEEE Ecuador Technical Chapters Meeting (ETCM), 2016, pp.
1-3, doi: 10.1109/ETCM.2016.7750837.

그림 1. 마이크로웨이브 포토닉 필터 구조

그림 2. 마이크로웨이브 포토닉 필터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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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편광 양측파대를 이용한 편광 독립 브릴루앙 광 상관 영역 분석법
Polarization-independent Brillouin Optical Correlation Domain Analysis
using orthogonally polarized two sidebands
윤재형*, 송광용
중앙대학교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내부에서 일어나는 산란 신호를 통해 물리량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로, 넓은 범위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 브릴루앙 센서는 브릴루앙 산
란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파수 천이로부터 온도와 인장력과 같은 물리량을 측정한다. 분석법 방식
을 사용하는 브릴루앙 센서 시스템은 펌프광과 프로브광을 측정용 광섬유에 입사해 유도 브릴루
앙 산란을 야기한다. 유도 브릴루앙 산란의 결과로 프로브가 얻는 이득은 두 빛이 어떤 편광으로
만나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측정용 광섬유는 진행하는 빛의 편광을 유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펌프와 프로브광은
항상 같은 편광 상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편광변화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편광
조합으로 측정한 신호의 평균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며, 브릴루앙 광 상관 영역 분석법(BOCDA)의
경우 편광 스위치를 이용해 프로브의 편광을 수직하게 바꿔가며 2 회 측정하여 각 편광에 따른
BGS 를 얻고 그 평균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2]. 이러한 측정 방식은 한 지점의 측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2 회의 측정이 필요하므로 시스템의 측정속도를 저해한다.
본 연구는 수직한 편광의 양측파대 프로브 광을 이용해 편광 평균 없이도 편광에 영향을 받
지 않는 단일 모드 광섬유 기반의 BOCDA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1. 실험 구성도. LD: laser diode; SSBM: single side band modulator; PM: phase modulator; SL: slave
laser diode; PD: photodiode; LIA: lock-in amplifier; DAQ: data acquisition

그림 1 은 실험 구성도이다. 일반적인 브릴루앙 센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단조 측파 변
조기의 출력 스펙트럼 상에서 anti-Stokes 성분이 Stokes 성분과 같은 세기를 가지도록 바이어
스 전압을 인가한다. 각 성분들은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를 이용해 파장
분할되고, 서로 다른 SL(slave LD)에 입사되어 주입 잠금 된다. 두 LD 의 출력을 광섬유 편광 결
합기로 합치면 두 측파는 직교하는 편광을 가지게 된다. 각 프로브는 공통의 펌프광과 만나 유도
브릴루앙 산란을 일으키며, 각각 브릴루앙 이득(Stokes 성분)과 손실(anti-Stokes 성분)을 겪는다.
FBG 를 이용해 프로브 광을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고, SSBM 에 인가하는 RF 를 변화시키면서 프
로브 광의 세기를 측정하면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Brillouin gain spectrum; BGS)과 브릴루앙
손실 스펙트럼(Brillouin loss spectrum; BLS)을 얻을 수 있다. BGS 와 BLS 를 서로 수직한 편광
의 프로브 광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두 스펙트럼의 차이는 종래의 BOCDA 에서 편광 스위치를
이용해 프로브의 편광을 수직하게 바꿔가며 얻은 두 BGS 의 합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림 2 는 수직한 두 프로브 광 중에 한 편광의 프로브만 사용할 경우의 신호 크기를 비교하
여 보여준다. 그림 2(a)는 BGS 또는 BLS 신호의 전체 세기의 합을 위치에 따라 보여주며 그림(b)
와 (c)는 테스트 광섬유의 A(220cm), B(280cm)지점에서 측정되는 BGS 와 BLS 를 보여준다.
BGS 와 BLS 의 신호 크기의 합이 위치에 따라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직 편광의 양측파대 프로브광을 사용할 경우 편광효과에 의한 브릴루앙 이득의 변동을 억
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a)위치에 따른 BGS 의 세기 합 (b) A 지점의 BGS (c) B 지점의 BGS
[1] P. Lu, N. Lalam, M. Badar, B. Liu, B. T. Chorpening, M. P. Buric, and P. R. Ohodnicki,
“Distributed optical fiber sensing: Review and perspective,” Appl. Phys. Rev. vol 6, no. 4,
041302, 2019.
[2] K. Hotate, “Brillouin optical correlation-domain technologies based on synthesis of
optical coherence function as fiber optic nerve systems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ppl.

Sci., vol. 9, no. 1, pp. 18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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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이 인가된 다중모드 광섬유 기반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굽힘 측정 센서에 관한 연구
Optical fiber bending sensor using long-period fiber gratings
written on multi-mode fiber with applied torsion
한진실 1, 김지훈 2, 최성욱 1, 이용욱 1,2
1

부경대학교 4 차산업융합바이오닉스공학과
2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장주기 광섬유 격자 (long-period fiber gratings) 를 활용하는 광섬유 센서는 다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매개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3]. 전자기 간섭에 대한 내성, 다중화 기능, 빠른 응답, 소형, 경량 및 휴대성
등의 장점을 지닌 장주기 격자 기반 센서는 변형률 (strain), 굽힘 (bending), 온도, 비틀림
(torsion), 굴절률 (refractive index) 및 수위 (liquid level) 와 같은 변수들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
다. 본 연구에서는 CO2 레이저 펄스 (laser pulses) 로 160°의 비틀림이 인가된 다중모드 광섬유
(multi-mode fiber) 에 장주기 격자를 새김으로써 굽힘을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 센서부 (sensor
head) 를 제안한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1460~1600 nm 의 파장대역에서 관찰되는 두 공
진 골 (resonance dip) 을 센서 표지자 (indicator) 로 지정하였으며 각각 DA 및 DB 로 명명하였
다. 상온에서 수행된 굽힘 응답 측정에서 0.44~1.82 m-1 범위의 곡률 (curvature) 이 인가됨에 따
라 DA 는 1557.78 nm 에서 1542.5 nm 으로, DB 는 1579.36 nm 에서 1558.18 nm 로의 파장 이
동 (wavelength shift) 이 관찰되었으며, 또한 두 공진 골에서 각각 ~0.977, ~0.993 의 우수한 선
형성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격자 기반 센서부 스펙트럼의 공진 파장 (resonance
wavelength) 은 외부 조건 (굽힘)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본 실험에서 제작된 센서부의 공진 골
(DA, DB) 에 대하여 각기 다른 민감도의 값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제작된 센서부는 굽힘에 민감한 특성을 지님으로써 대규모 산업 시설 및 스마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진단 및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2020 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P0012451, 2020 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1] X. Jin et al., “High strain sensitivity temperature sensor based on a secondary modulated

tapered long period fiber grating,” IEEE Photonics J., vol. 11, no. 1, pp. 1-8, 2019.
[2] J. Zhang et al., “Two-axis bending vector sensor based on a long-period fiber grating
cascading with a hump-shaped taper,” Meas. Sci. Technol., vol. 29, no. 9, p. 095107, 2018.
[3] V. Budinski and D. Donlagic, “Fiber-Optic Sensors for Measurements of Torsion, Twist
and Rotation: A Review,” Sensors (Basel), vol. 17, no. 3, pp. 1-29, 2017.

그림 1.
제작된 센서부의 투과 스펙트럼
(Transmission spectrum)

그림 2.
0.44-1.82 m-1 의 곡률 범위에서
측정된 스펙트럼 변화 (spectral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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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ene 과 결합된 microfiber 간섭계를 이용한 all-fiber 위상 변조기
All-fiber phase shifter using microfiber interferometer combined with
Mxene
김태윤*, 정준하, 임근원, 이주한

광섬유를 이용한 위상 변조기는 광섬유 센서, 광 스위치, 광 신호 처리 등 여러 형태의 광소
자로 응용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tapering 광섬유 구조와 나노 물질(nano material)의 광열
(photothermal) 효과를 이용하여 all-fiber 기반의 광 위상 변조기를 구현하였다. 컨드롤 다이오드
(control diode)는 나노 물질의 광열효과를 생성하는데 쓰인다. 이 광열효과로 인해서 tapered
fiber 구조 주변의 굴절률 (refractive index)이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 때문에 스펙트럼
(spectrum)의 위상 변화 (phase shift)가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apering 을 이용한 microfiber 을 제작하였다. 이 때 microfiber 의 지름은 약
5μm 이고 길이는 약 3 mm 이다. 이 광섬유 구조를 Mxene 물질이 들어가 있는 지름이 1mm 인
유리관에 넣은 후에 밀봉하였다. 그림 2.에 나와있는 것처럼 컨트롤 다이오드의 파워를 0 부터 20
mW 까지 올렸을 때 파장변화는 약 0.48 nm 변화하였다. 이 파장변화는 선형적 (linear)인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 때의 변화 효율은 약 0.024 nm/mW 이다.

Mxene particles

OSA

1550nm LD

Transmission (dB)

-36
-38
-40
-42
-44

1060nm SLD

WDM

1060

0 mW
5 mW
10 mW
15 mW
20 mW

1062

본

1064

1066

1068

1070

Wavelength (nm)

Microfiber

그림 1. 본 연구에서 구현한 Mxene 을 이용
한 all-fiber 기반의 파장 변환기.

Phase
Shifting

그림 2. 컨트롤 다이오드에 따른 출력 스펙
트럼의 파장변화.

연구는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R1A2C1004988).

[1] X. Yang, et all, “Microfiber interferometer integrated with AU nanorods for an all-fiber
phase shifter and switch,”Opt. Lett., vol. 44, no. 5, pp. 1092-1095.
[2] R. Chu, et all, “Graphene decorated twin-core fiber Michelson interferometer for alloptical phase shifter and switch,”Opt. Lett., vol.45, no.1,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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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t 필터를 기반으로 한 Strain 센서에 관한 연구
A strain sensitive sensor based on all-fiber Lyot filter
임근원, 김태윤, 정준하, 김지환,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레이저 및 광반도체 연구실

광섬유 센서 분야에서는 외부 변형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요구되면서,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시스템이 광섬유로 이루어진 센
서는 이동하기 용이한 크기와, 적은 비용, 가벼운 무게 등으로 기존의 센서 시스템에 비해 더 안
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편광

유지 광섬유를 이용한 strain 센서의 제작 및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이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 같이 두 개의 polarizer 사이에 45°로 splicing 된 PMF 를 배치하여 Lyot
filter 를 구성한다. Lyot filter 로 인해 특정 spectra 가 형성되고 비치한 stage 를 통해 PMF 에
strain 을 가해주어 PMF 의 길이와 복굴절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spectra 변화를 통해 strain 민
감도를 관찰했다.[1] 실험을 통해서 관찰된 strain 민감도는 0.01041nm/με 이다. 이러한 Lyot
filter 의 특성을 이용하여 strain 광섬유 센서를 제작했다.

본 연구는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R1A2C1004988).

[1] Z Yan, et al, “Broadband Tunable All-Fiber Polarization Interference Filter Based on
45° Tilted Fiber Gratings”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31, No. 1, 2013.

그림 1.

Lyot filter 기반 strain 센서 구성도

그림 2. Strain 에 따른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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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 격자 쌍과 처프 거울 쌍을 활용한 모드 잠금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의 펄스 압축
Pulse compression of Mode-locked Ytterbium-Doped fiber laser with
diffraction grating pair and chirped mirror
이상원 1*, 김지수 1, 권용순 1, 진진화 2, 전민용 1,2+
1.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myjeon@cnu.ac.kr)
2. 충남대학교 양자제어물성연구소

In this study, we report the results of pulse compression of optical pulses directly output from
a mode-locked Yb-doped fiber laser operating in a normal dispersion region using a pair of
diffraction gratings, a pair of third-order dispersion compensation diffraction gratings, and a
pair of chirped mirrors.

Yb-첨가 광섬유 레이저에서 군속도 분산 (group velocity dispersion: GVD)값이 정상 분산
(normal dispersion) 영역에서 구현하면 일반적으로 소산성 솔리톤 (dissipative soliton) 펄스로
발진한다

[1,2]

. 광섬유 공진기 내부에 정상 분산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 없을 경우 출력된 펄스는

많은 양의 첩 (positive chirp)을 갖게 되어 펄스 폭이 매우 넓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모
드 잠금 광섬유 레이저에서 첩을 보상해 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1,2]

. 광섬유 레이저에

서의 분산 보상은 공진기 내부에 회절 격자 쌍이나 프리즘 쌍을 넣어 분산을 보상해 줄 수도 있
지만 이 경우 공진기가 복잡해지고, 광 정렬이 어렵게 된다. 반면, 공진기 외부에 회절 격자 쌍이
나 프리즘 쌍을 이용하여 양의 첩을 보상하면 짧은 펄스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드 잠
금 Yb-첨가 광섬유 레이저에서 직접 출력된 소산성 솔리톤 펄스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압축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직접 출력된 광 펄스는 양의 첩으로 인하여 수 ps 의 넓은 펄스 폭을 갖는
다. 이 펄스를 압축하기 위하여 공진기 외부에 일반적인 회절 격자 쌍, 3 차 지연분산을 보상해 주
는 회절 격자 쌍, 처프 거울 쌍을 이용하였고, 이 방법들에 의한 펄스 압축 결과를 보고한다.

[1] A. Chong, J. Buckley, W. Renninger, and F. Wise, “All-normal-dispersion femtosecond fiber laser,” Opt.

Express Vol. 14, 10095– 10100 (2006)

[2] W. H. Renninger, A. Chong, F. W. Wise, “Pulse Shaping and Evolution in Normal-Dispersion ModeLocked Fiber Lasers,” IEEE J. Sel. Top. Quan. Electron. Vol. 18, 389– 39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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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당 50 Gbps PAM4 신호를 지원하는 12 채널 Tunable DBR-EAM
12 channel DBR-EAM supporting PAM4 signal of 50 Gbps/wavelength
권오기*, 이철욱, 김기수, 한영탁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무선원천연구본부

DBR-EAM (Distributed Bragg Reflector-Electro-Absorption Modulator)은 파장가변 광원
인 DBR-LD 와 광흡수 변조기인 EAM 이 단일집적된 형태로서, 주로 WDM 통신망에서 파장가변
변조광원으로 활용되며, 소형화, 저가격화, 높은 안정성,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상용개
발과 함께 채널수 확장, 변조속도 향상, 포맷 다양화를 통해 대용량 광원으로의 연구개발도 병행
되고 있다.
본 연구그룹에서 O-band 에서 약 15nm 의 파장가변과 20GHz 이상의 변조대역폭이 나타나
는 DBR-EAM 을 개발[1] 한바 있으며, 여기서는 파장당 50Gbps PAM4 (25Gsps) 광신호를 제공
하는 12 채널 동작 결과를 발표한다.
제작된 DBR-EAM LD 칩 (길이: 약 1.25mm)은 광출력 및 파장가변 제어와 고속변조 동작을
지원하는 신호선들이 부착된 마운트 위에 장착되어 평가되었고, 그림 1 은 제작된 DBR-EAM LD
칩 사진(상단), 12 파장의 변조광 스펙트럼(중간), 그림 2 의 채널별 50Gbps PAM4 광신호에 대한
outer ER (Extinction Ratio) 및 TDECQ (Transmitter and Dispersion Eye Closure Quaternary)
(하단)를 나타낸다.
DBR-LD 의 Gain 주입전류는 90mA, DBR 히터 전압은 ~2V 이내에서 발진광의 파장을 가변
시켰고, PRBS 215-1 25.78125 Gbaud PAM4 RF 신호에 대해 EAM 바이어스 전압은 -1.8~-1.5V
에서, 변조전압은 3Vpp 내에서 동작시켰다. 측정결과 O-band 대역의 약 8nm 범위에서 35dB 이
상의 SMSR (side mode suppression ratio)을 나타내는 12 채널 DSM(dynamic single mode) 광
신호를 얻었고, 각 채널별로 6dB 이상의 outer ER 과 3dB 이하의 TDECQ 가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0-00847, 5G+기지국 프런트홀 기술개발)

[1] O. K. Kwon, et al, “16 channel tunable and 25-Gbps EAM-integrated DBR-LD for WDMbased mobile front-haul networks,” Optics Express, vol. 29, no. 2, pp. 1805-1812, Jan. 2021.

그림 1. 제작 칩사진(상단), 채널파장 변조광
스펙트럼(중간), 채널별 ER/TDECQ (하단)

그림 2. 12 채널의 50Gbps PAM4 optical eye
pattern (fil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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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파장가변 동작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히터기반 DBR-LD
Microheater-based DBR-LD supporting wide tuning operation
이철욱*, 권오기, 김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융합부품연구실

DBR-LD(Distributed Bragg Reflector-Laser Diode)는 공진기 내에 Gain, PCS(phase
control section), DBR 영역이 집적된 형태로서, 주로 WDM 통신망에서 파장가변 변조광원으로
활용되며, 소형화, 저가격화, 높은 안정성,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상용개발과 함께 채
널수 확장, 변조속도 향상, 포맷 다양화를 통해 대용량 광원으로의 연구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본 연구그룹에서 DBR 영역내 전류주입을 통한 도파층 밴드갭 변화와 마이크로 히터를 통한
도파로 온도변화를 통해 브라그 조건을 변화시켜 1550nm 에서 약 26nm 의 파장가변을 동작시킨
[1]

바 있으며, 여기서는 마이크로 히터방식만을 사용해서 40nm 파장가변 동작 결과를 발표한다.
그림 1 은 DBR-LD 의 구성도(측면도)와 제작칩 사진 (정면도)를 나타낸다. 활성층-수동층 단

일집적을 위해 Butt-coupling 방식을 적용하였고, DBR 영역의 마이크로 히터에 의해 발생된 열
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thermal isolation 구조 (파장가변 효율 향상)를 적용하였다.
그림 2 는 제작된 칩의 Gain 전류-광출력 특성(좌)과 마이크로 히터 구동을 통한 파장가변
특성(우)을 나타내며, 광출력은 L-I 상에서 kink 없이 40mA 에서 5mW (45°C) 로 확인되고, 파
장가변은 1540-1580nm 로 약 40nm 의 범위가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2021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
덕)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DD-RD-0440, DWDM 망용 파장가변 TOSA 개발).

[1] O. K. Kwon et al, “Proposal of novel structure for wide wavelength tuning in DBR LD with
single grating mirror,” Optics Express, vol. 26, no. 22, pp.28704-28712, Oct. 2018.

그림 1. DBR-LD 의 구성도 (좌) 및 제작칩 사진 (우)

그림 2. DBR-LD L-I 특성 (좌) 및 파장가변 스펙트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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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폴리머 광도파로 방향성 커플러의 설계 및 제
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polymer waveguide directional couplers to
reduce the effect of fabrication errors
천권욱*, 이은수, 진진웅, 오민철
부산대학교 Photonic-IC Lab.

폴리머 광-IC 칩을 이용한 LIDAR, 광전류센서, optical switch 또는 VOA 와 같은 다양한 광학
센서 또는 광학 장치를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IC 칩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광
학 부품인 방향성 커플러(directional coupler)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광 분배 비 특성이 결정된다.
이론적인 요인으로는 광도파로를 구성하는 코어와 클래딩 물질의 굴절률, 커플링 길이, 그리고 커
플링 시킬 코어 사이의 간격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 추가되는 요인으로는 코어의 두께
와 너비의 공정 오차가 있다. 본 연구는 공정 오차에 둔감한 방향성 커플러의 EIM(Effective
index method)과 BPM(beam propagation method)을 이용한 설계, 그리고 실제로 제작한 폴리머
광도파로 방향성 커플러의 특성 측정 결과에 대한 것이다.

그림 1. 방향성 커플러의 모습과 input, output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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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M simulation 결과.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이 각각
1.4375 와 1.4300 인 채널 광도파로의 두께가 5 um 일 때, 너비에
따른 3 dB 방향성 커플러가 되는 optimum coupling length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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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작한 폴리머 광도파로 방향성 커플러의 코어 치수
(폭 x 두께)가 5.2 x 5.0 um2(왼쪽)일 때와 5.0 x 5.0 um2(오른쪽)
일 때 커플링 길이에 따른 방향성 커플러의 분배 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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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스케일 3D 프린팅을 활용한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형 필터 제작
Implementation of micro-optic Mach-Zender interferometric filter based on nano-scale 3D printing
이민호 1,2,*, 윤나래 1, 도한명 1, 이찬우 1, 정구인 1, 박재현 1, 황준호 1, 이종훈 1,✉, 송민제 3 송민협 4, 김현덕 1,3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1,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2,
경북대학교 IT 대학 전자공학부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나노 스케일 3D 프린팅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광경로 제어가 가능한 광학소자를 제작
하고 광섬유 콜리메이터의 시준화된 빔 경로에 정렬하여 파장에 주기적인 전달특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형 필터를 구현하였다. 초단펄스 레이저의 다광자 흡수현상을 기반
으로 동작하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광정렬이 용이하도록 공간상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단
형상의 광학소자를 폭(W) 20 ㎛, 두께(d) 30 ㎛ 와 폭(W) 30 ㎛, 두께(d) 30 ㎛ 으로 제작하였으
며 제작된 위상유도 광학소자를 빔직경이 500 ㎛ 인 광섬유 콜리메이터 사이에 정렬하고 광대역
광원(COMMPOLAR 7250B, Shanghai Yanhao Communication Technology)과 광스펙트럼분석기
(AQ6375, Yokogawa)를 이용하여 파장에 주기적인 전달특성을 측정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기술 기반의 제조방식에 비해 정밀도는 유지하면서 3 차원 형상의 위상유도 광학소자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었으며 위상경로차를 유도하는 두께에 의해 파장주기가 결정되고, 광섬유 콜리메어터
의 시준화된 빔 폭내에서 위상 경로차를 유도하는 스트라이프 개수 즉 설계된 폭에 의해 필터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N0000598), 광융
합(광학, 레이저)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P0008763)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멀티밴드 신호전송을
위한 다중 광채널 발생/조형 기술 개발(2019-0-0000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1] Y. Tachikawa, “Fabrication and Performance of 1.55 μ /m Transmission Glass-Echelon
Grating Filters.”, Optical Review, Vol.6, No.6, pp. 489-493, 1999.
[2] J.H. Lee, H.D. Kim, J.-W. Song, “Micro-Optic Mach-Zehnder interferometric filter
employing optical plate with periodic refractive index modulation.”, Electronics Letters, vol.42,
No.13, pp.773~774, June 2006

그림 1.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 구성

그림 2. 파장응답특성 (광학소자 W=20 ㎛, d=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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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 기반의 다중대역 광전송용 초광대역 고밀도 광빗살 필터

Ultrawide, dense optical comb filter employing micro-optic Mach-Zehnder
interferometer for multiband signal transmission
윤나래 1,*, 이민호 1, 2, 이찬우 1, 도우종 1, 권성민 1, 정구인 1, 황준호 1, 이종훈 1,✉, 송민협 4, 김현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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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초고속 멀티밴드 신호전송을 위한 초광대역 고밀도 광빗살(Optical comb)필터를 구현하
였다. 렌즈 소자와 입출력 광섬유로 구성된 이중 광섬유 콜리메이터(Dual fiber collimator)의 시준
화된 빔을 공간상으로 분할하고 위상 경로차를 유도하도록 평판 전면에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는 전
면거울(Front Mirror)을 형성, 동일 평판 후면에 후면거울(Rear Mirror)을 형성하고 이중 광섬유 콜
리메이터와 정렬하면 경로차에 대응하는 파장에 주기적인 응답 특성을 가진다. 즉 전면 거울을 통
해 반사된 빔과 전면거울이 없는 곳을 투과하여 평판을 지나 후면거울을 통해 반사되고 다시 평판
을 지나 반사된 빔이 출력 광섬유에 결합하면서 매질의 왕복경로(Round trip)와 굴절률에 비례하여
위상차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굴절률이 높은 두께 500 ㎛ 실리콘
기판(Intrinsic silicon wafer)에 알루미늄을 증착하여 미러를 제작하였으며 이중 광섬유 콜리메이터
와 정렬 후 광대역광원(COMMPOLAR 7250B, Shanghai Yanhao Communication Technology)과 광
스펙트럼분석기(AQ6375, Yokogawa)를 이용하여 응답특성을 측정하였다. 450nm 의 측정대역 전체
에서 광빗살 특성을 보이며 1400nm 대역에서 약 0.59nm 채널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N0000598)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멀티밴드 신호전송을 위한 다중 광채널 발생/조형 기술개발(2019-0-00008)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1] J.H. Lee, H.D. Kim, J.-W. Song, “Micro-Optic Mach-Zehnder interferometric filter
employing optical plate with periodic refractive index modulation.”, Electronics Letters, vol.42,
No.13, pp.773~774, June 2006

그림 1. 광빗살 필터 구성도

그림 2. 광빗살 필터의 파장응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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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학 효과를 이용한 듀얼 트렌치형 VOA
VOA of dual trench structure using thermo-optic effect
허재준 1, 정지원 1,2, 김리라 1,2, 조나리 2, 김완춘 2, 김수용 2, 김영식 2, 표진구 3, 김진봉 3
1

전남대학교 고분자광전자재료연구실, 2㈜PPI 광집적소자부, 3㈜PPI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VOA 는 주로 deMUX 소자 뒤에 위치하여 각 파장의 광 세기를 일률
적으로 조정하는 감쇠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PLC 의 상부 클래드 및 코어층까지 식각
공정을 거쳐 트렌치를 형성하고 폴리머 소재를 충진한 구조를 테스트하였다. 구조상 트렌치의 규
격은 소자 성능에 최적화하여 설계하였고 싱글, 듀얼 트렌치 형태로 각각 제작하여 성능을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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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싱글 트렌치(파랑), 듀얼 트렌치(빨강)의 굴절률 변화에 따른 광감쇠량 비교
(At 1550nm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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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laser-induced optical breakdown effects on different
color porcine skin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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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treatment has been widely studied due to an increased demand for treatment of pigmentary
disorders such as tattoos and freckles. Among various treatments, non-ablative laser skin treatment
attracts a great attention in the dermatology field because of non-invasiveness and fast recovery time.
Since pigmentary disease occurs in all the human race and region, research on the non-ablative laser
skin treatment with various skin types is required. The current study used a 1064 nm Nd:YAG
picosecond laser system in conjunction with micro-lens arrays (MLA) to evaluate laser induced optical
breakdown (LIOB) effects with different skin color types. Black and white porcine skin tissues were
used for laser experiments. Laser light was irradiated with MLA on the ex vivo skin tissue at 3.0 and
6.0 J/cm2. The tissue was relocated horizontally by 50 µm after every single laser irradiation, and the
total irradiation was 20 times. In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porcine skin tissue experiments,
picosecond laser irradiation generated laser induced vacuolization under the epidermis in both skin
colors. As the radiant exposure increased, more vacuoles were generated. However, the picosecond
pulses generated larger vacuoles in the white skin tissue. Moreover, the number of vacuoles decreased
in the white skin than black ones. In conclusion, the picosecond laser by using MLA afforded more
progressive interactions in bright skin color.
References
[1] Lee, H.C., Childs, J., Chung, H.J. et al., “Pattern analysis of 532- and 1,064-nm picosecond-domain laserinduced immediate tissue reactions in ex vivo pigmented micropig skin.”, Sci Rep 9, 2019.

Figure 1. Histological image of porcine skin tissue

Figure 2. Comparative analysis of laser

after picosecond laser irradiation

induced vacuo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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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photothermal therapy with SN38 and PEGylated Gold nanorods for
enhancement of colon cancer treatment
Yeongeun Kim,1 Hyejin Kim,2 and Hyun Wook Kang1,2,*
1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Industry 4.0 Convergence Bionic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2

*wkang@pukyong.ac.kr
Photothermal therapy (PTT) has been attracting a great attention as a non-invasive effective cancer
treatment that generates volumetric heat leading to cell damage. However, PTT is still unmet due to poor
photostability and an insufficient organelle-targeting stability. SN38 is an active metabolite of Irinotecan,
an FDA-approved antineoplastic drug for colorectal cancer, targets cancer and enabling chemotherapy.
PEGlyated gold nanorods (GNRs) can reduce their cytotoxicity arising from the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CTAB) and thus enhance photothermal effec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SN38
and PEG-GNR (SN38-PEG-GNR) were conjugat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by enhancing
treatment effects with chemo- and photothermal therapy. CT26, murine colon cancer cell line was used
in in vitro tests. Cytotoxicity assay with MTT was evaluated to confirm the optimal condition for PTT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s. Flow cytometry with Annexin V/PI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cell death was necrosis or apoptosis. Temperature measurements using a real-time IR camera were
conducted during 1064nm laser irradiation to quantify thermal responses. In the MTT assay, SN38-PEGGNR induced cytotoxicity more effectively under the 1064 nm laser irradiation. The flow cytometry
demonstrated that, the apoptosis-induced cellular death by SN38 occurred initially, but the most cellular
death resulted from necrosis by PTT. The real-time IR monitoring confirmed a sufficient temperature
increase of >50 oC for PTT. Therefore, the proposed dual treatment with SN38-PEG-GNR can enhance
the anticancer effect against colon cancer cell as well as low-toxicity to normal cell.
References
[1] Hasan Norouzi; Karim Khoshgard. "Review of mechanisms and recent advances in cancer photo thermal
therapy". Iranian Journal of Medical Physics, 15, Special Issue-12th. Iranian Congress of Medical Physics, 2018,
464-464. doi: 10.22038/ijmp.2018.13156
[2] Xiaohua Huang, Mostafa A. El-Sayed, Gold nanoparticles: Optical properties and implementations in cancer
diagnosis and photothermal therapy,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Volume 1, Issue 1, 2010, Pages 13-28, ISSN
2090-1232, https://doi.org/10.1016/j.jare.2010.02.002.
[3] Salmanpour M, Yousefi G, Samani SM, Mohammadi S, Anbardar MH, Tamaddon A. Nanoparticulate delivery
of irinotecan active metabolite (SN38) in murine colorectal carcinoma through conjugation to poly (2-ethyl 2oxazoline)-b-poly (L-glutamic acid) double hydrophilic copolymer. Eur J Pharm Sci. 2019 Aug 1;136:104941. doi:
10.1016/j.ejps.2019.05.019. Epub 2019 May 25. PMID: 3113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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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biomodulation (PBM), known as low-level laser therapy (LLLT), has been widely studied as a
non-invasive treatment option for stimulation of biological processes in the medical application,
including wound healing and pain recovery. Several in vitro and in vivo researches showed that PBM
can accelerate cellular migration and proliferation, resulting in increased ATP production.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of cancer cell-related stimulatory effects under PBM is still questionable
due to undesired cancer cell growth, leading to cancer recurrence after laser treat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PBM on cancer cell was conducted by using UV, Visible, and
NIR ranges of laser light to evaluate safety margins for PBM. In vivo tumor-bearing mice with CT26
(murine colon cancer cell) were prepared. The m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control, UV, Vis,
and NIR) and were treated with laser light of either 405 nm (UV), 635 nm (Vis), 808 nm (NIR), or
remained unstimulated (control). To assess the effect of PBM, the tumor-bearing mice was irradiated
at 30 J/cm2, and tumor volume was measured with image J on Day 0, 3, 7, and 10 after the treatment.
Both western blot and immunohistochemistry (IHC) were conducted to quantify molecular pathways
related to proliferation, angiogenesis, and hypoxia. The tumor volumes of the all the PBM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control, and histology analysis confirmed an increase of tumorinfiltrating macrophages under PBM. To assess proliferation, angiogenesis, and hypoxia of cancer cell
quantitatively after the PBM treatments, western blot and IHC staining were performed with TGF-β1,
Akt, VEGF, and HIF-1α. The expression of TGF-β1 was significantly downregulated after low-level
laser irradiation with 405 nm. The decrease of TGF-β1 suggested that over-proliferation of CT26
cancer cells after laser irradiation could lead to reduction of TGF-β1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HIF-1α and VEGF were also elevated after PBM treatment with 405 nm laser, which means that
phosphorylation of Akt entails induction of HIF-1αand VEGF expressions. As hypoxic conditions lead
to aggressive proliferation of cancer cells, the over-expression of HIF-1α can upregulate VEGF for
angiogenesis.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PBM can stimulate cancer cell proliferation,
angiogenesis, and hypoxia, leading to aggressive tumor growth. Therefore, these outcomes can
provide a safety margin for the response of PBM-related stimulation during laser treatment.
References
[1] Sabrina Rohringer, et al. “The impact of wavelengths of LED light-therapy on endothelial cells”, Sci Rep,
vol. 7, 10700, 2017
[2] Yun-Hee Rhee, et al. “Low-level laser therapy promoted aggressive proliferation and angiogenesis through
decreasing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nd increasing of Akt/Hypoxia inducible factor-1α in anaplastic
thyroid cancer”, Photomed. Laser Surg., vol. 34, pp. 1-7, 2016
[3] Marieke Bamps, et al. “Low-level laser therapy stimulated proliferation in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cells”, Front. Oncol., vol. 8, 34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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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treatment has been widely performed to treat scar damaged by acne, surgery and burns. Accurate
analysis of the scar is pivotal to determine efficacy and safety of the post-injury treatment. As a
conventional method, tissue analysis conducted by pathologists is often a labor-intensive and lengthy
process to evaluate and characterize the scar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laser treatment on the scar tissue in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manner by
means of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based deep learning. Sprague-Dawley (SD) rat
was used to fabricate reliable scar models by using a 1470 nm laser system for 30 s at 16.7 W/cm2. All
the skin tissue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and 500 slides were scanned by a slide
scanner. Then, a labeling work was performed to classify structural features of collagen in normal and
scar tissues. After the labeling process with the scar images, we created a CNN model to provide an
automated method to characterize the presence, location, and area of the scar tissue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pathological diagnosis. CNN learned the patterns from the data representation through
the neural network and convolution operation. The proposed CNN architecture detected lesion areas of
500 images in less than a minute with 97.5% accuracy. Therefore, the proposed deep learning method
can be a time- and cost-effective approach to classify and characterize the pathological features of the
laser-treated tissue for the objective histological analysis.

References
[1] Shidan Wang, Donghan M. Yang, Ruichen Rong, Xiaowei Zhan, Guanghua Xiao, Pathology
Image Analysis Using Segmentation Deep Learning Algorithms, The American Journal of Pathology,
Volume 189, Issue 9, 2019, Pages 1686-1698, ISSN 000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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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Development of a reproducible in vivo laser-induced scar model for wound healing study and
management," Biomed. Opt. Express 10, 1965-197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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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lloon-assisted diffusing applicator has been developed to treat stenosis of tubular tissue with laser light by
inflating the balloon and delivering uniform light to the target tissue [1]. However, the air trap in the balloon can
cause unwanted and non-uniform coagulation due to undesirable thermal interactions between air and water.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provide a method to remove air trap in the balloon-assisted diffusing applicator
and to evaluate thermal effects of the residual air trapped in the balloon on circumferential laser treatment. The
balloon-assisted diffusing applicator was fabricated by assembling a conventional balloon at the end of the
diffusing fiber tip. To remove the residual air trap in the balloon, an inflation syringe was used to deflate the
balloon through a 3-way stop cock at various numbers of deflation for 30 s. The syringe was then used to inflate
the balloon and to maintain the pressure in the balloon at 2 atm. Ex vivo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thermal effect of the residual air trapped in balloon on porcine liver tissue by using a 532nm laser system at
10 W for 45 s. The liver tissue near the air trap was coagulated more than that surrounded by the water. Although
the volume of air trap was reduced significantly at the one deflation, more than two times deflation could be
required to attain uniform thermal effects during the laser irradiation.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the proposed
procedure could be a feasible method to effectively remove the air trap in the balloon for achieving uniformly
cylindrical coagulation for the tubular stenosis treatment.
References
[1] Park JS, Jeong S, Lee DH, Kim JM, Kim SM, Kang HW. The use of a 532-nm laser fitted with a balloon and
a cylindrical light diffuser to treat benign biliary stricture: a pilot study. Lasers in medical science. 2020 Mar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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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al infections are a problematic outbreak to health care, particularly because of the sharp rise in
strains resistant to existing antibiotics. Most infections are related to microbial biofilms (i.e., either
single or poly-microbial biofilms). Microfluidic technology holds a great promise in evaluating
biofilm growth and effectiveness of real-time cl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icrofluidic-assisted system to precisely control the laminar flow conditions and to monitor the
microbial biofilm formation at single-cell level in real-time (Fig. 1). Pseudomonas aeruginosa bacteria
were firstly poured on agar plates and grown at 37 °C overnight, and then cultured in the channel
under two flow rates (25 and 75 µl/min) of culture media for 24 hours to investigate the bacterial
adhesion and biofilm formation. The customized microfluidic chip was fabricated using 3D printing
technique. The results show that planktonic bacteria hardly adhered under 75 µl/min flow rate whereas
the microbial adhesion significantly started to occur after six-hour incubation under the flow rate of 25
µl/min. After the adhesion, the biofilm then became mature for a further six hours with several
aggregates and clumps. The biofilm continued to proliferate and diffuse to the surrounding area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low flow rate was needed for the initial adhesion of the bacterial biofilm.
Moreover, the bacterial biofilms substantially formed near the edge of the microfluidic channels due to
shear stress. This effect was reduced towards the outlets of the microfluidic device, and the bacterial
biofilms became more uniform over the channel surface.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ing
a sine-shaped mixer can minimize the effect of the shear stress on the multi-microbial biofilm culture
in the microfluidic channels. Therefore, the proposed model can be a useful tool to precisely control
the laminar flow conditions during the microbial biofilm culture.

References:
[1] Donlan RM. Biofilms: microbial life on surfaces. Emerg Infect Dis 8(9): 881–90 (2002).
[2] Kim J, Park H-D, Chung S. Microfluidic approaches to bacterial biofilm formation. Molecules 17(8): 9818–
34 (2012).
[3] Park A, Jeong H-H, Lee J, Kim K, Lee C-S. Effect of shear stress on the formation of bacterial biofilm in a
microfluidic channel. BioChip J 5(3): 236–41 (2011).

Fig 1.

Design and set-up of microfluidic device for microscopic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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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열광원을 이용한 2-D 고스트 이미징
Study on 2-D a Ghost Imaging System Using Pseudo-thermal Light
김준혁, 황지성, 조규성*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고스트 이미징은 상관 관계에 놓여 있는 두 광자를 이용해 물체와 직접 반응하지 않은 빛으
로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1]. 그림 1 (우)의 고스트 이미징 시스템은 Hanbury-Brown
and Twiss 간섭계 형태의 시스템과 같이, 두 개의 광 센서 (D1, D2) 및 동시신호 획득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광원부에서 나온 빔은 빔스플릿터 (beam splitter, BS)을 지나 50:50 으로 그 세기
⃗ )가 놓여
가 두 경로로 나뉘어 각 광 센서로 입사한다 (𝐼𝑏 (𝑡, 𝑥⃑𝑜𝑏𝑗 ), 𝐼𝑟𝑒𝑓 (𝑡, 𝑥⃑𝑟𝑒𝑓 )). 물체 (object, 𝑂
있는 경로를 objective arm 라 불리우며, 카운터 역할을 하는 bucket detector 로 물체와 반응한
빛의 세기 (𝐵)를 측정한다.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reference arm 이라 일컬으며 일반적
으로 charge coupled device (CCD) camera 을 이용해 물체와 반응하게 될 빔 패턴 (𝑅⃗ )을 획득
한다. 식 (1)은 BS 에서 동일 시점 t 에 빔의 세기가 50:50 으로 나뉘어 각 광 센서에 입사해 얻
은 두 신호의 spatial correlation 관계를 이용한 고스트 이미지 재건 방법을 나타낸다.
⃗ = cov(R
⃗ , B) = E[(R
⃗⃑ − E[R]) × (R
⃗⃑ − E[B])] =
𝑂

1
𝑁

⃗
⃗
∑𝑁
𝑖=1(𝑅𝑖 −< 𝑅 >) × (𝐵𝑖 −< 𝐵 >)

where 𝑅⃗ = 𝐼𝑟𝑒𝑓 (𝑡, 𝑥⃑𝑟𝑒𝑓 ), 𝐵 = 𝐼𝑏 (𝑡) = ∫ 𝐼𝑏 (𝑡, 𝑥⃑𝑜𝑏𝑗 ) |T(𝑥⃑𝑜𝑏𝑗 )|d𝑥⃑𝑜𝑏𝑗 , < X > =

1
𝑁

(1)

∑𝑁
𝑖=1 𝑋𝑖 , N is the

number of measurements
한편, 식 (2)에서 보이듯 압축센싱 이론 기반의 역행렬 문제로 고스트 이미지를 재건하는
압축 고스트 이미징 (compressive ghost imaging, CGI)방법은 그 성능이 기존의 고스트 이미징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min‖B − RO‖22
O

𝑠. 𝑡. ‖𝑂‖0 ≤ 𝑇0 , 𝑓𝑜𝑟 𝑖 = 1,2, … , 𝑁

(2)

where B = [𝐵1 … 𝐵𝑁 ] ∈ ℝ𝑁×1 , R = [𝑅1 … 𝐵𝑀 ] ∈ ℝ𝑁×𝑀 , O = [𝑂1 … 𝑂𝑀 ] ∈ ℝ𝑀×1 , M is the number of
pixels.
본 연구에서는 유사열광원을 이용한 클래식 고스트 이미징 (classical ghost imaging) 시스
템 구축 및 이미지 획득 결과에 대해 논한다. 594 nm 파장의 레이저와 회전 디퓨저로 구성된
유사열광원을 이용해 무작위 빔패턴을 발생시켰다. 본 시스템에서 얻은 무작위 빔패턴을 이용하
여 상관 관계에 따른 고스트 이미징 (traditional ghost imaging, TGI)과 압축센싱 기반 고스트
이미징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림 2 (좌)에서 보이듯, 1000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방법
을 이용해 얻은 시뮬레이션 고스트 이미지의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값은 59.2,

64.8 dB 의 값을 보였다. 그림 2 (우)는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고스트 이미징 방법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TGI 는 1000, 10000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55.12, 56.06 dB 의 PSNR 을 갖
는 고스트 이미지를 얻었다. CGI 는 메모리 한계로 1000, 1500 개만의 데이터를 이용해 52.8,
51.52 dB 의 PSNR 을 보였다. 실험 데이터 기반 TGI 는 그 데이터를 10 배 증가시켰음에도 노
이즈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CGI 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였지만 되려 영상 품질이 저하
되었다. 이는 노이즈에 취약한 CGI 의 특성이라 여겨진다 [3]. 아울러,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고
스트 이미지 시스템의 Bucket detector 와 CCD 카메라의 완벽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
생하는 상관성 없는 신호가 노이즈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품질 고스트 영상 획득을
위해 정밀한 동시 신호 획득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1] R. S. Bennink, et al, “Two-photon coincidence imaging with a classical source” Phys. Rev.

Lett., 89, 113601, 2002.
[2] O. Katz, Y. Bromberg, and Y. Silberberg, Compressive ghost imaging, App. Phys. Lett., 95,
131110, 2009.
[3] F. Wang, et al, Learning from simulation: An end-to-end deep-learning approach for
computational ghost imaging, Opt. Express, Vol27 (18), 25560, (2019).

그림 1 기존 이미징 시스템 (좌)과 고스트 이미징 시스템 (우)의 구성 요소

그림 2 시뮬레이션 고스트 이미지 (좌)와 실험 데이터 기반 고스트 이미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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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Performance Using Low-Sidelobe Level Optical Phased Array
Anh Hang Nguyen*, 조준형 a, 정효상, 성혁기 b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a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b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OWC technology is attractive for wide application fields, especially military and medical
owing to numerous advantages such as license-free operation and immunity to radio
interference. Optical phased array (OPA) is a promising component for OWC because of its
small size,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speed operation [1]. However, side-lobes
carrying the same data as a main beam can be attacked by adversary receivers that degrade
OWC performance; The higher side lobe level (SLL) is, the better signal adversary receiver
receives. To overcome the threatening, the SLL of OPA can be reduced by applying Taylor
window distribution on OPA element amplitude profile [2]. Herein, we theoretically study the
improvement of OWC performance by using such low-SLL OPA for degrading the ability of
picking data by adversary receivers. Figure 1 (a) shows the Taylor window amplitude
distribution of 21 OPA elements and figure 1 (b) demonstrates the OPA pattern with low SLL
of 30 dB. Figure 2 shows the 77% of decrease of available area within which adversary
receivers can successfully pick up dat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under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NRF-2019R1F1A1040959)
[1]

K. Wang et al.,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Indoor Infrared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with a
Silicon Photonic Integrated Circuit," in J. Light. Technol., vol. 37, no. 2, pp. 619– 626, Jan. 2018.

[2]

A.H. Nguyen et al., "Side-lobe Level Reduction of an Optical Phased Array Using Amplitude and Phase
Modulation of Array Elements Based on Optically Injection-Locked Semiconductor Lasers," Photonics, vol. 7,
no. 1, pp. 1– 10, Fe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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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Taylor window distribution of OPA
amplitude profile. (b) 30 dB SLL of OPA pattern

Figure 2. The decrease of available attacking
area of adversary receivers by using low-SLL
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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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렌옵틱 현미경을 위한 3 차원 분해능 시편
A 3D resolution target for plenoptic microscope
김치훈*, 이문섭, 손동훈, 김상윤, 박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융합연구실

플렌옵틱 이미징은 빛의 세기만을 검출하는 2 차원 이미지와 달리 빛의 방향과 크기를 검출 가
능하여, 더 풍부한 시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1]. 플렌옵틱의 풍부한 시각 정보는 반도체의
공정결함 검출과 병리학 분야 이외의 많은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Micro-lens Array)를 적용한 플렌옵틱 현미경은 수 밀리미터의 시야각 (Field of View, FOV)
과 현장 품질 검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테스트 대상에 미세구조 정의가 필요하다. 축 해상도
는 시스템의 광학 단면화 능력을 나타내며 평가할 주요 매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1951
년 USAF 테스트 차트의 2 차원 막대 패턴을 측면 및 축 해상도 평가를 위해 3D 구조로 확장
했다. 본 연구에서는 2”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고, 비등방성 특징과 매끄러운 표면 상태인 샘
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건식 식각(Dry Etch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공정변수(gas flow, power,
pressure, time)를 조절하여 3 차원 샘플로서 디자인과 비슷한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막대의 짧은 길이를 기준으로 수평 분해능(5~24um)과 축 분해능(70nm~2.4um)에 대한 샘플을
제작하였다. 본 시편은 플렌옵틱 현미경뿐 만아니라 홀로그래픽 현미경 등 미세구조의 정량적
측정이 요구되는 기술에 활용 가능하다.
이 논문은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0-00168,(세부 4)플렌옵틱 현미경 영상획득 및 검진기술개발)

[1] Levoy, Marc, et al. "Light field microscopy." ACM SIGGRAPH 2006 Papers, pp.924-934,
2006.
[2] Ashraf, Mohammed, Sree V. Sundararajan, and Gianluca Grenci. "Low-power, lowpressure reactive-ion etching process for silicon etching with vertical and smooth walls for
mechanobiology application." Journal of Micro/Nanolithography, MEMS, and MOEMS, vol.16,
no.3, pp. 034501, 2017.

그림 1.

3 차원 시편 디자인 패턴

그림 2. 플렌옵틱 3 차원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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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스크린용 원통형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Moiré 패턴 억제
Suppression of Moiré fringes using cylindrical microlens array for LED
screens
이진영, 김기은, 최지호, 홍송은, 박종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모아레(Moiré) 패턴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배열 패턴과 LED 화면의 비 발광 영역 (격자
패턴) 간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며 공간상의 저주파 형태로 나타나 화면의 이미지 품질을 떨어
뜨린다.[1]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원통형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cylindrical microlens array, CML
array) 코팅용으로 개발된 멀티 어레이 니들 모듈을 사용하여 LED 스크린용 모아레 방지 필터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사용하여 유리 기판에 격자(grid)
와 비 격자(parallel line) 형태로 CML 을 코팅하였다 (그림 1). CML 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니
들 모듈을 회전시켜 CML 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 방식으로 836 개의 CML 이 코팅된 150mm ×
150mm 모아레 방지 필터를 제작하였다. 모아레 방지 필터의 평균 CML 폭은 255.4 ㎛, CML 사
이의 평균 거리는 94.6 ㎛, CML array 의 폭 불균일성은 4.7%이다. 비 격자 유형의 필터에서 모
아레 패턴이 여전히 나타나는 반면 격자 유형의 필터에서는 모아레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림 2). 이는 모아레 패턴이 격자형 CML array 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1] Lin, K., Liaom N., Zhao, D., Dong, S., and Li, Y., “Analysis of Moiré minimization in color
LED flat-panel display,”Proc. SPIE, vol. 9618, 96180K, 2015.

그림 1.
array

격자 형태로 코팅된 CML

그림 2. (좌) 모아레 억제 필터가 없는 (우) 격자형과 비
격자형 모아레 억제 필터가 있는 LED 스크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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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공정을 이용한 고종횡비를 갖는 원통형 마이크로 렌즈 제작
Fabrication of cylindrical microlens with high aspect ratio using solution
process
이진영, 김기은, 최지호, 홍송은, 박종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원통형 마이크로렌즈 (CML)는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광 확산기 (light
diffuser), 이미지 센서, 3D 이미징 등의 광학 소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고성능 광전자 장치
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종횡비 (두께/폭)의 CML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사용하여 CML 을 제작하기 위한 간단한 용액 기반 공정 (슬롯 다이 및
니들 코팅)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림 1). 슬롯 다이 코팅은 친수성 헤드 립을 따라 용액이 광범위
하게 퍼지며 CML 폭이 넓어져 종횡비가 감소하는 반면 니들 코팅은 용액이 측면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널(헤드 립)이 없기 때문에 CML 폭이 좁아지며 종횡비가 증가하였다. 채널에 의한 용액의
확산은 CML 의 형상에도 영향을 주며 용액이 넓게 확산되지 않는 니들 코팅을 이용한 CML 은
중심부가 볼록한 포물선 형상이 되었다. 니들 코팅 방식으로 폭 113 ㎛, 두께 0.79 ㎛ (종횡비 =
0.0069)의 CML 을 제작하였다. 광 확산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레이저 빔을 CML 에 조사하였
고 레이저 빔이 CML 의 수직 방향으로 넓게 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

[1] Shan, T., Liu, T., Mohaime, M., Salam, B., and Liu, Y., “Large format cylindrical lens films
formed by roll– to– roll ultraviolet embossing and applications as diffusion films,” J.

Micromech. Microeng., vol. 25, 035029, 2015.

그림 2. (좌) 슬롯 다이 코팅과 (우) 니들 코팅을 이용하
그림 1. (좌) 슬롯 다이 헤드와 (우)
니들 모듈이 설치된 테이블 코터

여 코팅된 CML 의 광학 이미지와 레이저 빔 확산 이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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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효과로 제어되는 바나듐 이산화물 박막 기반 전자 소자의
상전이 온도에 따른 전류 스위칭 특성 변화 추정
An estimation of variations in current swit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in electronic devices based on vanadium
dioxide thin films controlled by photothermal effect
김지훈 1, 최성욱 2, 한진실 2, 이용욱 2,3*
1

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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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특정한 임계 온도인 ∼67 °C 를 기준으로 금속과 절연체 사이의 가역적인 상전이 (phase
transition) 를 보이는 물질인 바나듐 이산화물 (vanadium dioxide: 이하 VO2) 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상전이 전후로 발생하는 높은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박막 형태의 VO2 를 새로운 형태의 전류 스위칭 소자로 응용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2] VO2 박막을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우선 박막을 적절한 크기로 식각 (etching) 하고, 양단에 금속 전극 (electrode) 을 형성하여
2 단자 소자 (two-terminal device) 형태로 가공한 뒤, 적절한 바이어스 (bias) 전압을 인가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제작된 VO2 소자에 집속된 레이저 빔을 조사 (illumination) 하면 광열 효과
(photothermal effect) 에 의해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일어나므로, 레이저의 동작 상태에 따라 소
자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온에서 절연체 상태인 VO2 박막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집속된 고출력 레이저 빔이 조사되면 VO2 박막의 온도가 순식간에 상전이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금속성을 띄게 되고 높은 전류가 흐른다. 반면에, 레이저 조사가 중단될 경
우 소자는 다시 식으면서 상온에 가까워지고, VO2 박막이 절연체 상태로 변하면서 흐르던 전류도
차단된다. 일련의 스위칭 과정을 살펴보면 VO2 박막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상전이 온
도가 스위칭 성능에 영향을 끼칠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전이 온도에
따른 스위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면 VO2 박막 기반 전자 소자의 전류 스위칭 성능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VO2 의 상전이 온도는 고유한 물성에 해당
하므로 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인 VO2 소자보다 더 높은 상전이 온도를 보
이는 특수한 소자도 존재하지만, 소자가 바뀌면 상전이 온도 이외에도 많은 특성들이 전부 바뀌게
되므로 순수하게 상전이 온도만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험이 아닌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 (이하 COMSOL)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VO2 소자는 이전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하였던 VO2 소자의 규격을 조사한 뒤 COMSOL 을 사용하여 3D 로 모델링
하였다.[2] 소자의 구성 요소 중 VO2 박막은 길이 및 폭을 각각 500 µm, 두께는 100 nm 로 설정
한 뒤 사파이어 기판 (sapphire substrate) 의 정가운데에 배치하였다. 박막 양단에는 금속 전극
을 배치하였다. 사파이어 기판은 한 변의 길이가 45 mm 인 정사각형 형태이며 두께는 430 µm 로
정의되었다. 예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VO2 박막의 온도-비저항 (resistivity) 곡선 및 온도-광흡수
율 (absorptance), 그리고 사파이어 기판의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를 결정하였다. 다음
으로, 모델링 된 소자에는 최대 100 mA 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하였다.
VO2 박막의 표면에는 직경이 610 µm 이고 최대 파워가 9.32 W 인 펄스형 열원 (heat source) 이
정의되었다. 그림 1 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VO2 박막의 온도-비저항 곡선으로, 원래의 상전이
온도인 ∼67 °C 를 포함한 다양한 상전이 온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는 다른 모든 변수
는 고정한 상태에서 VO2 박막의 상전이 온도만을 변화시켰을 때,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과도 응
답 (transient response) 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VO2 박막의 상전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
은 양방향 스위칭 동작이 가능하였고 스위칭 안정도 (switching stability) 도 향상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9R1I1A3A01046232).

[1] F. J. Morin, “Oxides which show a metal-insulator transition at the Neel temperature,”

Phys. Rev. Lett., vol. 3, pp. 34-36, 1959.
[2] J. Kim et al., “Photothermally controlled 50 mA gating in VO2-based planar device using
NIR laser diode,” Curr. Appl. Phys., vol. 18, pp. 127-132, 2018.

그림 1. 다양한 상전이 온도를 가지는

그림 2. 상전이 온도 변화에 따른

VO2 박막의 온도-비저항 곡선

소자 전류의 과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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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분포형 음파 측정장비 기반 중장비 공사이벤트 탐지 연구
Deep learning approach for construction event detection using
Distributed Acoustic Sensor
이현정 1, 박근열 1, 박주희 1, 이영욱 1,*
1

㈜케이티 융합기술원 인프라 연구소 Next Core Infra TF

분포형 음파 측정 장비(DAS)는 광 펄스가 진행하며 레일리 후방 산란된 빛의 간섭결과를 측
정하여 광 선로 모든 지점의 거리에 따른 진동 및 음파 신호의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
다. 광섬유에 인가되는 외부 진동의 압력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위상과 압력의 시간 변화가 진동
신호의 대역폭을 결정한다. 특정 위치에서 후방 산란된 광의 간섭신호를 도착 시간 및 수신 신호
의 변화를 통해 외부 진동원의 위치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DAS 기술은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침입탐지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광 선로에 인가되는 중장비
로 인한 외부 진동을 탐지하여 지중 선로에 대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중장
비 공사이벤트 탐지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DAS 장비는 msec 마다 몇천개의 진동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하며 수십 km 의 광
선로 주변의 진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취득되기 때문에
실시간 운용에 적합할 수 있도록 분석할 데이터를 선별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량 등 일상적인 진동데이터와 공사이벤트로 인한 진동데이터를 시간과 공간 특성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공사 이벤트의 특성벡터를 추출한다.
학습 모델은 영상 분류 모델 구조로 널리 알려진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
법[1,2]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CNN 기법은 크게 convolutional layer 로 구성된 특징 추출부와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성된

특징

조합부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특징

추출부는

convolution 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convolutional layer, 추출된 특징 값에 비
선형성을 개입시키는 activation layer, 추출된 특징의 크기를 감소시키면서 유효한 특징을 추출하
는 pooling layer 로 구성된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 값들 간의 weighted combination 을 수행하
는 수 개의 fully connected layer 들로 구성된 특징 조합부를 거치고 해당 입력 영상에 대한 분
류 예측 값이 출력된다.
공사 작업 중 자주 하는 Breaking 과 Digging 작업에 대해 분류하는 모델에 관한 것으로 특성
벡터와 학습 모델 최적화를 통해 중장비의 공사이벤트 종류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특성벡터는 공간 및 Long Term 특성을 지닌 Waterfall 과 중심점에서의 진동 신호의
주파수 특성과 시간변화 특성을 지닌 Spectrogram 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2 와 같은 정확

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원격 공사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미신고 공사에 대한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LeCun, Yann, et al.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 86.11 (1998): 2278-2324.
[2] Krizhevsky, Alex, Ilya Sutskever, and Geoffrey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2012): 1097-1105.

Figure 1. 학습모델 구조

Figure 2. 학습 결과 Confusion Matrix

TP-CH1.02

초소형 광각 광수신기 설계 및 구현
Ultra Small Optical Receiver with Wide Angle Design and Implementation
*

김진용 , 김병완
한화시스템 기반 HW 팀

걸프전 당시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미 사상자가 146명중 35명(24%)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전투 시 아군간 피아식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 따라서, 근거리 장
애물에 은폐ㆍ엄폐한 대상의 피아를 구별하고, 원거리에 있는 대상 또한 구별할 수 있도록 질문기,
수신기, 무선통신기를 포함한 시스템 확보가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전투체계간 피아
식별 레이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상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림 1. (a)의 수신기는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송신되는 레이저 질문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 1. (b)와 같이 다수의 수신기를 헬멧에 장착하여 전방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수신기 개당 120°이상 방위각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 (c) 레이저신호처리부의 검출기는 수광광학부를 통과한 레이저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 신
호로 변환하고, 전기 신호는 신호처리보드에서 증폭 및 디지털화하여 피아식별을 위한 제어부로
전달된다.[2] 수신기하우징은 외부의 EMI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림 1.
(c)와 같이 수신기는 수광광학부와 레이저신호처리부, 수신기하우징으로 구성되며, 수광광학부의
수광렌즈와 레이저 신호처리부의 검출기는 120° 범위에서 송신되는 레이저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렌즈 수, 모양 그리고 검출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피아식별용 수신기는 개인 병사의 신체에 장착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운용시간을 최대화
해야 하므로 소모전력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신호처리보드는 소모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주
파 대역 소자를 사용하고, 그림 2와 같이 전력 소모가 큰 ADC 대신 비교기를 사용한다. 또한, 레
이저 질문 신호가 수신될 때만 MCU를 ON하여 평시 소모전력을 줄인다. 그림 1. (b)와 같이 수신
3

기는 약 10cm 의 초소형 부피를 가지고, 신호처리보드의 무게를 1a.u.라고 할 경우 수신기의 무
게는 6a.u. 해당하므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그림 3은 수신기의 구성품 형상을 나타내며, 좌측에서부터 수광렌즈, 광학필터, 검출기, 신호
처리보드이며, 수신기하우징에 결합하면 그림 1. (a)와 같다.
그림 4는 Code-V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광렌즈 중심으로 수직(0°) 입사할 경우
수신되는 신호 크기를 100%라고 할 때, ±60°에서 입사할 경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는 90%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렌즈 설계를 할 경우 50%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
신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레이저 질문기에서 질문 코드를 임의로 0x AA AA AA AA 로 입력하고, 원거리에
서 수신한 결과 오실로스코프에서 0x AA AA AA AA가 전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방과학연구소, “ 걸프전쟁”

부록, 미 국방부 의회 최종 보고서, 1993

[2] J. Y. Kim, “ Laser Spot Tracker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with Wide Dynamic
Range”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vol. 58, no. 3,
pp19-26, Mar. 2021.

그림 1. 수신기 (a)형상 (b)장착 위치 (c)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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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호처리보드 블록도

그림 4. 수신각에 따른 주변광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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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신 신호 출력(오실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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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광무선통신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GSM 변조기법
Effective GSM Modulation Technique for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Using MIMO
김종인, 김정현, 홍성훈*
한국광기술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연구센터, *전남대학교 ICT 융합시스템공학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위해 MIMO 기법이 광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
고 있다[1]. GSM 변조기법은 간섭이 적고 전송 효율이 높아 MIMO 시스템에 효율적인 최신 기술
로 간주되고 있다[2]. 하지만 [2]는 전송 LED 수가 증가할수록 활성화 패턴 집합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연산 복잡도가 증가하여 전송 효율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활
성화 패턴 집합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의 수를 감소시켜 [2]에 비
해 연산 복잡도가 감소되면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4 개의 전송
LED 와 2 개의 활성화 LED 환경에서 [2]의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의 수는 그림 1. (b)와 같이
15 개이지만 제안 방법은 그림 1. (c)와 같이 6 개로 감소하였으며 전송 LED 가 증가할수록 감소
율은 높아진다. 실험결과 제안 방법은 [2]와 비교하여 BER 성능은 그림 2. (a)와 같이 10−4 에서
약 47dB 로 동일 하였으며 그림 2. (b)와 같이 5~11 개의 전송 LED 와 2 개의 활성화 LED 환경
에서 연산 복잡도가 평균적으로 90% 감소되어 높은 전송 효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21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에 의한 논문
임(No. 20004479)
[1] T. Fath, et al, “Performance comparison of MIMO techniques for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in indoor environments,” IEEE Trans. Commun., pp. 733-742, Feb. 2013
[2] S. P. Alaka, et al, “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in indoor wireless visible light communication,” Proc. IEEE GLOBECOM 2015, Dec. 2015.

그림 2. (a) GSM 변조기법과 제안 방법의 성능비
그림 1. (a) GSM 변조기법이 적용된 송신기. 교. (b) GSM 변조기법과 제안 방법의 활성화 패
(b) GSM 변조기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생 턴 집합의 비율.
성 과정. (c) 제안 방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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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율 및 반사율 스펙트럼 프로파일의 색 순도에 대한 영향
Effect of spectral profiles of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n color
purity
JunHyeong kim, Incheol Jung, Hyeonwoo Kim, Hojae Kwak, and Kyu-Tae Lee*
Department of Physics,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Republic of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a center wavelength, a bandwidth, and a spectral profile of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have influence on a purity of both additive and subtractive
colors in transmission and reflection. The described results can provide insights for future
design of structural color filters and thus open the door to the broad use of the structural
color filters for a variety of potential applications.

Fig1. (a)-(c) difference between ideal and calculated points according to the center wavelength and variable ‘a’
in triangle profile. (d) color coordinates appearing in (a)-(c) an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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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미터
Spectrometer for hole-based plastic optical fiber mercury sensors
서혜진 1*, 조재민 2, 박혜지 1
1
2

계명대학교 전자공학전공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분광기술을 기반으로 물속의 수은 농도 측정이 가능한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미터를 제작하였다. 수은 센서는 플라스틱 광섬유 중앙의
직사각형 홀에 로다민 유도체를 삽입한 형태로 제작되었다.[1] 로다민 유도체는 수은 이온과
결합하면 무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물질로서, 약 530 nm 에서 최대의 흡광도 변화가
발생한다. 제안된 스펙트로미터는 렌즈와 그레이팅이 접착된 광학 소자로 collimation 과 분광을
동시에 수행하며,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스마트폰 내장 LED 와 카메라를 각각 광원과 광 검출기로
사용한다. 카메라로 입력된 스펙트럼 영상으로부터 wavelength calibration 과 흡광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은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도 개발되었다. 실험 결과, 제안된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미터로 물속의 수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1] J. Park, et al., “Plastic Optical Fiber Sensor Based on In-fiber Rectangular Hole for
Mercury Detection in Water,” Sensors and Materials, vol. 32, no. 6, pp. 2117-2125, 2020.

그림 1.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미터의 구성도

그림 2. Wavelength calibration 에 사용된
RGB LED 스펙트럼

그림 3. pixel number 에 따른 wavelength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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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S3 포화흡수체를 이용한 광섬유 기반 Q-Switching 레이저
Passive Q-Switching of an All-Fiber laser based on CoPS3 saturable
absorber
정성훈 1, 박재근 2. 오경환 1*
1

연세대학교 광소자물리연구실

2

서울대학교 양자물질 연구단

여러 종류의 광섬유에 이차원 포화수포체를 부착하여 초고속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1] 본 연구는 톨루엔에 녹인 작은 CoPS3 덩어리를 광섬유 끝단면에 부착한 후, 전기
아크와 레이저 박리[2]를 이용하여 광섬유 코어에 작은 겹의 CoPS3 포화흡수체를 만들었다.
Erbium 기반 all-fiber ring cavity 에서 980nm 파장 펌프 레이저를 작동하면, CoPS3 포화흡수체
로부터 중심 파장이 1602.9nm, 펄스 폭이 18.6μ s, 간격이 61.84 μ s 인 Q-Switching 펄스 레이
저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1] Ma, Chunyang, et al. "Recent progress in ultrafast lasers based on 2D materials as a
saturable absorber." Applied Physics Reviews 6.4 (2019): 041304.
[2] Kim, Byungjoo, et al. "Laser-driven self-exfoliation of graphene oxide layers on a fiber
facet for Q switching of an Er-doped fiber laser at the longest wavelength." Photonics

Research 8.8 (2020): 132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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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ump power 가 275.9mW 일 때

Optical Spectrum Analyzer 에 나타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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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ump power 가 275.9mW 일 때
Oscilloscope 에서 나타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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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 와 photon counting을 이용한 저조도 3차원 컴퓨터 재생 영상
의 화질 향상
Visual quality enhancement of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reconstruction image using preprocess and photon counting
이지헌1, 구정식2, 박지용2, 조명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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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시장 및 무인 자동차등의 분야가 계속 발전함으로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3D 정보를 얻기 위해 3차원 컴퓨터 재생 방법인 VCR(Volumetric Computational
Reconstruction)를 이용한다. VCR은 일정한 거리만큼 X, Y축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한 이미
지 (요소영상)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재생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인 VCR을 이용할 경우 물체
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3차원 영상의 픽셀 세기가 요소영상의 픽셀 세기에 의
존하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에서는 요소영상의 픽셀 세기가 작아서 제대로 된 3차원 영상을 얻기
가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Preprocess 기술과 Photon Counting [1]을 접
목한 VCR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그림 1과 같이 실험을 설정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개의 물체를 각각 다른 깊이에 두었고 99 카메
라 어레이를 사용하여 81장의 요소 영상을 획득하였다. 먼저 요소영상을 Histogram Matching을
사용하여 preprocessing하였다. Matching을 위한 정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소영상
의 Histogram에서 구한 CDF이다. Preprocess한 요소영상은 Photon Counting을 통해서 광자 계
수 영상으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VCR 알고리즘을 통해 3차원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그림 3과
같이 저조도 상황에서 향상된 화질을 가지는 3차원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1] B. Tavakoli, B. Javidi, and E. Watson, “Three dimensional visualization by photon counting
computational integral imaging,” Opt. Exp. 16, 4426-4436 (2008).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R1F1A1068637).

그림 1. 실험 설정.

그림 2. (a)원본 이미지의 Histogram의 CDF, (b)원본 이미지의 CDF를 이용해 새로 만든 Histogram.

그림 3. (a)저조도 이미지를 일반적인 VCR한 결과(Depth
(Depth = 375mm)

= 375mm)

(b) 저조도 이미지를 제안한 방법으로 VCR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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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이론을 이용한 안개 제거
Fog removal using Fuzzy theory
이지헌1, 구정식2, 박지용2, 조명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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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무인 자동차 분야의 큰 발달로 악천후 상황에서의 시야 확보, 즉 이미지의 안개 제
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안개 제거를 위해 이미지의 Fourier영역에서 설계
된 마스크를 사용하여 공간 주파수 성분을 필터링한다. 마스크는 2개의 Butterworth Filter를 이
용을 해서 Bandpass filter mask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만약 mask를 단순히 저역/고역 통과 필터
형태의 마스크로 만들게 되면 그림 1과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필터링된 각 이미지가 과도한
저주파와 고주파로 인해 saturation 된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안개를 제거할 때 제안하는 마스크
를 이용해서 안개 제거하면 saturation이 없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Fourier영역에서 제안하는

마스크로 필터링하게 되면 안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미지마다 안개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
관된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uzzy이론을 이용해서 각 이미지
마다 안개의 세기를 측정한 뒤 최적의 마스크 가중치 값을 찾는다. 안개의 세기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조에 우유를 순차적으로 5방울씩 증가시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Fuzzy의 한 요소
인 안개의 세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획득한 이미지를 Fourier변환한 후 스펙트럼에서
중심을 지나는 x축을 추출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분석한 안개 세기에 따라 마스크의
최적의 가중치 값을 찾았다. Fuzzy의 안개의 세기 측정과 안개 제거를 위한 최적의 마스크 가중
치를 사용하여 그림 3과 4처럼 안개를 제거하였다.

[1] M. Cho and B. Javidi, “Peplography – a passive 3D photon counting imaging through
scattering media,” Opt. Lett. 41, 5401-54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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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ow pass filter의 Saturation

그림 3. 안개가 많이 낀 이미지의 안개 제거.

그림 4. 안개가 적게 낀 이미지의 안개 제거.

그림 2. High pass filter의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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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소자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플렌옵틱 현미경 연구
The Study of Plenoptic Microscopy for Quantitative Measurement of
Micro Devices
이문섭*1), 손동훈 1), 김치훈 1), 김상윤 1), 박지원 1), 이준호 2)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융합연구실, 2)공주대학교

플렌옵틱 기술은 렌즈 또는 센서의 배열을 통해 4D 라이트필드를 얻을 수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마이크로렌즈어레이 (Micro lens array)방식의 플렌옵틱 영상획득
기술은 한번의 영상획득으로 4D 라이트 필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기존 광학계의
변화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x10 배율 현미경에 적용하기
위해 상용 마이크로렌즈어레이를 선정하고 90fps 의 프레임속도와 5120x5120 의 해상도를
가지는 머신비전 영상 센서에 적용하여 플렌옵틱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복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Zemax 및 Virutallab 을 통해 광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와 실 제작된 광학적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영상복원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의 활용을 위해 마이크로급 저항, 캐피시터등 SMC (Surface Mount
Device)에 적용하여 플렌옵틱 영상을 획득하고 3 차원 영상을 복원함으로써 부품의 정량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0168,(세부 4) 플렌옵틱 현미경 영상획득 및 검진기술개발)
[1] Ren Ng, et al, “
Light Field Photography with a Hand-held Plenoptic Camera,”Stanford

Tech Report CTSR 2005-02, 2005.
[2] Christopher Hahne, et. al , " Baseline and triangulation geometry in a standard plenoptic
camera," Int. J. of Comput. Vis. (IJCV), 2017.

그림 1. 구현된 x10 배율 플렌옵틱 현미경

그림 2. (좌) 마이크로소자의 플렌옵틱 영상
(우) 플렌옵틱 복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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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depth illusion and angular resolution in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technique
Erkhembaatar Dashdavaa1, Anar Khuderchuluun1, Chang-Won Shin1, Hui-Ying Wu1, Hoonjong
Kang2 and Nam 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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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mplement two main tasks in the development of hologram synthesis method
in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One task is to adopt ray-tracing technique for rendering
of perspective images to improve the depth illusion and another task is an improvement on
angular resolution without increasing hogel size while maintaining spatial resolution.
Holography is a two-step technique that is used to record and reconstruct the intensity and
phase information of a wavefront scattered from a three-dimensional (3D) object [1]. In the
recent years, the holographic printers have attracted researcher’s attention as a technique to
visualize 3D holographic content. The 3D virtual models can be easily printed by holographic
printer system [2, 3]. Of the various holographic representations, the holographic stereogram
(HS) is the most common incoherent reconstruction technique. The HS printer records a set
of two-dimensional (2D) parallax-related images created from an array of perspective
projections of a 3D scene [4-5]. In this paper, we implement following two main tasks in the
development of hologram synthesis method. One task is to adopt ray-tracing technique for
the rendering of perspective images to improve the depth illusion afforded by holographic
stereogram. Another task is an improvement on angular resolution without increasing hogel
size. Figure 1 presents the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hologram synthesis technique for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Figure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a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process
The layer-based technique divides the perspective images into multiple layers according to
the depth cues. The ray-tracing technique is used to render each layer of the 3D model. The
scene information at different layers is rendered as perspective images by re-centering
camera method. To acquire layered perspectives, an object is sampled by capturing a set of

2D images under optimum rendering (shading and lighting) and sampling conditions, to form a
4D array of pixels representing a discrete version of the light field.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o. 2020-0-00929, (General)
Development of Digital Hologram Window Reconstruction, (Sub1) Development of Authoring
Tool for Digital HOE Hologram Generation Using Optical Simul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2020R1A2C1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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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parallax stereogram with radial distortion,” Optics Express., vol. 22, pp. 20776-20788
(2014).
[2] Y. Kim, E. Stoykova, H. Kang, S. Hong, J. Park and J. Hong “Seamless full color
holographic printing method based on spatial partitioning of SLM,” Opt. Express., vol. 2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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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 Su, X. Yan, Y. Huang, X. Chen and X. Yan “Progress in the Synthetic Hol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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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놓여있는 나선 배향 콜레스테릭 액정과 결합한 측면연마광섬유 기
반의 파장 가변 노치 필터
Wavelength tunable notch filter based on side polished fiber with
uniformly lying helix texture in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김영서 1*, 안소연 1, 양지연 1, 김종현 1,2, 전민용 1,2+
1.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myjeon@cnu.ac.kr)
2. 충남대학교 양자제어물성연구소

In this paper, we report on a wavelength tunable notch filter based on a side-polished fiber
with a uniformly lying helix texture in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In addition,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side-polished fiber based CLC cell is reported.

콜레스테릭 액정(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은 네마틱 액정에 꼬임을 유도하는 카이랄
첨가제를 첨가한 액정이다. 카이랄 첨가제로 인해 네마틱 액정이 축을 따라 주기적인 나선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CLC 는 나선축의 주기성으로 인해 브래그 (Bragg) 조건을 만족하는 파장 대역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할 수 있다 1. 균일하게 놓여있는 나선(uniformly lying helix, ULH) 구조는
CLC 의 나선축이 기판에 평행하게 누워있는 방향으로 정렬된다 2. 본 연구에서는 이 CLC 를 측면
연마 광섬유(side polished fiber, SPF)위에 배향하여 브래그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파장 대역을
반사 시킴으로써 투과영역에서 노치 필터 역할을 하는 소자의 광 특성과 CLC 의 온도변화에 따른
노치 필터의 파장 가변성에 대해 보고한다.

1.

2.

Takezoe H, Ouchi Y, Hara M, Fukuda A, Kuze E. Experimental Studies on Reflection Spectra in
Monodomain Cholesteric Liquid Crystal Cells: Total Reflection, Subsidiary Oscillation and Its Beat or
Swell Structure. Japanese J Appl Physics, Part 1 Regul Pap Short Notes. 1983;22(7):1080-1091.
doi:10.1143/jjap.22.1080
Bolis S, Tartan CC, Beeckman J, Kockaert P, Elston SJ, Morris SM. Solvent-induced self-assembly of
uniform lying helix alignment of the cholesteric liquid crystal phase for the flexoelectro-optic effect. Liq
Cryst. 2018;45(5):774-782. doi:10.1080/02678292.2018.142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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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널 광위상배열 3D LiDAR 모듈의 성능
Performance of 3D LiDAR Module Based on 32Ch Optical Phased Array
주성현 1*, 윤선웅 1, 홍정호 1, 이상신 2, 오민철 3, 고성용 1, 김영호 1, 정한 1
1

아이쓰리시스템(주), 2 광운대학교, 3 부산대학교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서 중요한 역할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식 구동부가 없는 고정형(solid-state)
LiDAR 개발이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리에 대한 분해능과 시야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은 32 채널 광위

상배열 기반의 3D LiDAR 모듈을 제작하고, 주요 성능인 감지거리, 거리분해능, 공간분해능 및 시
야각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다. 광송신부는 펄스 레이저 모듈과 32 채널 SiN-Polymer 의 하이브
리드

광위상배열

칩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수신부는

Gm-APD(Geiger

mode

Avalanche

PhotoDiode)와 수신 광학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다 성능 측정을 위해 반사율 80%, 90%의
Lambertian reflector 를 사용하였다. 32 채널 3D LiDAR 모듈의 성능 측정 결과는 감지거리 10m,
거리분해능 15cm, 공간분해능 15mrad 및 시야각 32.68°X12.04°로 측정되었고, 그림 2 와 같은
사람 및 배경에 대한 3D LiDAR 영상 획득을 통해 LiDAR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감사의글
본 연구는 ‘광위상배열 LADAR 모듈기술 연구’, [국방과학연구소(UE171060RD)]과제로 진행
되었습니다.

[1] M. Kutila et al., "Automotive LIDAR sensor development scenarios for harsh weather
conditions," 2016 IEE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C), Rio de Janeiro, doi: 10.1109/ITSC.2016.7795565, pp. 265-270 (2016).
[2] Jie Sun et al., “Large-Scale Nonophotonic Phased Array”, Nature 493, 155-199 (Jan.
2013).

그림 1. 32 채널광위상배열 3D LiDAR 모듈

그림 2.

사람 및 배경, 3D LiD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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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infrared tunable metasurface holograms based on phase change
material
Hongliang Li1,2, Changyi Zhou1,2, and Sang-Shin Le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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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

Nano Device Application Center, Kwangwoo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Optical phase change materials (PCMs) feature exceptional optical property contrast upon
a solid-state phase transition.[1] Tunable meta-devices based on PCM have versatile
applications in view of their small size, ease of integration, and dynamic control.[2]
A virtual object, the word ‘NANO’ as our test virtual object, to be generated was chosen
first to design the metasurface hologram. Next, a 1.55-µm light of near-infrared regime was
exploited, and we mapped the phase and amplitude of the electric field onto the metasurface
hologram plane. Figure 1(a) shows the hologram structure based on the metasurface and the
reconstruction procedure of the target image. The unit cell of Ge-Sb-Se-Te (GSST)
nanopillar is settled on a thin film indium tin oxide (ITO) conductive layer and SiO2 substrate
as depicted in Figure 1(b). The performance of the unit cell is mainly determined by the
periodic, height, radius of the nanopillar.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of GSST changes from
namorphous = 3.325 + 0.001i to ncrystalline = 5.082 + 0.349i at the wavelength of 1.55 µm
illustrates the large difference of complex refractive index of GSST between the amorphous
and crystalline states, which is big enough for efficiency tuning of holograms.[1] A set of
nanopillar unit cells at the amorphous state capable of achieving a 2π

phase change by

changing the radius of nanopillar were selected to achieve the metasurface hologram. The
number of pixels on the hologram is determined as 100*100, to provide sufficient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object information and avoid aliasing effects. The simulated
holographic images created by a metasurface hologram with eight-level phase modulation as
disputed in Figure 2(a). When switching the state of GSST to crystalline, no image can be
obtained from the metasurface as plotted in Figure 2(b).
In summary, we have proposed the design of a metasurface-based tunable hologram by
controlling between the amorphous state and the crystalline state. Our work proves the
practicability of PCM-based meta-device, and it may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ntegration of tunable opt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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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of the holographic metasurface. (b) Illustration of the
nanopillar unit cell structure.

Figure 2. Simulated single-metasurface holographic images at the GSST states of
(a) amorphous and (b) crystallization for a wavelength of 15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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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graphene oxide incorporated Fresnel zone plate
based on multi-step Fs-lase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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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ing from the photoreduction of graphene oxide (GO) mediated by femtosecond
laser (Fs-laser) direct writing, many GO/reduced GO (GO/rGO) incorporated Fresnel zone
plates (FZP) have been reported by virtue of the easy fabrication process [1,2]. Nonetheless,
a tradeoff between the focusing resolution and efficiency may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a
highly efficient FZP. A high focusing resolution, which is closely relevant to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can be achieved by a small linewidth (Δ r), as depicted in Fig. 1.
Unfortunately, small linewidth and high transmission contrast between binary zones could not
be simultaneously satisfied with the GO/rGO composition which is formed by a conventional
Fs-laser writing method [2].
In this study, we present rGO incorporated FZP, which exhibits an enhanced efficiency,
relying on a new photoreduction strategy named multi-step Fs-laser writing. The multi-step
Fs-laser writing is proposed based on the traditional Fs-laser direct writing, but the process
of direct writing is repeated a certain number of times in order to achieve a desired extent of
transmission. The levels of transmission can be controlled by the repetition times of Fs-laser
writing, while the linewidth is maintained at its initial value only depending on threshold pulse
energy. In order to verify the improvement in FZP performance led by multi-step Fs-laser
writing, a comparative experiment was carried out. As shown in Fig. 2(a), two FZPs, named
FZPmultiple and FZPsingle, were fabricated by multi-step and single Fs-laser writing under the
same fabrication conditions except for repetition times of Fs-laser writing, where rGO1, rGO20,
and rGO60 denote different rGOs fabricated by the different repetition times (e.g., 1, 20, and
60 times), respectively. As depicted in Figs. 2(b) and (c)，FZPmultiple based on rGO20/rGO60
exhibits a great increase in focusing intensity without any degradation in focusing resolution,
compared with that of FZPsingle incorporating GO/rGO1. The measured focusing efficiency of
FZPmultiple, which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power in the focal spot region to the total input
power, was 13.14%. It is noted that the focusing efficiency is enhanced around 3.9 times than
3.39% of FZP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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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cusing principle of Fresnel zone plate.

Figure 2. Characterization of FZPmultiple and FZPsingle fabricated by multi-step and single Fs-laser
writing. (a) Microscope images of the fabricated devices. (b) Focal spot images and cross-section
intensity profiles of FZPs irradiated by a plane wave light with the wavelength of 500 nm. (c)
Comparison of intensities between FZ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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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세슘 필터 연구
Effect of temperature on Cesium filter
김석진, 이민규, 송상권, 이용수, 오경환*
연세대학교 광소자물리연구실
자기장 내의 알칼리 증기를 이용한 필터는 협대역 투과 선폭, 높은 투과율 등의 장점으로 근
거리 통신, 양자 광원에 사용되며 계속해서 연구됐다.[1] 자기장 내의 알칼리 증기는 복굴절을 가
지기 때문에 직선 편광의 빛이 통과하면서 편광 방향이 회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고유 모드에 해당하는 빛의 편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조절하여 알칼리
필터를 만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필터들은 1GHz 수준에서의 투과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70%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보인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 온도의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투과되는 peak 의 변화에 대해서 제시
한다. 그림 1 은 빛의 방향과 557 가우스 자기장의 방향이 60º일 때, 온도에 따른 빛의 편광 변화
를 나타낸다. 기존 빛의 편광에 90º 회전한 편광만 투과하며 중심 주파수(0GHz)는 351.7265TH
z 이다.
[1] Zhang, Yundong, et al. "Optical filtering characteristic of potassium Faraday optical fil
ter." IEEE journal of quantum electronics 37.3 (2001): 372-375.

그림 1. 온도에 따른 투과 파워
이 연구는 고효율레이저 특화연구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o. ID190015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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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blue light on tracheal stomal stenosis post-trache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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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heal stomal stenosis is a common complication that exists in patients after tracheostomy and
prolonged intubation [1]. Various surgical techniques, such as Y-V and two circular incisions, have
been attempted to avoid the stenosis [2]. However, the current incision methods have a risk of
infection-related tracheal inflammation due to the enlarged stoma. Thus, development of a preventive
approach is still essential to manage the post-injury stenosis by modulating exaggerated fibrotic
responses.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le therapeutic effect of
photobiomodulation with blue light (BL) to prevent the tracheal stomal stenosis. Tracheostomy was
performed to develop an in vivo rodent model of tracheal stomal stenosis. A wavelength of 405 nm
was applied to the trachea under various conditions. Control was obstructed by granulation tissue
within seven days after tracheostomy, whereas the stoma was still observed in the BL-treated groups.
Histological analysis presented that BL significantly reduced tissue granulation and collagen
deposition, compared to the control. Moreover, western blot analysis identified TGF-β1 signaling
pathways, supporting the therapeutic mechanism of BL.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BL
irradiation could minimize the tracheal stomal stenosis in the developed rodent model as a result of
downregulated fibrotic expressions. Therefore, BL photobiomodulation can warrant an effective
prevention of the tracheal stomal stenosis post-tracheostomy.
References
[1] Cooper, Joel D. "Tracheal injuries complicating prolonged intubation and tracheostomy." Thoracic surgery
clinics 28.2 (2018): 139-144.
[2] Cherian, Elizabeth. "Widening techniques for stomal stenosis: YV advancement vs. two circular incisions
tech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 and Head and Neck Surgery 2.4 (2016): 263.

Figure 1. Effect of blue laser light on tracheal stomal stenosis developed in rodent model post-tracheostomy. A
yellow circle indicates a surgical part of tracheostomy (Tr*). Representative HE-stained images of tracheal
sections (white dotted rectangle) present the preventative effect of blue light on stomal stenosis (black rectangle).
(Scale bars: left black = 3 mm, right yellow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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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루프 광전 발진기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의 감도 향상
Sensitivity Enhancement for Biosensor
Using Dual-loop Optoelectronic Oscillator
조준형*, Anh Hang Nguyena, 배호준 a, 성혁기 b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a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b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광전 발진기는 광 섬유의 지연 시간을 이용한 피드백 루프 발진기이다[1]. 광 섬유의 지연 시
간은 주기적인 주파수 간격을 가진 발진 모드를 발생시킨다. 이 모드의 주파수 간격은 광 섬유의
길이와 굴절율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광전 발진기는 굴절율의 변화를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에
이용할 수 있다[2]. 이중 루프 광전 발진기는 길이가 다른 두 광섬유의 광학적 간섭을 이용한다.
광학적 간섭은 굴절율 변화에 따른 모드 간격의 변화를 향상시키며 바이오 센서의 감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광 섬유의 길이에 따른 센서의 굴절율 변화 감도의 최적화이다.
그림 1 는 이중 루프 광전 발진기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의 구조도다. 이중 루프의 두 광섬유
는 길이가 고정된 기준 광섬유와 굴절률이 변화하는 센싱 광섬유로 구성된다. 그림 2 는 이중 루
프 광전 발진기의 굴절율 변화의 응답 곡선이다. 기준 광섬유의 길이 변화는 굴절율 센서의 감도
를 변화시킨다. 기준 광섬유의 길이가 1.558 cm 일때 최고의 감도를 달성하였다.
이 논문은 2019 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9R1I1A1A01058848).
[1] J. H. Cho, H. Kim, and H. K. Sung, "Reduction of Spurious Tones and Phase Noise in Dual-Loop OEO by Loop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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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 루프 광전 발진기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의 구조도. BPF: band pass filter.

그림 2. 이중 루프 광전 발진기의 응답 곡선. a.u.:
arbitra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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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생체 내 제브라피쉬 안구 전방 이미징
In-vivo Zebrafish anterior chamber Imaging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 b
a

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b

조항찬*,

a, b, c

김대유

인하대학교 센서시스템연구소,

c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학연구소

Abstract: We built an in-vivo zebrafish anterior chamber imaging system for ophthalmic disease researches
including myopia, glaucoma,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 sample arm of the imaging system was
designed using Opticstudio®. Zebrafish’s anterior segments were imaged to evaluate the developed system.
After acquiring in-vivo images, the morphological dimension of tissues was estimated.
Zebrafish is one of the animal models used in genetic diseases experiments including ophthalmic diseases
[1-3]. Compared to the other animal models, for example mouse, rat, and monkey, zebrafish are facile to breed
and maintain each shoal for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with low cost [1-3]. Additionally, unlike other
mammalian experimental models, zebrafish can spontaneously regenerate their retina [4, 5]. These
characteristics made zebrafish interesting animal models for ophthalmic disease investigation. Despite these
advantages, the morphological dimensions of each tissue in zebrafish’s eye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compared to the widely used mammalian models. The morphological dimension of the intraocular tissue is
information that must be confirmed for observing significant alteration when conducting longitudinal studies.
For the study of eye diseases using zebrafish, we built an imaging system for zebrafish and performe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zebrafish’s eye tissue.

Figure1. Schematic of the imaging system and estimated morphological parameters. (a) Custom-buil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for zebrafish imaging. (b) Illustration of the parameters in OCT image of the zebrafish’s anterior
segments. ACW: Anterior Chamber Width, ACA: Anterior Chamber Angle, CCT: Central corneal thickness

Table 1. Numerical results of the zebrafish's anterior segments by the manual estimation of the OC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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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틀에 무관한 무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에서의 비대칭 상관관계의 효과
Effect of Asymmetric Correlations in Free-space Reference Frame
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임경천, 최병석, 백주희, 김민철, 최중선, 김갑중, 고영호,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광학연구실

무선 양자키분배는 송수신부 사이에 광섬유와 같은 물리적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안 통
신을 가능케 한다. 무선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선 양자키분배는 차량, 비행체, 위성과 같은 이동
형 송수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1-3]. 송수신부의 이동성은 송수신부 사이의 데이터를 정의하
는 기준틀에 변화를 야기시키며, 이는 곧 BB84 처럼 송수신부 사이의 기준틀을 필요로 하는 양자
키분배 프로토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틀에 무관하
게 보안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틀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4]. 해당 프로
토콜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기준틀에 무관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양자키분배 시스템
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이상적 특성 때문에 기준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이상적 특성으로 인한 코릴레이션
의 비대칭성이 보안성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적 검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
으로 하였음 [1711126425, 근거리 저속 이동형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편광기반 무선 양자키분배
송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 개발]

[1] J.-P. Bourgoin, et al., “Freespace quantum key distribution to a moving receiver,” Opt.

Express vol. 23, pp. 33437-33447, 2015.
[2] S. Nauerth, F. Moll, M. Rau, C. Fuchs, J. Horwath, S. Frick, and H. Weinfurter, “Air-toground quantum communication,” Nature Photon., vol. 7, pp. 382– 386, 2013.
[3] S.-K. Liao, et al., “Satelliteto- ground quantum key distribution,” Nature, vol. 549, pp.
43-47, 2017.
[4] A. Laing, V. Scarani, J. G. Rarity, and J. L. O’Brien, “Reference-fram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Phys. Rev. A, vol. 82, 012304, 2010.

TP-CH4.05

광감쇄기 집적 무선 양자키분배용 6 채널 코히어런트 광원
Optical Attenuator integrated 6 Channel Coherent Sources for FreeSpace Quantum Key Distribution
최병석*, 백주희, 임경천, 김민철, 최중선, 고영호, 김갑중,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광학연구실

양자암호 기술을 이용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의 구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를
실용적인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 집적화 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별 광원
및 벌크 광학 부품을 이용해 구현되던 기존의 송신부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기술을 이용한 편광 부호화 칩 등으로 구현되어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의 송신
모듈로 구현되고 있다.[1], [2]
본 논문에서는 집적화된 편광 부호화 송신부 모듈 구현에 필요한 구성 요소인 레이저 다이오
드 어레이와 광감쇄기를 집적화한 광원 모듈을 제작하는데 있어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
해 알아보고, 제작된 모듈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집적화 송신부의 형상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
으로 하였음 [1711126425, 근거리 저속 이동형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편광기반 무선 양자키분배
송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 개발]

[1] C. Ma, W. D. Sacher, Z. Tang, J. C. Mikkelsen, Y. Yang, F. Xu, T. Thiessen, H.-K. Lo,
and J. K. S. Poon, “Silicon photonic transmitter for polarization-encoded quantum key
distribution,” Optica 3, 1274– 1278 (2016).
[2] X. Wu et al., "Low power consumption voa array with air trenches and curved
waveguide", IEEE Photon. J., vol. 10, no. 2, Ap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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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G 를 이용한 깊이 프로파일 기법
Depth profiling method using chirped fiber Bragg gratings
이승석, 최은서*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cesman@chosun.ac.kr

CFBG(chirped fiber Bragg gratings)은 광섬유 코어에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굴절률 변화의주기
를 가지는 대표적인 광소자이다. 이 광소자에 입사한 빔은 주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반사파장을 위
치별로 달리 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파장 분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광통신 영역에서 분
산보산형 소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CFBG 를 기반으로 하는 간섭계를 구성하
고 발생되는 간섭 신호의 특징과 이 특징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광섬유 프로파
일러로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CFBG 의 용도와는 달리 CFBG 를
광섬유 마이켈슨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CFBG 를 기준단에 비채한 결과 대칭서
을 가지는 처핑된 간섭 신호를 간섭계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 간섭 신호의 대칭점이 샘플
단 반사체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한한 간섭계는 기존의 분광계로 인해서 제한되는 측
정 가능한 최대 깊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한 CFBG 의 길이에 해당되는 깊이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었다. 그로인해 수 cm 에 이르는 단차를 기존의 분광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산학

Collabo

R&D

사업(S2910948)과

과학연구재단

사업(NRF-

2019R1A6A3A01095557 & NRF-2017R1A2B2009732) 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K. O. Hill et al., Opt. Lett. 19, 1314-1316 (1994).
2. K. M. Feng et al., IEEE Photon. Technol. Lett. 11, 373-375 (1999).

Figure 1. CFBG 기반 간섭계로 획득한 단차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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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스캔 렌즈를 이용한 광학 프로파일러 개발
Development of optical profiler using large area scan lens
이승석, 마혜준, 최은서*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cesman@chosun.ac.kr

간섭계 기반의 계측 시스템은 비파괴적 그리고 비접촉적인 방법으로 대상체의 형상 측정이 가
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업적 응용 뿐만 아니라 의학, 생물학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산업분야에서 정밀 검사 장비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기
존의 계측 분야에서 사용되는 간섭계의 경우 좁은 FOV 에 대해서 측정을 수행하였거나 NA 가 큰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업분야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많은 물량을 검사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렌즈로는 대응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고속 대면적 측정이 불
가하고 또한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면적 렌즈를 이용한 광학 프로파일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광학 설계를 통하여
180 mm 스캔이 가능한 스캔 렌즈를 제작하였고, 광섬유 기반의 간섭계의 샘플단에 장착시켜 광
학 프로파일러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렌즈를 통해 180 mm 폭을 가지는 샘플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다양한 대면적 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과학연구재단 사업(NRF-2019R1A6A3A01095557 & NRF-2017R1A2B2009732)과
산학 Collabo R&D 사업(S2910948)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LEE, Seung Seok, et al. Non-Destructive Investigation of a Laser Direct Imaging Pattern by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New Physics: Sae Mulli 2016; 66: 1325-1331

Figure 1. 대면적 스캔렌즈 설계를 통한 광학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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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결정 광섬유 기반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압력측정
Pressure measurement using photonic crystal fiber-based long-period
fiber gratings.
최성욱*, 김지훈**, 한진실*, 이용욱*, **
*

부경대학교 4 차산업융합바이오닉스공학과
**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오늘날 광섬유 압력센서는 우주항공선, 내연기관, 시추시설 등의 극한환경에 노출된 산업분야
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내 간섭계, 분산형 광섬유, 마이크로 사이즈 가공,
그리고 광섬유 격자와 같은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서, 광섬유 격자는 측정된 물리량 해석
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쉬운 제작방법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광섬유 격자
기반 센서는 광섬유의 열 팽창성으로 인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압력만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은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편광유지 광자결정 광섬유에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제작
한 압력센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작된 광섬유 압력센서를 편광유지 광자결정 장주기 광섬유로
명칭한다. 제안된 압력 센서시스템은 PMPC-LPFG, 광 대역 광원, 광 스펙트럼 분석기, 편광조절
기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센서헤드는 커스텀 제작한 압력용기 안에 배치되어 있다. PMPC-LPFG
는 복굴절로 인하여 직교 입력편광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파장의 공진 딥을 가진다. 따라서 2 개
의 공진 딥의 압력에 의한 파장변화를 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압력감지를 할 수 있다. 그림 1 은 1
MPa 의 압력을 인가하였을 때 측정된 광섬유 압력센서의 스펙트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x-편광
과 y-편광 딥은 0 MPa 에서 각각 1493.24 와 1555.36 nm 에 위치하고 있으며, 1 MPa 의 압력
인가 시 각각 1491.76 및 1554.54 nm 에 위치하였다. x- 및 y-편광 딥의 측정된 압력민감도는 r
각각 1.48 및 0.82 nm/MPa 이다. 그림 2 는 온도변화에 따른 제안된 압력센서 시스템의 스펙트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 및 y-편광 딥 모두 30 에서 50 도의 온도변화
에도 파장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작된 압력센서는 두 개의 딥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온도 변화에 독립적으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소 낮은 압력민감도를 광섬
유 가공 기술 또는 기계적 구조 변경을 통하여 민감도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9R1I1A3A01046232).

[1] J. Tang, et al, “Gas Pressure Sensor Based on CO 2-Laser-Induced Long-Perio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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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작된 센서의 압력 측정 스펙트럼

그림 2. 제작된 센서의 온도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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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 측정을 위한 이중층 광초음파 발진체 개발
Development of a dual-layer optoacoustic transmitter for strain
measurement
박규관, 상필규, 원상민, 박형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Email : hwbaac@skku.edu

최근 광초음파 발진체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광흡수
도가 높은 나노 구조 재료와 열팽창계수가 높은 고분자를 이용하여 고효율 발진체를 제작하며, 펄
스 레이저가 입사되었을 때 고강도 초음파를 발진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흡수 물질로써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열팽창 물질로써 실리콘(silicone)을 이용하여 이중층 광흡
수 구조를 갖는 광초음파 발진체를 제작하였다. 광흡수도 50%의 CNT 층을 이용하여 첫번째 광
흡수층을 제작한 후 그 위에 실리콘 층, 다시 광흡수도 100%의 CNT 층을 갖는 구조를 쌓아 이
중층 발진체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레이저 펄스가 입사되었을 때 두 개의 초음파 펄스
가 발진되도록 하였다. 레이저를 흡수하여 각 층으로부터 발진되는 초음파 펄스 간의 시간 차이는
두 흡수층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층 발진체가 측면방향으로 늘어난
다면 두 흡수층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며 초음파 펄스 간격이 짧아져 이를 통해 물체의 변형
도(strain)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펄스 레이저(파장 532 nm, 펄스폭 7 ns)를 이용하여
초음파 펄스를 발진시켰으며 측방향으로 늘어나는 발진체의 두께에 따른 초음파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PVDF 기반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출력 초음파를 측정한 후 펄스 간 시간차 변화
및 주파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형도 측정 센서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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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ckian Locus 범위에서 CCT 조절형 형광체 LED 와 단일파장 LED 의
S/P ratio 와 연색특성 시뮬레이션 연구
A simulation study on S/P ratio and color rendering properties of CCT-tunable phosphorconverted LED and single wavelength LED lighting around the Planckian locus
김종오*, 류우찬**
부경대학교 인쇄전자기술연구소*, 부경대학교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1. Introduction
LED 조명은 높은 효율과 낮은 소비전력, 단순한 구조와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 이하 CCT) 조절이 용이하여 감성조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Red, Green, Blue,
Yellow 등 Multi-Chip LED, Warm White LED(이하 WW-LED)와 Cool White LED(이하 CWLED) 조합 등 다양한 감성조명제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1] 특히 야간운전자의 감성은 일정
수준이상의 도로의 밝기와 시선이 물체에 집중 될수록 안정이 되어[2]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이 된다. Multi-Chip LED 조명 보다 광 효율(lm/W)높고 제어가 쉬운 형광체형 WW-LED 와 CWLED 를 조합한 감성조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WW-LED 와 CW-LED 조합조명은 CCT
변화 시 Planckian Locus 범위를 벗어나 좋은 품질의 조명제작에 장애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
는 WW-LED, CW-LED, 그리고 단색 LED(450 ~ 680 nm) 조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Planckian
Locus 범위 내에서 야간조명 시인성 파라미터인 Scotopic-to-Photopic (S/P) ratio 와 연색특성
(평균연색지수(CRI;Ra), 색 품질척도(CQS;Qa), 충실도지수(Fidelity Index;Rf), 색영역 인덱스
(Gamut Index;Rg)변화[3]를 제시하고자 한다.

2. Simulation
매트랩으로 LED 와 형광체 SPD 를 입력하면 조합조건에 따라 S/P ratio, 연색특성을 산출하
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IES TM-30-18 Calculation Tool 과 Osram 사의 Color Calculator 7.77
로 산출값을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3] 그림 1 은 형광체 발광 스펙트럼 7 종과 Blue LED
(450~480 nm)를 조합하여 연색특성이 동등 수준인 2,200 K 과 7,000 K LED 스펙트럼과
Planckian Locus 범위 3 그룹(Duv +0.01, Duv 0, Duv -0.01)을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a)
2,200 K Duv 0 과 7,000 K Duv 0, (b) 2,200 K Duv +0.01 과 7,000 K Duv +0.01, (c) 2,200 K Duv 0.01 과 7,000 K Duv -0.01, (d) 2,200 K Duv +0.01 과 7,000 K Duv -0.01, (e) 2,200 K Duv -0.01
과 7,000 K Duv +0.01 조합에 단색 LED(450 ~ 680 nm) 스펙트럼을 0.1~2 배로 증가시키며 진행
하였다. 이때 각 CCT 별 Duv ± 0.005 이내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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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CT 2,200 K, 7,000 K LED 의 DUV 그룹별 선정 스펙트럼과 U’,V’색좌표

그림 2 는 스펙트럼 조합결과 중 R1~R14 값이 0 또는 음수(-)로 계산되는 결과를 제외하고,
S/P ratio 가 가장 높은 조합 결과 중 S/P ratio 변화를 CCT 별로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조합
시뮬레이션 결과 (d) 2,200 K, 7,000 K Duv 0 과 단일 LED 510 nm 조합에서 CCT 별 S/P rati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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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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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lanckian Locus 범위에서 CCT 2,200 K, 7,000 K, 그리고 단일 파장 LED 조합에 따른 S/P ratio 변화

3.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WW-LED 와 CW-LED, 그리고 단색 LED 스펙트럼조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Planckian Locus 범위 내에서 야간조명 시인성 파라미터인 S/P ratio 와 연색특성 변화를 확인하
여 CCT 별 S/P ratio 값을 산출하였다. 발표에서는 CCT 조절형 LED 의 연색특성 변화결과를 제
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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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다이오드 여기 알칼리 증폭기
Efficient amplification for diode-pumped alkali amplifier
이민규 (1), 류시헌 (2), 김석진 (1), 염동일 (2), 오경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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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광소자물리연구실

아주대학교 광섬유 레이저 및 광소자 연구실

최근 광섬유 레이저와 더불어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알칼리 증기를 이득 매질로 하는 다이오
드 여기 알칼리 레이저 (Diode-pumped alkali laser, DPAL) 이다 [1]. 다이오드 여기 알칼리 레
이저는

높은 양자효율, 우수한 빔 품질, 열적 효과 감소, 좁은 선폭의 이점을 갖는다 [2]. 본 연

구에서는 세슘 증기를 이득 매질로 사용하여 증폭기를 구성하였고, 이 때 고온의 이득 매질 내에
서 높은 여기광 세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발적 방출 증폭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에 대한 결과를 소개한다. 자발적 방출 증폭 현상은 들뜬 전자가 바닥 상태의 전자로 돌아갈
때 방출되는 자발 방출된 빛들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증폭기 내에서 강한 자발적 방출 증폭 현상
은 시드광의 증폭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출력 광 증폭기 시스템에서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3, 4]. 제안된 실험에서는 시드광의 시간 변조를 통해 고온의 세슘 증기에서 발생
하는 강한 ASE 방출을 확인하였고 [5], 동시에 1mW 시드광에 대한 증폭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1 은 시드광의 시간 변조를 통한 온도별 ASE 측정 및 시드광 증폭에 대한 결과이다. 증기 셀의
온도는 세슘 원자의 밀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온도 150℃에서 ASE 출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그림 2 는여기광 출력 1.2W, 시드광 출력 1mW 일 때 온도 별 증폭 출력을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세슘 증기 셀의 온도가 140℃ 일 때, 700mW 의 증폭된 출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온의 세슘 증기 셀에서 발생하는 강한 ASE 발생은 증폭율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세슘 셀 내 여기광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광 증폭율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1] 1. Krupke, William Franklin, et al. "DPAL: a new class of CW near-infrared high-power
diode-pumped alkali (vapor) lasers." Gas and Chemical Lasers, and Applications III. Vol. 5334.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s and Photonics, 2004.
[2] 2. Zhdanov, B. V., and R. J. Knize. "DPAL: historical perspective and summary of
achievements." Technologies for Optical Countermeasures X; and High-Power Lasers 2013:
Technology and Systems. Vol. 8898.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s and Photonics, 2013.
[3] 3. Krupke, W. F., et al. "DPAL: a new class of lasers for CW power beaming at ideal

photovoltaic cell wavelengths." AIP Conference Proceedings. Vol. 702. No. 1.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2004
[4] 12. Hwang, Jongmin, Taek Jeong, and Han Seb Moon. "Hyperfine-state dependence of
highly efficient amplification from diode-pumped cesium vapor." Optics Express 27.25 (2019):
36231-36240.
[5] Cai, He, et al. "Temporally modulated laser with an alkali vapor amplifier." Optics letters
44.7 (2019): 1778-1780.

그림 1. 시드광의 시간 변조를 통한 온도 별 그림 2. 온도 별 1mW 시드광 증폭 출력
ASE 측정 및 시드광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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