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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광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전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가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6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제28회 COOC 2021을 개최합니다. 광전자 및 광통신을 비롯한 광기술과 광산업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계신 회원님들을 본 학술회의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COOC는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그동안 많은 우수한 논문 발표와 광기술 종사자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
으로써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광전자 및 광통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주요 기술 분야에 핵심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계측, 정보통신 등 기존 국가 주력산업
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OOC에서는 미래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광기술 분야와 이들 광기술이 결합된 광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정보 교류의 장을 회원님들께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COOC 2021 학술회의 프로그램은 총 8개의 학술분과인 1) 광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2) 광섬유 및 레이저;
3) 광소자; 4) 광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5) 바이오 포토닉스; 6) 광응용; 7) 나노포토닉스/THz; 8) 양자정보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초청연사 및 발표자로 모시고 최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을 회원님들께 제공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신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COOC 2021 운영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본
학술대회를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OOC 2021 학술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원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즐거운 학술
회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21)

운영위원장 이 영 락 배상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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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채널 1

채널 2

단기강좌 I

W1A-I

채널 3

채널 4

채널 5

W1E-I

W1C-I

W1D-I

광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I

바이오 포토닉스 I

광소자 I

광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I

좌장: 강훈수(A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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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상신(광운대)

좌장: 김재한(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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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권순홍(중앙대)

6월 2일 (수)
선형 광학 기반 양자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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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QC)의 구성 원리와
엔지니어링
연사: 손영익(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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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바이오메디컬 활용을 위한
15:45~17:15

광음향 기술
연사: 김봉규(ETRI)
좌장: 엄태중(APRI)

17:15~18:15

광정보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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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시스템 및

연사: 정석환(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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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조승현(ETRI)
좌장: 정환석(ETRI)

12:15~13:30

Lunch

13:30~13:40

개회식

13:4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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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강연
6월 3일(목) (채널 1)

좌장: 류우찬(부경대)

13:50 ~ 14:30

Correlated Disorder - Is there any functionality or intelligence?
박남규 (서울대)

Abstract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는 그 매질의 특성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
기적 배열의 매질은 결정 구조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그 대척점에 있는 완전
히 무질서한 매질은 빛을 특정 영역에 모으거나 Morpho 나비처럼 아름다운 색상을
보여주는 등 결정 구조와는 명확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한편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무질서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자유도를 갖는 ‘중간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특성은 양
극단의 단순 중간 특성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완전한 질서 및 완전한 무질서에 대한
연구는 각각 1951년 및 1977년 노벨상 수여와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중간 영역에 대한 탐구는 비교적 미지의 영역으로서 최근 물리학 및 재료과학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이
다. 이 강좌에서는 그 중에서도 상관 무질서(correlated disorder), 혹은 설계된 무질서(engineered
disorder) 로 분류되는 영역을 선별, 활용하여 광학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네트워크 intelligence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본 연구실에서 지난 수년간 수행하였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해 보기
로 한다.
Biography
Current Position

Professor, EE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June 1994 : Ph.D., Applied Physics,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June 1988 : M.S., Physics, Brown University
Mar. 1987 : B.S., Phys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Honors/Awards
Activities

10/01–9/07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3/97–9/01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7/96–2/97

Samsung Electronics, Senior Researcher

9/94–6/96

AT&T Bell Laboratory,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2017

Scientist of the Month,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2003

Young Scientist Award (Presidential),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1. Associate editor, ACS Photonics, 2021~
2. Editorial Advisory Board, ACS Photonics, 2018~2020
3. Associate editor, OSA Optics Express, 2008~2014
4. Guest editor, OSA Optics Express (SPP6 focus issue, 2013), 2012~2013
5. Associate editor,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02~2009
6. Associate editor, Optical Fiber Technology (Academic Press), 199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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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cus Meta-materials, Correlated disorders, Ultra-high / Ultra-low / Zero index structures
Nano-photonic (photonic crystal, surface plasmon) based photonic digital logic devices
Computational Biology (network analysis of C-elegance, charge transfer in organic solar cell)
Research Focus Rare-earth doped optical fiber amplifier (Er, Tm)
Past Fiber nonlinearity (Raman amplifier) based optical amplifier
Optical CDMA, novel transmission formats (e.g., multilevel transmission)
Publications

Total citation > 9,500 times, h-index =50, i-index 141 :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r=_U_wKPcAAAAJ&hl=en&oi=ao
180+ publications on journals (Nature Review Materials, Nature, Science Advances, PRL,..)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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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강연
6월 3일(목) (채널 1)

좌장: 송광용(중앙대)

14:30 ~ 15:10

Advancements in optics for semiconductor
양장규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Abstract
As the adoption of smaller technology nodes continue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performance of memory and logic devices keep increasing by
the innovative 3D integration scheme together with shrinking and stacking
strategies.
Since the design architectures keep increasing the complexity, the advanced
optical lithography and wafer metrology/inspection techniques have become
critically

importa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espite

of

the

impressive success in those optical based FAB equipment developments, challenges for optical
system development keep growing over the device generations, while FAB operating expense is
getting worse due to the increased equipment cost and reduced throughput.
What

comes

deep-nanometer

next

in

era,

optical

where

Lithography

technology

and

nodes

Metrology
only

come

as

our

industry

in

single-digit

enters

increments

the
of

nanometers? In this presentation, I have endeavored to answer this practically important
question with a historical timeline of how optical lithography and metrology/inspection have
progressed historically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show the momentum built up that will
drive to keep Moore’s Law alive.
Biography
Head of Mechatronics R&D Center/Corp. EVP, Samsung Electronics (2012 ~ present)
Sr. Director, Applied Materials (2007 ~ 2012, 2000~2005)
Sr. Researcher,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1994 ~ 2000)
Ph.D/MS, KAI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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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강연
6월 3일(목) (채널 1)

좌장: 김철한(서울시립대)

15:10 ~ 15:50

5G, AI, Data and Photonics
백용순 (ETRI)

Abstract
We live in the age of connectivity. We are already in a flood of data
without our consciousness. From personal messaging services to streaming
TV, we consume tons of data every day. After the shock of AlphaGo, the
world has been engulfed in the AI craze. Moreover, the rapid transition to a
non-face-to-face society caused by the corona infection has increased data
demand even more rapidly. Korea has launched 5G commercial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more than 13 million people are already
experiencing various new services in their hands. However, even with such a
huge amount of data consumpti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for the importance of wired
communication, that is, optical communication, is very low. Furthermore, beyond simply delivering
information, photonics plays a big role in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very
important converged servic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plore the importance of photonics
that we are easily overlooked, the global photonics trend to accommodate these changes, and
ways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hotonics technologies in this rapidly
changing world.
Biography
Dr. Yongsoon Baek graduated from the Physics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a Ph.D. degree in Physics in 1997 from CREOL at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SA,
where he studied nonlinear optics for his doctoral degree. He worked a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from 1997 to 1998 as a research associate. In 1999, he joined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Since then, he has been engaged in research on
high speed optical communication components. He developed a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in 2004 which was adopted in world first WDM-PON system in 2006. He developed
optical switches for the 2nd generation ROADM in 2009, CDCF-ROADM system and its
components for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in 2017 and received Top 100 n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ward. He also worked on high speed data center optical communication
components. He developed a 100Gbps optical transceiver and its components in 2013. He also
developed world first 400Gbps optical engine for hyper-scale data center communication in 2019
and received ETRI Award for a representative result of the year in 2020. He received Award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 2009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2018. He served as
a general chair in COOC 2015.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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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강좌
6월 2일 (수) 14:00~15:30
제 목: 선형 광학 기반 양자 컴퓨팅(LOQC)의 구성 원리와 엔지니어링
강 사: 손영익 (KAIST)
좌 장: 강훈수 (APRI)
초 록: 선형 광학 기반 양자컴퓨팅 기술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광자의 고유 특성으로 인
해 초기 양자 게이트 개발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후 단위 소자의 반복을 통한 대규
14:00~15:30 모 시스템으로의 확장에는 유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큐비트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의 후보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단기 강좌
에서는 선형 광학 기반 양자컴퓨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한 후, 요구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르는 엔지니어링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6월 2일 (수) 15:45~17:15
제 목: 바이오메디컬 활용을 위한 광음향 기술
강 사: 김봉규 (ETRI)
좌 장: 엄태중 (APRI)
초 록: 바이오메디컬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질환을 치료하는 정밀의료기술로 발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자성분을 분석하는 분자진단/측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5:45~17:15 광음향 기술은 인체 조직, 세포, 체액 등 빛을 흡수하는 물질에 레이저 펄스를 연속적으
로 조사할 때 광 흡수체의 열팽창/수축으로 발생되는 음향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광 흡수
체의 분자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광음향 분광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응용분야로 분자영상기술, 비
침습 혈당측정 기술, 고감도 가스센서 기술의 최근 연구동향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6월 3일 (목) 09:00~10:30
제 목: 반도체 도파로 광기능소자 기술
강 사: 정석환 (수원대)
좌 장: 유경식 (KAIST)
초 록: 광기술의 주요한 이점은 장거리 저전력 전송뿐만 아니라 파장(wavelength),
편광(polarization), 위상(phase) 등의 다중화(multiplexing)를 통한 통신대역폭의
09:00~10:30 비약적인 증가에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근거리 인터커넥션을 위한
광기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효율적인 광대역 인터커넥션에 필수 불가결한
광집적소자 안에서 반도체 도파로는 대용량 정보전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행하는 배선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III-V 화합물 반도체 및 실리콘 반도체에 기반하
는 광도파로 기술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기능 수동소자의 기술
동향, 앞으로의 기술적 과제 및 집적 소자로의 응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6월 3일 (목) 10:45~12:15
제 목: 무선통신 시스템 응용을 위한 포토닉스 기술 활용
강 사: 조승현 (ETRI)
좌 장: 정환석 (ETRI)
초 록: 200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스마트폰 기술은 무선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
꿨다. 이동통신 기술은 2G/3G를 거쳐 현재는 기지국당 20Gbps급의 트래픽 수용이
10:45~12:15 가능한 5G까지 상용화가 완료되었다. 유사하게 WLAN 기술도 IEEE 802.11ac를 거
쳐 최근에는 최대 20Gbps급의 peak rate 제공이 가능한 IEEE 802.1ay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의 진화는 포토닉스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발전되어 왔
다. 본 강좌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 응용을 위한 포토닉스 기술의 활용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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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A. 광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Heterogeneously-integrated III-V lasers and graphene photodetectors on a silicon
박경철(ETRI)
platform
High-speed data-center interconnects using optical time-division-multiplexing technique 배성현(삼성전자)
Development and field implementation of AI based optical network management
최기만(KT)
system(Dr. Cable)
Optical fiber protection based on distributed acoustic sensor and AI platform

이승민(KT)

B. 광섬유 및 레이저
Recent progress in distributed Brillouin sensors using few-mode fibers

김용현(KT)

Study for fiber-optic sensors and devices using UV responsivity of Azobenzene안태정(조선대)
containing polymer
광섬유를 이용한 1000 조분의 1 수준의 광주파수 안정화 기술

김정원(KAIST)

Seed-beam generator techniques for suppression of the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정성묵(LIG Nex1)
in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Ultrafast X-ray & EUV absorption spectroscopy of fs-laser superheated plasma

이종원(PAL)

Monolayer graphene fiber optic device for ultrafast fiber laser applications

박남훈(KRISS)

C. 광소자
Single-chip beam scanner for real-time LIDAR

이지산(삼성전자)

Development of tunable devices based on polymeric Bragg grating for 5G fronthaul

박태현(켐옵틱스)

CMOS-SPAD: Core technology for solid-state LiDAR sensors

이명재(KIST)

Recent progress in nanolaser technology

박홍규(고려대)

Photon pair generation by nonlinear optical interaction on thin-film lithium niobate
손영익(KAIST)
platform
Characterization of highly directional optical phased array

유난이(GIST)

D. 광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360-degree holographic tabletop display based on
hand gesture recognition
360도 전방위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실 객체 3D 영상 정보 획득 기술

김재한(ETRI)
박민식(ETRI)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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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E. 바이오 포토닉스
Whole-body small animal photoacoustic/ultrasound imaging system

김지수(부산대)

Investigation of cellular properties using high frequency ultrasound microbeam

임해균(부경대)

광화학적 뇌졸중 기반 중동물 국소 영역 뇌손상 모델 구축기술 개발

최종률(DGMIF)

하이브리드 나노필라 구조체의 회절한계 이하 플라즈모닉 국소화를 이용한 살아있는 세포 내
김규정(부산대)
3차원 초고해상도 이미징

F. 광응용
Enhancement of image resolution using deep learning network in long-working
김상윤(ETRI)
distance measurement
The power enhancement techniques of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김기혁(LIG Nex1)

정밀 추적/조준용 조명레이저 개발

이강인((주)한화 종합연구소)

원거리 레이저 전송을 위한 광학계 특성 연구

윤창준(한화시스템)

GaAs-based probe type temperature sensor system for high voltage power facilities

이주영(KOPTI)

G. 나노포토닉스/THz
THz near-field spectroscopy for various applications

김튼튼(울산대)

Position and polarization control of the single photon emitters in WSe2

정광용(고려대)

플라즈모닉 금속나노구조물에 의한 MoS2 박막반도체 발광 효율 증강 효과

김현우(한국화학연구원)

Augmented optical terahertz modulator using graphene-based nanoslot antennas

최근창(중앙대)

Gain implanted silicon nanophotonics

김명기(고려대)

광학 플로케 시스템에서의 대칭성 붕괴

민범기(KAIST)

Balancing between transmission and full-phase change of low-index metasurfaces in
박연상(충남대)
the visible

H. 양자정보
Printable nanophotonics for efficient quantum interface

김명기(고려대)

First-principles theory of optically active spin defects in hexagonal boron nitrides

서호성(아주대)

Observing the quantum Cheshire cat effect with noninvasive measurement

조영욱(연세대)

Demonstration of arbitrary two-qubit entangled operator

홍성진(KIST)

Enhancing network security using quantum key distribution

이은주(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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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수) 구두 발표Ⅰ
채널 1

채널 2

단기강좌 I

광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I

좌장: 강훈수 (APRI)

좌장: 김준영 (상명대)

14:00-15:30

W1A-I.01 : 14:00

선형 광학 기반 양자 컴퓨팅(LOQC)의 구성 원리와 엔지니어링

지능형 광네트워크 관제시스템(Dr. Cable) 개
발 및 적용현황 (Development and Field
Implementation of AI based Optical
Network Management System(Dr. Cable))

손영익 (KAIST)
선형 광학 기반 양자컴퓨팅 기술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광자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초기 양자 게이트
개발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후 단위 소자의 반복을 통한 대규모 시스템으로의 확장에는 유리한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큐비트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의 후보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단기 강좌에서는 선형 광학 기반 양자컴퓨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히 소
개를 한 후, 요구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르는 엔지니어링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초청강연

CHOI Ki-Man, OH Hoseok, NA Sangwan,
KANG Wangkyu, LEE Young-Wuk* (KT)
인터넷, VoD, 5G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서는 광네트워크 인프라의 감시 및 관제가 필
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광네트워크에서 광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
우, 선로장애가 발생했음을 빨리 인지하여 관제자/현
장 작업자에게 알림을 주고, 고장지점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출동 또는 OTDR 측정 전에 장애 예상
구간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능형 광네트워크 관제시스템(Dr. Cable) 개
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한다.

W1A-I.02 : 14:30

초청강연

Optical Fiber Protection based on
Distributed Acoustic Sensor and AI Platform
LEE Seungmin, PARK Juhee, LEE YoungWuk* (KT)
광케이블 선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분포형 음파 센서기
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KT평택국사에 시범적용을 하
였다. 4채널 동시측정이 가능하고 최대 30 km까지 탐
지가 가능한 분포형 음파 센서에 저속스위치 4대(1x20
포트)를 연결하여 평택 인근 42개의 루트 총 420 km
(중복 구간 포함) 감시하였다. 딥러닝, 신호처리 기반의
분석을 통해 진동원, 진동원 위치, 케이블과의 근접도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GIS 정보, 공사 정보, 케이블 근접
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시스
템이 공사 피해예방 할수 있음을 보인다.

W1A-I.03 : 15:00
Scintillation
mitigation
using
CSI
estimation based on LMS algorithm when
receiving PAM4 signal in FSO receiver
with optical amplifier
CHOI Jae-young, HYUN Young-jin, PARK
Jin-woo, LEE Joung-moon, HAN Sang-Kook*
(연세대)
PAM signal detection in FSOC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is proposed using adaptive
threshold decision techinque. In the presence of
turbulence induced scintillation, w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CSI estimation based on LMS
algorithm when receiving PAM4 signal in FSO
receiver with optical amplifier. For PoC(Proof of
concept), we conducted experiment using
turbulence emulator with various scintillation effect.

W1A-I.04 : 15:15
Optical beam steering and adaptive beam
control using variable focus lenses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s
MAI Vuong, KIM Hoon* (KAIST)
We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variable focus
lenses for beam steering and adaptive beam control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s. Our
proof-of-concept experimental demonstration
shows that we minimize the link loss even in the
presence of 20-mrad pointing error.

Coffee Break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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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두
Ⅰ

6월 2일(수) 구두 발표Ⅰ
구
두
Ⅰ

채널 3

채널 4

채널 5

바이오 포토닉스 I

광소자 I

광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I

좌장: 김지수 (부산대)

좌장: 이상신 (광운대)

좌장: 김재한 (ETRI)

W1E-I.01 : 14:00

초청강연

W1C-I.01 : 14:00

초청강연

Whole-Body Small Animal Photoacoustic/
Ultrasound Imaging System

Recent Progress in Nanolaser Technology

KIM Jeesu* (부산대)

We present the operational mechanisms and
optical characterizations of various nanolasers,
including photonic crystal lasers, plasmonic
lasers, parity-time symmetry lasers, photonic
topological insulator lasers, and bound states in
the continuum lasers, based on recent progress
of our group.

We have developed a photoacoustic/ultrasound
imaging system for small animal studies. Because
of the similar signal reception and image
reconstruction procedures in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imaging techniques, we could easily
combine the two imaging modalities in a single
imaging platform. The integrated imaging system
can provide both structural and functional
information of biological tissue. We hav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imaging system by
acquiring in vitro phantoms and in vivo small
animals. The results show the great potential of the
system to be used in various biomedical studies,
especially whole-body imaging of small animals.

W1E-I.02 : 14:30

초청강연

PARK Hong-Gyu* (고려대)

W1C-I.02 : 14:30 발표취소

Investigation of cellular properties using
high frequency ultrasound microbeam

초청강연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360-degree
holographic tabletop display based on
hand gesture recognition
KIM Jaehan* (ETRI)
본 논문에서는 (1) 입체공간에서 손 모양에 대한 3차
원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제스처를 인식하고, (2) 인식
된 정보를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하
면, (3) 서버내에 저장된 인터랙션 해당 홀로그램 데
이터를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의 공간광
변조기인 DMD로 전송하는 기능을 통하여, (4) 컬러
홀로그램 동영상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구현한 내용을 기술한다.

W1D-I.02 : 14:30
정합된 다중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 밀도 보정
LEE Hyeontaek, LEE Hanul, KIM Hyunsoo,
CHOI Hee-Jin* (세종대)

LIM Hae Gyun* (부경대)
High frequency ultrasound offers high resolution
at a single-cell level. Therefore, this modality has
been used for investigation of a single cell
analysis. In this research, we develop the high
frequency ultrasonic transducer for acoustic
tweezer technique and determine cellular
properties of cancer cells and red blood cells.

W1D-I.01 : 14:00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point
density compensation of the registered
multi-point cloud.

W1C-I.03 : 14:45

W1D-I.03 : 14:45

Towards bright 2 µm laser emission from
InAs quantum dashes-in-a-well grown by
punctuated growth strategy

User interactive 3D display system for
integral imaging microscopy using a
tracking camera

CHU Rafael Jumar, AHN Daehwan, KIM
Yeonhwa (KIST, UST), KIM Hosung (ETRI),
RYU Geunhwan (KIST), WOO Seungwan
(KIST, 고려대), CHOI Won Jun (KIST), JUNG
Daehwan* (KIST, UST)

IMTIAZ Shariar Md, KWON Ki-Chul, NAM
Oh-Seung (전북대), JEON Seok-Hee (인천대),
KIM Nam* (전북대)

Here we show improved emission from 2µmemitting InAs quantum dashes-in-a-well grown
using punctuated growth strategy. Materials
characterization show good epitaxial quality.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show >2x
intensity enhancement from the punctuated
growth samples. Laser devices were fabricated
and will be tested. This material is promising for
next generation 2µm la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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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E-I.03 : 15:00

W1C-I.04 : 15:00

W1D-I.04 : 15:00

Feasibility of US-guided multiple cylindrical
interstitial laser ablations of porcine
pancreatic tissue

반사기가 없는 단방향 발진

Photochromic materials based optical
Fourier surfaces for augmented reality

KANG Hyun Wook*, TRUONG Van Gia,
KIM Hyeonsoo, TRAN Van Nam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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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bined photothermal effects from the
multiple-diffusing ablation generated the
rectangular ablation, created ablation volumes
of up to 2.4±0.6 cm3 without tissue carbonization
or fiber degradation.

KIM Sangin*, SONG Joohyung, LEE Sangjun
(아주대)
최근 표면발진 레이저의 연구와 관련하여, 반사거울
이 없는 구조에서의 단방향성 발진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1] 본
논문에서는 1차원 격자구조에서 별도의 반사거울의
도움없이 여러 공진 모드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활
용함으로써 반사기 기능을 유도하여 단방향 발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다 간단한 구조를 사용함
으로써 공정상의 복잡도를 줄이고 디자인 측면에서
는 발진 파장 선택의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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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Yongjun, LEE Seungwoo* (고려대)
AR/VR기술을 위한 회절 광학 소자는 회절로 형성된
신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푸리에 광학에 기반한 푸
리에 표면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
변색성 물질 중 아조벤젠 분자가 포함된 고분자를 기
반으로 간섭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푸리에 표면 제
작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 방법을 기반으로 대면적의
균일한 푸리에 표면 제작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여러
정현파 패턴이 통합된 푸리에 표면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광학 푸리에 표면이 회절광학
소자로 사용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6월 2일(수) 구두 발표Ⅰ
채널 1

채널 2

단기강좌 II

광섬유 및 레이저 I

좌장 : 엄태중 (APRI)

좌장 : 염동일 (아주대)

15:45-17:15

W2B-I.01 : 15:45

바이오메디컬 활용을 위한 광음향 기술

Monolayer graphene fiber optic device
for ultrafast fiber laser applications

김봉규 (ETRI)
바이오메디컬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질환을 치료하는 정밀의료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분자성분을 분석하는 분자진단/측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광음향 기술은 인체 조직, 세포, 체액
등 빛을 흡수하는 물질에 레이저 펄스를 연속적으로 조사할 때 광 흡수체의 열팽창/수축으로 발생되는
음향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광 흡수체의 분자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광음향 분광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응용분야로 분자영상기
술, 비침습 혈당측정 기술, 고감도 가스센서 기술의 최근 연구동향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청강연

PARK Nam Hun* (KRISS), YEOM Dong-Il
(아주대)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strongly enhanced
evanescent field interaction with monolayer
graphene in the platform of side-polished fiber
and apply it to ultrafast fiber laser systems. Finally,
we confirmed stable mode-locking characteristics
of the fiber laser and ultrabroad electro-optic
switching with our graphene device.

W2B-I.02 : 16:15

초청강연

Ultrafast X-ray & EUV absorption
spectroscopy of fs-laser superheated plasma
LEE Jong-Won* (PAL)
Recent advances in intense ultrafast lasers allow
the creation of superheated states of matter far
from the thermal equilibrium. The temperature of
matter falls the Fermi energy (1~10 eV) whereas
ions are still strongly coupled. This state definitely
shows significantly deviated physical properties
with condensed matters as well as plasma. This
fundamental studies are critical to model many
physical phenomena found in phase transitions,
applications using intense laser (laser machining,
ablation), astrophysics, and laser inertial
confinement fusion. Recent advances of 3rd
generation accelerator (called synchrotron) and
advents of 4th generation accelerator (called
XFEL) allow us to explore ultrafast electron/ion
dynamics in such matter.
Here, I will introduce synchrotron-based soft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with picosecond
resolution for superheated copper and gold. With
DFT-MD calculations, we could analysis thermal
properties (electron and ion temperature) from
experimental measurements.

W2B-I.03 : 16:45
고출력 저간섭성 광원의 증폭 특성 연구
KOO Joonhoi*, LEE Junsu, KIM Dongjoon,
LEE Junghwan, JO Minsik (ADD)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광 증폭기(SOA)의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와 이터븀 첨
가 광섬유 증폭기를 이용하여 고출력 저간섭성 광원
을 구현하고, 출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W2B-I.04 : 17:00
양방향 펌핑 방식 2.72 kW 고출력 단일모드
이터븀 첨가 광섬유 레이저
JEONG Hoon* (KITECH), PARK Jong-seon
(KITECH, 한양대 ERICA), PARK Eun-ji, OH Ye-jin,
KIM Ji-won (한양대 ERICA), JUNG Ye-ji, LEE
Kang-in, KIM Jae-in, CHO Joon- yong (한화디펜스)
본 연구에서는 976 nm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 펌
프/시그널 광섬유 결합기와 코어 20 μm, 클래딩 400
μm의 이터븀이 첨가된 이중클래딩 광섬유, 1070
nm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사용하여 양방향 펌핑 레
이저 시스템을 구성했다. 이로부터 입사된 펌프 출력
이 3.70 kW 일 때 최고출력 2.72 kW의 신호광을 얻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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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였
고, 유도라만산란 및 횡모드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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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두
Ⅰ

6월 2일(수) 구두 발표Ⅰ
구
두
Ⅰ

채널 3

채널 4

채널 5

광응용 I

광소자 II

광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II

좌장: 김영호 (KOPTI)

좌장: 김상현 (KAIST)

좌장: 박민식 (ETRI)

W2F-I.01 : 15:45

초청강연

GaAs-based probe type temperature sensor
system for high voltage power facilities
LEE Jooyoung*, KIM Youngho,
Hongsung, KIM Myoungjin (KOPTI)

AHN

As the amount of power used increase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the need to introduce
a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high voltage
power facilities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highvoltage power facilities, strong vibrations and
electromagnetic waves are accompanied, limiting
the use of electric sensors. In this paper, a study
on GaAs-based optical fiber temperature sensor
system suitable for monitoring the temperature
of insulating oil inside a high voltage transformer
is discussed.

W2C-II.01 : 15:45

초청강연

5G 프론트홀용 폴리머 브래그 격자 기반 파장
가변 소자개발
Development of tunable devices based on
polymeric Bragg grating for 5G fronthaul
PARK Tae-Hyun* (켐옵틱스)
브래그 격자 기반 폴리머 광도파로 기술을 사용하여
송수신 모두 파장가변 가능한 트랜시버에 대해 소개합
니다. 집적변조 ECL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AM이 통합된 하이브리드형 TOSA가 제안됩니다.

W2D-II.01 : 15:45

초청강연

360도 전방위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실 객체
3D 영상 정보 획득 기술
PARK Minsik* (ETRI)
다중 카메라로부터 실사 객체의 3D 영상 정보를 실시
간으로 획득하여 360도 전방위 관찰이 가능한 홀로그
램 재현에 필요한 홀로그램 생성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W2F-I.02 : 16:15

W2C-II.02 : 16:15

W2D-II.02 : 16:15

집적 광학 가스 센싱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TiOx/
Ti/TiOx 다층 박막 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

Improvement of the response time of
thermo-optic
polymer
modulators
incorporating high refractive index
fluorinated polyimide

Three-dimensional head tracking based
interactive light field display system using
a movable camera array

KIM Sanghyeon*, SHIM Joonsup, LIM
Jinha (KAIST)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bolometric
properties of TiOx/Ti/TiOx multi-layer film for
integrated optical gas sensors on a Ge-oninsulator (Ge-OI) platform. The limit-of-detection
(LoD) in the proposed gas sensing platform was
estimated for the CO2 target gas, which could
reach ~4.06 ppm with the noise-equivalenttemperature-difference (NETD) of 14.56 mK.

LEE Eun-Su, CHUN Kwon-Wook, JIN Jinung,
OH Mincheol* (부산대)
Polymeric waveguide phase modulator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echnologies such as
optical phased array devices, tunable transceivers,
and polymer integrated current sensors. In this
study, a phase modulator was fabricated using
high refractive index polyimide. The driving power
required for the phase change of π was measured
to be 9.1mW. and the response time was less than
300 us. The response time of the polymeric phase
modulator was improved by 10 times from the
previous studies.

W2D-II.03 : 16:30

저손실 폴리머를 이용한 16x16 광 매트릭스 스
위치 개발
16x16 polymer optical matrix switch using
low optical loss polymer

Fluidic Metallodielectric Photonic Crystals

We have developed a polymer-based optical
switch with low loss and low power consumption
for future metro-area networks, considering the
cost-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For that, the
low-cost spin-coating process of shallow ridge
polymer waveguide have been employed in the
switch and, in this paper we are reporting the
16x16 matrix switches.

COOC 2021 Progra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higher fram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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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utomatic electric
motor is used to capture the views. Finally, the
view slices are viewed in a stereo display. Thus,
the observer can perceive full 3D information
with smooth motion parallax.

W2C-II.03 : 16:30

SHIN Jang-Uk*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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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 Md. Shahinur, ERDENEBAT MunkhUchral, JUNG Jin Kyu, KIM Joon Hyun,
HOSSAIN Md. Biddut (전북대), GIL SangKeun (수원대), KIM Nam* (전북대)

KWON Min, CHO Yonduck, LEE Seungwoo*
(고려대)
본 연구는 유연한 광결정 기술을 위해 유체에서 광결
정이 유지되는 특정 조건을 알고, 입자의 크기와 농도
를 조절하여 밴드갭을 제어한다. 광결정의 구조를 구
성하는 단위 셀로 금-실리카 코어-쉘 나노 입자를 사용
함은 수계에서 고농도의 실리카 입자가 정전기적 반발
력과 모세관력에 의해 복잡한 전 처리 없이 자기 조립
할 수 있다. 금속과 유전체에 해당하는 금, 실리카 입자
의 직경을 조절하거나 농도를 조절하여 유체에서 다양
한 영역의 파장을 반사 시킬 수 있는 밴드갭 공학 기술
의 가능성을 보인다.

6월 2일(수) 구두 발표Ⅰ
채널 4

구
두
Ⅰ

광소자 II
좌장: 김상현 (KAIST)
W2C-II.04 : 16:45
광학적 비가간섭성 봉지층과 태양광의 사입사
를 고려한 텍스처 구조 CIGS 태양전지의 광전
자 모델링
LEE Gyeongjun, KIM Jungho* (경희대)
CIGS solar cells have been studied under the
normal incidence of sunlight without optical
incoherent layers considered. In this work, the
optoelectronic properties of CIGS solar cell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incoherent
encapsulation layers were calculated at various
incidence angles of sunlight based on the
equispaced thickness averaging method.

W2C-II.05 : 17:00
Epitaxial integration of InAs quantum dot
light-emitting-diode onto ultra-thin GaAs
buffer on Si wafer
JUNG Daehwan*, KIM Yeonhwa, CHU
Rafael (KIST, UST), RYU Geunhwan, CHOI
WonJun (KIST)
Here, we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GaAs
buffer thickenss on InAs quantum dots light
emitting diodes (LEDs) grown on Si. In
photoluminescence spectrum, it is shown that
the thicker GaAs buffer was, the stronger
intensity was observed. The InAs QD with
optimized buffer sample was fabricated via
standard processing steps.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power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with the different width of LEDs devices.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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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목) 구두 발표 Ⅱ

구
두
Ⅱ

채널 1

채널 2

단기강좌 III

광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II

좌장: 유경식 (KAIST)

좌장: 이준기 (ETRI)

09:00-10:30

T1A-II.01 : 09:00

반도체 도파로 광기능소자 기술

Heterogeneously-integrated III-V lasers
and graphene photodetectors on a silicon
platform

정석환 (수원대)
광기술의 주요한 이점은 장거리 저전력 전송뿐만 아니라 파장(wavelength), 편광(polarization), 위
상(phase) 등의 다중화(multiplexing)를 통한 통신대역폭의 비약적인 증가에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근거리 인터커넥션을 위한 광기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효율적인 광대역 인
터커넥션에 필수 불가결한 광집적소자 안에서 반도체 도파로는 대용량 정보전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 기능을 행하는 배선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III-V 화합물 반도체 및 실리콘 반도체에 기반하는 광도
파로 기술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기능 수동소자의 기술 동향, 앞으로의 기술적
과제 및 집적 소자로의 응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초청강연

PARK Gyeong Cheol*, LEE Joon Ki (ETRI)
We present recent progress on heterogeneouslyintegrated III-V/Si lasers and graphene
photodetectors on a silicon platform for optical
interconnects. III-V/Si lasers with vertical
resonance structures and others will be covered.
Graphene photodetectors using the photothermoelectric effect, and a new structure that
can increase the absorption in graphene will be
discussed.

T1A-II.02 : 09:30

초청강연

High-speed data-center interconnects
using optical time-division-multiplexing
technique
BAE Sunghyun* (삼성전자)
As the traffics are increasing exponenti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high-speed datacenter interconnects operating at 200-Gb/s/λ.
Even with the use of the 4-level pulse amplitude
modulation format, it is still necessary to use
large bandwidth transceivers. In this paper, we
propose high-speed interconnects based on
optical time-division multiplexing.

T1A-II.03 : 10:00
100 Gbps 실리콘 포토닉스 광송신기 구조 연
구
YOO Sanghwa*, PARK Heuk, LEE Jyung
Chan, SEO Dongjun, PARK Gyeong Cheol,
LEE Joon Ki (ETRI)
We propose an architecture of a single-channel
100Gbps silicon photonics transmitter integrated
with a laser diode via flip-chip bonding and a
driver chip for a modulator. And then we
estimate performance metrics such as coupling
efficiency of laser, modulation efficiency, and
bandwidth showing the feasibility of future
high-speed optical interconnects.

T1A-II.04 : 10:15
OFDM-DPSK 광 전송에서의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을 통한 DPSK 신호
왜곡 완화 연구
LEE Joungmoon, HA Inho, CHOI Jae-Young,
HYUN Youngjin, PARK Jinwoo, HAN SangKook* (연세대)
We propose OFDM-DPSK which is spectrally
efficient compared to QAM-DPSK and ASKDPSK. The signal distortion of DPSK caused by
beating of OFDM signal is mitigated by applying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 technique.
Therefore, OFDM-DPSK can be successfully
transmitted without throughpu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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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II.01 : 09:00

초청강연

광화학적 뇌졸중 기반 중동물 국소 영역 뇌손상
모델 구축기술 개발
KIM Yoonhee, LEE Yoon Bum (DGMIF), BAE
Seung Kuk (경북대), AHN Sanghyun, OH
Sung Suk, CHOI Jong-Ryul* (DGMIF)
In this study, we built an optical system that was
connected to MR-compatible stereotaxic frame
for middle animals, and used it to develop a middle
animal model with photothrombosis. Using
both magnetic resonance and histopathological
brain imaging, the photothrombotic brain damage
was induced in the desired location using the
system.

T1E-II.02 : 09:30

초청강연

하이브리드 나노필라 구조체의 회절한계 이하
플라즈모닉 국소화를 이용한 살아있는 세포 내
3차원 초고해상도 이미징
KIM Soojung, KIM Kyujung* (부산대)
Vertical nanoantennas researched as an optical
waveguide for exploring information of single
molecule inside cells. Here, we designed hybrid
nanoantennas for reducing light-scattering.
Consequentially, our modeling implies detecting
valuable information beyond diffraction-limit of
cells.

T1C-III.01 : 09:00

초청강연

Photon pair generation by nonlinear optical
interaction on thin-film lithum niobate
platform

T1G-I.01 : 09:00

초청강연

Gain implanted silicon nanophotonics
KIM Myung-Ki*, PARK Byoung Jun, KIM
Moohyuk (고려대)

Heralded single photon source is a competitive
platform to produce single photons for photonic
quantum computing. Here, we propose an
approach based on integrated photonic circuits.

Integrating III-V lasers on silicon has provided a
promising route to overcoming the critical issue
of light generation in silicon based optical circuits.
In this talk, we present the recent developments
of hybrid III-V/Si nanolaser platforms employing
high-precision micro-transfer printing techniques.

T1C-III.02 : 09:30

T1G-I.02 : 09:30

Study of Ge-on-Si slot waveguide for midinfrared optical gas sensor

플라즈모닉 금속나노구조물에 의한 MoS2 박
막반도체 발광 효율 증강 효과

LIM Jinha, SHIM Joonsup, KIM Sanghyeon*
(KAIST)

김현우* (KRICT), 김태완(전북대), 신채호(KRISS)

SOHN Youngik* (KAIST)

We optimized and experimentally demonstrated
the slot waveguide in the mid-infrared at 4.2 μm
for optical gas sensing application on Ge-on-Si
platform. Limit-of-detection of 0.47 ppm for
carbon dioxide can be achieved with enhanced
confinement factor and propagation loss.

초청강연

박막반도체 물질은 원자단위의 얇은 막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광전효과 이용이 가능한 direct bandgap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광전소자 물질로 각광받고 있
다. 특히, 상온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수준의 강한 결합
에너지를 가지는 exciton, trion 등을 형성할 수 있으
며, 나노 단위의 결점 조절을 통해서 bulk 상 반도체에
서는 관측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현상들을 광전소자 구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MoS2의 광전특성을 국지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T1C-III.03 : 09:45
Growth of InAs on GaAs substrate with
optimized InAlAs graded buffer layer for
the transfer process
Seungwan Woo (KIST, 고려대), Geunhwan
Ryu, Rafael Chu (KIST), In-Hwan Lee (고려
대), Daehwan Jung*, Won Jun Choi* (KIST)
InAs는 low bandgap material로서 중적외선 영역의
광전소자로서 적합하고, 상온에서 ~30000 cm2/V-s
이상의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가진다. 하지만 InAs
wafer는 Si wafer 대비 150배 이상 비싸며 대면적 생
산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heteroepitaxial growth
of InAs on Si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성
장한 InAs on Si을 전사공정에 활용하기 위해 buffer층
의 grading에 변화를 주었고, 전사 후 profile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전사공정을 동반한 InAs 광전 소자의
보다 폭넓은 활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Coffee Break

http://www.cooc.org

19

구
두
Ⅱ

6월 3일(목) 구두 발표 Ⅱ

구
두
Ⅱ

채널 3

채널 4

채널 5

바이오 포토닉스 II

광소자 III

나노포토닉스/THz I

좌장: 최종률 (DGMIF)

좌장: 한재훈 (KIST)

좌장: 권순홍 (중앙대)

T1E-II.03 : 10:00

T1C-III.04 : 10:00

T1G-I.03 : 10:00

손실 모드 공명 광섬유 굴절률 센서의 특성 분
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그래핀이 삽입된 금속 슬롯이 더해진 도파로를
이용한 저손실 세기 변조기

Positon and polarization control of the
single photon emitters in WSe2

PYO Hyeon-Bong*, KIM Bong Kyu (ETRI)

KWON Min-Suk*, SEO Jihoon (UNIST)

손실 모드 공명 광섬유 굴절률 센서는 그 형태의 단순
함과 다중화의 용이함 때문에 바이오센서 및 원격감지
센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손실 모드 공명은 유전
체 코어와 반도체 박막 클래드 층을 갖는 광섬유에 있
어서 클래드 박막의 두께가 코어의 유도 모드 컷오프
조건과 일치 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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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래드 층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중심으
로, 각 매질의 유전 함수와 두께 변화를 이용하여 광섬
유 표면에서 입사 파장과 내부 전반사 각도에 따라 달
라지는 국소적인 반사율과 입사 광원과 광섬유의 크기
와 형태를 고려한 전체 투과 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유
체 내에 존재하는 광섬유 센서의 외부에 단백질이 흡
착되었을 때 그 두께의 변화를 가정한 스펙트럼의 변
화를 구하고, 이로부터 센서의 감도를 평가하였다.

We theoretically investigated a grapheneinserted metal-slot-added waveguide and an
electroabsorption modulator (EAM) based on it.
The EAM has a low on-state insertion loss of 1.01
dB, and the total length of the EAM is 6.23 µm
with an extinction ratio of 3 dB.

JEONG Kwang-yong, SO Jaepil, PARK HongGyu* (고려대)

T1C-III.05 : 10:15
반사기 없는 그래핀 완전 흡수체 연구
KIM Sangin*, LEE Sangjun, SONG Juhyung
(아주대)
그래핀 광검출기의 광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기
로서 DBR혹은 금속기판이 주로 사용되는데, DBR은
제작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금속기판은 ohmic loss를
유발하므로 순수 그래핀의 흡수 성능은 떨어질 수 밖
에 없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별도의 반사기가 없어도 하
나의 공진기에서 완전흡수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유
도 과정과 그와 관련된 단순한 형태의 ZCG 기반의 최
적설계구조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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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We demonstrated deterministic control of both
the position and polarization of single-photon
emitters in atomically thin WSe2 placed on a
nanogap array.

6월 3일(목) 구두 발표 Ⅱ
채널 1

채널 2

단기강좌 IV

광섬유 및 레이저 II

좌장: 정환석 (ETRI)

좌장: 김윤현 (KOPTI)

10:45-12:15

T2B-II.01 : 10:45

무선통신 시스템 응용을 위한 포토닉스 기술 활용

광섬유를 이용한 1000 조분의 1 수준의 광주
파수 안정화 기술

조승현 (ETRI)
200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스마트폰 기술은 무선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동통신 기술은
2G/3G를 거쳐 현재는 기지국당 20Gbps급의 트래픽 수용이 가능한 5G까지 상용화가 완료되었다.
유사하게 WLAN 기술도 IEEE 802.11ac를 거쳐 최근에는 최대 20Gbps급의 peak rate 제공이 가능
한 IEEE 802.1ay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의 진화는 포토닉스 기술의 발전과 맞물
려 발전되어 왔다. 본 강좌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 응용을 위한 포토닉스 기술의 활용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초청강연

KIM Jungwon* (KAIST)
We have established a simple, compact, and
alignment-free all-fiber photonics-based platform
for generating multiple ultra-stable optical
frequency combs. Multiple combs with arbitrarily
different repetition rates can be simultaneously
stabilized to a compactly packaged 1-km-long
standard telecommunication fiber spool with a
diameter of only a few cm. The achieved
performance includes 1-fs timing jitter, 10-15level frequency instability, and <5-Hz linewidth.

T2B-II.02 : 11:15

초청강연

기능성 고분자 아조벤젠의 자외선 반응성을 이
용한 광섬유 센서 및 소자 연구
Study for fiber-optic sensors and devices
using UV responsivity of Azobenzenecontaining polymer
AHN Tae-Jung*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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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B-II.03 : 11:45

초청강연

Recent progress in distributed Brillouin
sensors using few-mode fibers
KIM Yong Hyun* (KT), SONG Kwang Yong
(중앙대)
A technical review on recent achievements of
distributed Brillouin sensors based on a few
types of few-mode fibers (FMFs) will be
present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 results
include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raand intermodal Brillouin scattering using LP
modes and the spatial mode structure of the
FMF's.

Coffee Break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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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image resolution using
deep learning network in long-working
distance measurement

높은 방향성을 가진 OPA 구조의 특성분석
Characterization of highly directional
optical phased array

THz near-field spectroscopy for various
applications

KIM Sang Yun* (ETRI)

YU Nan-Ei*, 박병찬, 손성진, 이용탁, 고도경
(GIST)

In this talk, we present recent research results with
THz near-field spectroscopy for various research
fields; direct absorption fingerprint detection
with a single coaxial aperture in photonics, and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s in biology.
This method has the potential to be the basis for
studies of charge distribution in space, which has
been difficult to observe in a conventional way.

KIM Teun-Teun* (울산대)

Image restoration through deep learning was
used to mitigate the blur effect occurring in long
distance measurement. The network implemented
residual image method for improving learning
speed. Parameters of dead neuron which
produced no resolution improvement and
increased noise were initialized to change a state
of itself. The measurement performance had an
accuracy of 3.0%, a repeatability of 60 nm, and
a measuring distance of 195mm for objects of
0.5 μm or more in real time.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이 가능한 고정형 (solid-state)
광 스캐너를 개발할 목적으로 광위상배열 소자를 제작
하였다. 고정형 광스캐너는 기존의 기계적 스캐너인
MEMS 미러나, 폴리곤 미러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최
근 주목을 받고 있다. 광위상배열 (Optical Phased
Array)의 안테나 구조는 입사된 광원의 다채널 분배
부, 위상변조부, 도파로부 등으로 나눌수 있다.
1550nm 대역에서 장거리 전송용 광스캐너 개발에 중
요한 광소자의 손실과 효율분석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T2F-II.02 : 11:15

T2C-IV.02 : 11:15

T2G-II.02 : 11:15

Bidirectional grating antenna incorporating
metasurface doublet for efficient
wavelength-tuned beam steering

Augmented optical Terahertz modulator
using Graphene-based Nanoslot antennas

LEE Woo-Bin, IM Chul-Soon, ZHOU Changyi,
BHANDARI Bishal (광운대), CHOI Duk-Yong
(Australian National Univ.), LEE Sang-Shin*
(광운대)

Photo-excited graphene has a positive or negative
response depending on the carrier density. Both
optical responses have an ultrafast modulation
time with a small absorp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Here, we demonstrate the negativeresponse type high on/off ratio and ultrafast
terahertz modulation using graphene/metal
nanoslot antennas.

초청강연

원거리 레이저 전송을 위한 광학계 특성 연구
YOON Chang Jun*, LEE Hyukjae, HWANG
Daesoon, PARK Young Ho, CHO Soohyung
(한화시스템)
최근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되면서 원거리에 레이저를
전송하는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저
전송을 위한 광학계의 특성 및 광학 구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레이저광을 고품
질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대구경의 망원경구조
의 전송광학계가 필요하며, 망원경구조는 크게 카세
그레인 타입 또는 off-axis 타입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망원경의 전송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망원경이 갖는 광학적인 특성 및, 원거리 전
송시 목표 지점에서의 광학 특성을 분석하였다.

The beam steering technique based on an optical
phased array has been suffered from a limited
steering range, compare to the beam steerer
driven by a motor. To address the issue, we
propose and demonstrate a bidirectional grating
antenna, which is incorporated with metasurface
doublet for realizing an efficient wavelengthtuned beam steering. The prepared device
featured a steering efficiency of 0.461 o/nm.

T2C-IV.03 : 11:30
Non-Volatile Operation of a Si PN Ring
Resonator using a Ferroelectric Capacitor
HAN Seung-Min (KIST, 연세대), RHO DaeWon (연세대), AHN Dae-Hwan, SONG JinDong (KIST), CHOI Woo-Young* (연세대),
HAN Jae- Hoon* (KIST)
We demonstrated the non-volatile operation of
a Si PN ring resonator with a ferroelectric HfZrO2
capacitor. Due to the polarization in the HfZrO2
capacitor, the resonance wavelength of the ring
resonator shows the bi-stab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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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Geunchang*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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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enhancement techniques of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Single-Chip Beam Scanner for Real-Time
LIDAR

그래핀 플라즈몬 기반의 중적외선 전자기유도
투명성 아날로그 소자의 실험적 연구

KIM Kihyuck*, JEONG Seongmook, YANG
Hwanseok (LIGNex1), LEE Junsu, LEE
Junghwan, JO Minsik (ADD)

LEE Ji San*, BYUN Hyun Il, SON Kyung
Hyun, SHIN Dong Jae, SHIN Chang Gyun,
SHIM Dong Shik, OTSUKA Tatsuhiro, LEE
Eun Kyung, LEE Chang Bum, JANG Bong
Yong, HWANG In Oh, CHOO Hyuck, HA
Kyoung Ho (삼성종합기술원)

KWON Min-Suk*, KIM Yonghan (UNIST)

We enhanced the power scale of narrow-linewidth
fiber laser with the PRBS phase modulation and
bending diameter decreasing techniques. We
analyzed the SBS and TMI suppression from the
results.

We present a single chip solution for a solid-state
two dimensional beam scanner for real-time
LIDAR operation. The beam scanner is integrated
with a fully functional 32-channel optical phased
array, 36 optical amplifiers, and a tunable laser
on a 7.5×3 mm2 single chip through III-V-onsilicon processes.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a mid-infrared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 analogue
device. The device is based on electrically induced
destructive interference between a magnetic
dipole resonance in a perfect absorber and a
graphene plasmon polariton which is excited by
a ZnS subwavelength grating.

T2F-II.04 : 12:15

T2G-II.04 : 12:00

SU-8 폴리머 기반 다중모드 도파로의 측벽 경
사각에 따른 field profile 변화 연구

이중 그래핀 축전기 기반의 중적외선 그래핀 플
라즈몬 변조기

KIM Yong-Jin, LEE Jae-Sang, JEON Su-Jin,
LEE Seung-Jin, CHOI Woo-June, CHOI
Young-Wan* (중앙대)

KWON Min-Suk*, KIM Yonghan (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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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xperimentally investigate a mid-infrared
modulator based on excitation of graphene
plasmon with a double graphene capacitor on a
ZnS subwavelength grating. The modulation
efficiency of the modulator is 16% which is twice
larger than a mid-IR modulator based on a
graphene on a Si grating.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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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금) 구두 발표 Ⅲ
채널 3

채널 4

채널 5

양자정보 I

광소자 V

나노포토닉스/THz III

좌장: 조영욱 (연세대)

좌장: 유난이 (GIST)

좌장: 서민교 (KAIST)

F1H-I.01 : 09:00

초청강연

F1C-V.01 : 09:00

초청강연

F1G-III.01 : 09:00

First-principles theory of optically active
spin defects in hexagonal boron nitrides

CMOS-SPAD: Core Technology for SolidState LiDAR Sensors

플라즈모닉 나노입자 단일층을 이용한 광속 지
연 메타물질

SEO Hosung* (아주대)

LEE Myung-Jae* (KIST)

In this talk, we summarize our recent efforts to
predict and understand quantum spin defects in
h-BN using first-principles computational
methods. In the first part of the talk, we discuss
our combined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polarization and localization of SPEs in
h-BN wrinkles.

The goal of this talk is to introduce CMOScompatible single-photon avalanche diode
(SPAD) technology for compact and costeffective solid-state LiDAR sensors. It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f the CMOS-SPAD technology
and state-of-the-art solid-state LiDAR sensors
based on the technology.

LEE Seungwoo*, HUH Ji-Hyeok, LEE Jaewon,
KIM Nayeon (고려대)

구
두
Ⅲ

메타물질의 원리를 이용하면 자연계의 물질에서는 얻
을 수 없는 초고굴절률 메타물질을 얻을 수 있다. 광학
주파수 영역에서 초고굴절 메타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체의 크기가 수십 nm로 작아야 하며 단위체 사이
의 간격은 수 nm의 갭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조
건은 기존의 식각 기반 공정으로는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진은 기존의 식각
공정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콜로이드 형태의 금속 나
노입자들을 자기조립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하였고 실
제로 대면적에 조립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F1G-III.02 : 09:15
콜로이드 기반 자기조립형 광결정을 이용한 색
채구현 및 냉각
KIM Hyeon Ho, LEE Seungwoo* (고려대)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자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냉각할 수 있는 복사냉각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사냉각 기술
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에 적용되어
에너지 소비를 절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넓
은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사냉
각기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로이드 조립으로 대면적에 적용가능
한 색채 복사냉각기를 제작하였습니다.

F1H-I.02 : 09:30

초청강연

Experimental implementation of arbitrary
entangled operations
HONG Seongjin* (KIST), PARK Chang Hoon,
CHOI Yeon-Ho, KIM Yong-Su (KIST, UST), CHO
Young-Wook (KIST, 연세대), OH Kyunghwan
(연세대), LIM Hyang-Tag (KIST, UST)
Quantum entanglement is the key concept that
makes quantum physics distinct from classical
physics. Here, we propose a scheme to
implement entangled operations and report an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two-qubit
entangled operators in phot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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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C-V.02 : 09:30

F1G-III.03 : 09:30

Calibration of initial random phases of
optical phased arrays by analyzing farfield pattern

Soft Nano Optics using Plasmonics-High
Index Dielectric Hybrid Metalmolecules

JIN Jinung, LEE Ensu, CHUN Kwonwook,
OH Mincheol* (부산대)
OPA has a phase error between each channel
due to a fabrication error. Therefore a
beamforming process is essential to correct
phase deviation between each channel. In order
to improve the beamforming speed, we propose
a method to calculate the optimal phase value
for beamforming through far-field pattern
analysis without feedback control and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beamforming algorithm through the fabrication
of a polymer OPA device.

CHO Yongdeok, LEE Seungwoo*, KWON
Min (고려대)
나노광학에 양대 산맥인 고 굴절 유전물질과 플라즈
모닉스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콜로이드를 합성하고 이
에 적합한 광학적 성질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고굴절률의 높은 Q 인자와 플라즈
모닉의 작은 모드 볼륨을 동시에 단일 콜로이드에서
구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광학적 성질(Fano
resosnance, Directional scattering)등을 보고자
한다.

6월 4일(금) 구두 발표 Ⅲ
채널 3

채널 4

채널 5

양자정보 I

광소자 V

나노포토닉스/THz III

좌장: 조영욱 (연세대)

좌장: 유난이 (GIST)

좌장: 서민교 (KAIST)

F1C-V.03 : 09:45

F1G-III.04 : 09:45

High Responsivity Solar-blind Deep
Ultraviolet Photodetector for Non-LineOf-Sight Communication

Design of DNA Origami Supperlattices for
Photonic Crystals

HEO Junseok*, SHIM Yeongseok (아주대),
SON John, JUNG Joocheol ((주)제니컴)

자기조립형 광 결정은 기존 하향식 공정 방식 대비 대
면적 내 구조색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구형 콜
로이드로 이뤄진 광 결정은 구조가 면십입방체로 제한
되고, 각도 의존적인 색 표현이라는 단점이 있다. 해당
단점이 DNA를 표지한 입자를 통해 해결되는 듯 하였
으나, 광학적 특성은 다이아몬드 구조에 미치지 못한
다. 본 발표에서는 DNA를 통한 나노구조체의 디자인
과 구조체 간의 결정화 및 후처리 공정 제시를 통해, 가
장 낮은 체적률에서 가장 넓은 3차원 광 밴드 갭을 갖는
다이아몬드 격자의 구현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NLOS communication using deep-ultraviolet
(DUV) provides a secure local channel immune
to solar noise in a presence of obstacles such as
mountains. High responsivity photodetectors
are indispensable for such communication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d high-responsivity
solar-blind DUV photodetectors based on
two-dimensional electron gas in AlGaN
heterostructures.

F1H-I.03 : 10:00

초청강연

F1C-V.04 : 10:00

Printable Nanophotonics for Efficient
Quantum Interface

All-dielectric meta-fiber for polarizationcontrolled bifunctional beam manipulation

KIM Myung-Ki*, KIM Moohyuk, YU Aran,
PARK Nu-Ri, PARK Byoung Jun (고려대)

ZHOU Changyi, LEE Woo-Bin (광운대), GAO
Song (Univ. of Jinan), LI Hongliang, PARK
Chul-Soon (광운대), CHOI Duk-Yong (Australian
National Univ.), LEE Sang-Shin* (광운대)

Building a highly efficient quantum interface is
essential to develop a reliable photon-based
quantum computer. For this, research on a
highly efficient optical interface device capable
of minimizing optical loss occurring at the
interface is required. In this talk, we present the
possiblity to build high-efficiency quantum
interfaces on on/off chip structures using
printable nanophotonics.

PARK Sung Hun, LEE Seungwoo* (고려대)

Bifunctional beam manipulation, including
vortex generation and beam collimation, is
achieved by tailoring the phase profiles encoded
in the meta-fiber for TM- and TE-polarized light.
The resulting meta-fiber represents a major
breakthrough in lab-on-fiber technology
roadmap for applications such as fiber
interconnection,
optical
trapping,
and
biological sensing.

Coffee Break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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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금) 구두 발표 Ⅲ
채널 2

채널 3

채널 5

광섬유 및 레이저 III

양자정보 II

나노포토닉스/THz IV

좌장: 정 훈 (KITECH)

좌장: 정호중 (KIST)

좌장: 양진규 (공주대)

F2B-III.01 : 10:45

초청강연

정밀 추적/조준용 조명레이저 개발
이강인*, 정예지, 정민완, 김태우, 이형민, 유준
상, 김상인, 이용수, 조준용(Hanwha)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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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H-II.01 : 10:45

초청강연

Observing the quantum Cheshire cat effect
with noninvasive measurement
CHO Young-Wook* (연세대)

(주)한화에서 개발한 100W급 Er:Yb첨가 전광섬유
정밀 추적/조준용 조명레이저 개발 내용을 보고하고
자 한다.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the spatial
separation of the photon and its polarization,
known as the Quantum Cheshire cat effect. A
pre- and post-selected photonic quantum
system is subject to a weak measuring device to
probe where the photon and its polarization
property can be found. Intriguingly, a quantum
pointer after the weak quantum measurement
indicates that the polarization can be found at
the path the photon did not take.

F2B-III.02 : 11:15

F2H-II.02 : 11:15

초청강연

Seed-beam generator techniques for
suppression of the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in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JEONG Seongmook*, KIM Kihyuck, LEE
Sunghun, YANG Hwanseok (LIGNex1), LEE
Junsu, LEE Kwanghyun (ADD)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charactristics
of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 in narrowlinewidth high power fiber laser. We measured
the laser output power and back-reflection
power for seed-beam generator conditions, to
investigate the suppression of SBS. The
characteristics of SBS was mitigated by
optimazed PRBS phase modulation and stability
of seed-beam.

초청강연

Enhancing network security using quantum
key distribution
LEE Wonhyuk*, LEE Eunjoo, SOHN Ikwon,
SHIM Kyuseok (KISTI)
Existing quantum key distribution(QKD) devices
have been mainly used to improve physical layer
security but the security protocols used at the
network layer can be vulnerable to the attacks by
quantum computers because they rely on the
public key infrastructure. Thus, replacing
classical keys by quantum keys was suggested in
the key exchange phase of the IPSec protocol. In
this study, we report the fabrication of a
plug&play QKD and demonstrate the integration
with IPSec device.

F2G-IV.01 : 10:45

초청강연

광학 플로케 시스템에서의 대칭성 붕괴
PARK Jagang, CHO Hyukjoon, LEE
Kyungmin, LEE Seojoo, LEE Kanghee, MIN
Bumki* (KAIST)
본 발표에서는 GHz 대역에서 광학 플로케 매질을 실
험적으로 모사하고, 그의 유효 밴드 구조의 계산 결과
를 분산 관계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플로케 매질에서 관측되는 반 패러티-시간
대칭 (Anti-parity-time symmetry)과 불연속 시간
이동 대칭 (Discrete time translational symmetry)
의 붕괴 현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F2G-IV.02 : 11:15

초청강연

Balancing between transmission and fullphase change of low-index metasurfaces
in the visible
PARK Yeonsang*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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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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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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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B-III.03 : 11:45

F2G-IV.03 : 11:45

A passively mode-locked fiber laser using
a Ti2AlN-based saturable absorber

ZnS 유전체 메타표면 기반의 반사형 컬러필터

KWON Suh-young LEE Jinho, LEE Ju Han*
(서울시립대)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a reflective
color filter based on a ZnS dielectric metasurface.
Electric dipole and magnetic dipole resonances
in the metasurface make high reflection peaks at
visible wavelengths. By adjusting the period of
the metasurface, the metasurface color changes
from blue to red.

We report a mode-locked fiber laser using a
MAX-Phase, Ti2AlN-based saturable absorber
in 1.5 μm region ring cavity. The saturable
absorber is implemented on a side-polished fiber
platform with Ti2AlN powder and poly-vinyl
alcohol (PVA) composite. The output pulses
have a temporal width of ~4.6 ps and spectral
bandwidth of ~1.1 nm respectively in ~1557 nm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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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Min-Suk*, KIM Yonghan (UNIST)

6월 4일(금) 구두 발표 Ⅲ
채널 2
광섬유 및 레이저 III
좌장: 정 훈 (KITECH)
F2B-III.04 : 12:00
Improving the strain sensitivity of OFDRbased distributed fiber sensor by using an
etched silica optical fiber
NAEEM
Khurram,
LEE
Changwon,
LINGANNA Kadathala, KIM Bok Hyeon*
(GIST)
We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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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iameter of 60 μm
and the etched length of 15 cm. The strain
sensitivity of the fiber sensor using etched fiber
was recorded to be 0.22 GHz/με, which is 1.5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sensing fiber
without etching.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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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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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수) 포스터 발표Ⅰ
WP-CH1

17:15~17:40

WP-CH1.01

WP-CH1.02

QAM-DPSK 광전송 시 차원 간 간섭 제어를 위
한 GCS 기법 연구

Optical
Intensity-Polarization
Modulation in Single MZM

PARK Jinwoo, HA Inho, CHOI Jaeyoung,
LEE Joungmoon, HYUN Youngjin, HAN
Sang-Kook* (연세대)

HYUN Young-jin, CHOI Jae-young, PARK
Jinwoo, LEE Joungmoon, HAN Sang-Kook*
(연세대)

Multi-dimensional optical transmission is a novel
technique for the enhancement of spectral
efficiency. However, due to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PD, direct detection in PD causes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multi-dimensional geometric
constellation shaping technique to mitigate
inter-dimensional interference in hexagonalQAM-DPSK optical transmission.

As the demand for the data capacity increase,
many research had focused on the multidimensional modulation using various resources.
Among the resources, polarization is robust to
FSO channel.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new
method to modulate polarization and intensity
simultaneously based on single MZM.

WP-CH1.04

WP-CH1.05

Optical antenna design for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system

마이크로웨이브 포토닉 필터를 이용한 1Gbps
PRBS 신호 전송

HONG Sungmin*, AN Jihye, PARK Yeonjae,
CHUN Hyunchae (인천대)

SONG Minhyup* (ETRI), CHOI HyunJong
(ETRI, 고려대), SONG MinJe, KIM Sungil,
AHN JoonTae, SIM JaeSik (ETRI), JEONG
SeongWook, NAM Seunggoo (고려대)

In this study, a technique that can enable a
reliable V2V link is proposed. The large reception
area with wide FoV provided from the proposed
fluorescent optical antenna means that this
structure has the potential to augment the
existing D2D link.

WP-CH2

WP-CH1.03
Multi

변조기법에 따른 수중 무선 광통신의 성능 비교
JUNG Gabin, KIM Sung-Man* (경성대)
We compare modulation techniques for
underwater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We analyze BER as a function of transmission
distance in underwater conditions.

We report the results of a 1Gbps PRBS singal
transmission experiment using MWPF. The
center frequency of the MWPF made for the
experiment was 5.5 GHz and the bandwidth was
1.4GHz. In the 500m LoS environment, the BER
value was Error Free.

포
스
터
Ⅰ

17:15~17:45

WP-CH2.01

WP-CH2.02

WP-CH2.03

Polarization-independent Brillouin Optical
Correlation Domain Analysis using
orthogonally polarized two sidebands

Optical fiber bending sensor using longperiod fiber gratings written on multimode fiber with applied torsion

All-fiber phase shifter using microfiber
interferometer combined with Mxene

YOUN Jae Hyeong, SONG Kwang Yong*
(중앙대)

LEE Yong Wook*, HAN Jinsil, KIM Jihoon,
CHOI Sungwook (부경대)

We implement a polarization-independent
Brillouin optical correlation domain analysis
based on conventional single-mode fiber
without polarization scrambling or averaging.
Orthogonally polarized two sidebands are used
as probe waves to remove gain fluctuations due
to the polarization effect, and the measurement
speed is doubled.

We propose an optical fiber bending sensor
using an LPFG inscribed on twisted multi-mode
fiber (MMF) with a CO2 laser at ~10.6 μm, which
is insensitive to surrounding medium RI. The
fabricated LPFG on twisted MMF, referred to as
the T-MM-LPFG, showed two attenuation
bands in a wavelength range of 1460 to 1610
nm. These two attenuation dips were selected as
sensor indicators, denoted by Dip A and Dip B,
for the measurement of the RI and bending
responses of the sensor indicators.

WP-CH2.04

WP-CH2.05

A strain sensitive sensor based on all-fiber
Lyot filter

Pulse compression of Mode-locked
Ytterbium-Doped fiber laser with
diffraction grating pair and chirped mirror

LEE Ju Han*, LIM Geun Weon, KIM Tae yoon,
JUNG Jun Ha, KIM Ji Hwan (서울시립대)
A strain sensitive sensor based on All-fiber Lyot
filter has been presented. A lyot filter is formed
by 45o angle spliced Polarization Maintain Fiber
(PMF) which is placed between two parallel
polarizer. The external strain applied to the Lyot
filter sweeps resonance dip. The measured
sensitivity of the sensor is found to be 0.01041
nm/με.

KIM Tae yoon, JUNG Jun ha, LIM Geun
weon, LEE Ju Han* (서울시립대)
We propose a microfiber interferometer with
Mxene based on photothermal effect. The
photothermal effect of the Mxene is excited by
a control light passing through the microfiber.
The spectral shift rate is about 0.024 nm/mW.
The proposed all-fiber phase shifter has a high
potential in all-fiber signal control applications.

WP-CH2.06 발표취소

LEE Sang Won, KIM Ji Su, KWON Yong
Soon, GENE Jin Hwa, JEON Min Yong* (충
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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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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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수) 포스터 발표Ⅰ
WP-CH3

17:15~17:45

WP-CH3.01

WP-CH3.02

WP-CH3.03

12 channel DBR-EAM supporting PAM4
signal of 50 Gbps/wavelength

광대역 파장가변 동작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히
터기반 DBR-LD
Microheater-based DBR-LD supporting
wide tuning operation

공정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폴리머 광도파로 방
향성 커플러의 설계 및 제작

KWON Oh-Kee*, LEE Chul-Wook, KIM KiSoo, HAN Young-Tak (ETRI)
We report an O-band tunable DBR-EAM LD
capable of supporting a 50 Gbps signal per
wavelength. Clear PAM4 eye openings with an
outer ER of > 6 dB and a TDECQ of < 3dB for 12
channels with the SMSR of >35 dB were
demonstrated.

포
스
터
Ⅰ

LEE ChulWook*, KWON Oh Kee, KIM
Kisoo (ETRI)
We report a microheater-based DBR-LD capable
of supporting a wide tuning operation. The
fabricated LD shows an output power of 5 mW
at the current of 40 mA and a tuning range of
about 40 nm.

OH Mincheol*, CHUN Kwon-Wook, LEE
Eun-Su, JIN Jinung (부산대)
폴리머 광-IC 칩을 이용한 LIDAR, 광전류센서,
optical switch 또는 VOA와 같은 다양한 광학 센서
또는 광학 장치를 드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IC
칩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광학 부품인 방향성 커
플러(directional coupler)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광
분배 비 특성이 결정된다. 이론적인 요인으로는 광도
파로를 구성하는 코어와 클래딩 물질의 굴절률, 커플
링 길이, 그리고 커플링 시킬 코어 사이의 간격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 추가되는 요인으로는 코어의
두께와 너비의 공정 오차가 있다. 본 연구는 공정 오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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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CH3.04

WP-CH3.05

WP-CH3.06

나노 스케일 3D 프린팅을 활용한 마이크로옵
틱 마하젠더 간섭계형 필터 제작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 기반의 다중대
역 광전송용 초광대역 고밀도 광빗살 필터

열광학 효과를 이용한 듀얼 트렌치형 VOA

LEE Min Ho, YOON Na Rae, DO Han
Myeong, LEE Chan Woo, JUNG Gu In,
PARK Jae Hyeon, HWANG Jun Ho, LEE Jong
Hoon*, SONG Min Je (경북대), SONG Min
Hyup (ETRI), KIM Hyun Deok (경북대)

YOON Na Rae, LEE Min Ho, LEE Chan Woo,
DO Woo Jong, KWON Sung Min, JUNG Gu
In, HWANG Jun Ho, LEE Jong Hoon* (경북
대), SONG Min Hyup (ETRI), KIM Hyun
Deok (경북대)

나노 스케일 3D 프린팅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광경로 제어가 가능한 마이크로옵틱 마하젠더 간섭계
형 필터를 구현하였다.

대용량 초고속 멀티밴드 신호전송을 위한 초광대역 고
밀도 광빗살(Optical comb)필터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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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Jae-Jun (전남대), JEONG i-Won, KIM
Ri-Ra (전남대, PPI Inc.), CHO Na-Ri, KIM
Wan-hoon, KIM Su-Yong, PYO Jin-Gu (PPI
Inc.), KIM Jin-Bong* (전남대, PPI Inc.)
본 연구에서는 기존 PLC에 트렌치를 형성하여 폴리머
를 충진한 구조의 VOA를 테스트하였다. 구조상 트렌
치의 규격은 소자 성능에 최적화하여 설계하였고 싱
글, 듀얼 트렌치 형태로 각각 제작하여 성능을 비교하
였다.

6월 2일(수) 포스터 발표Ⅰ
WP-CH4

17:15~17:45

WP-CH4.01

WP-CH4.02

WP-CH4.03

Comparative analysis of laser-induced
optical breakdown effects on different
color porcine skin tissue

Chemo-photothermal therapy with SN38
and PEGylated Gold nanorods for
enhancement of colon cancer treatment

KIM Hyeonsoo, KANG Hyun Wook* (부경대)

KIM Yeongeun, KIM Hyejin, KANG Hyun
Wook* (부경대)

Tumor
stimulatory
effect
of
photobiomodulation depending on
wavelengths of lasers on colon cancer
through management of proliferation
and angiogenesis

The current study used a 1064 nm Nd:YAG
picosecond laser system in conjunction with
micro-lens arrays (MLA) to evaluate laserinduced optical breakdown effects with
different skin color types. In the histological
analysis, the picosecond pulses generated larger
vacuoles in the white skin tissue.

In this research, SN38 and PEG-GNR (SN38PEG-GNR) were conjugat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by enhancing treatment
effects with chemo- and phototherm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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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Hyejin, KIM Yeongeun, KANG Hyun
Wook* (부경대)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umor
stimulatory
effect
under
photobiomodulation was conducted.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photobio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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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CH4.04

WP-CH4.05

WP-CH4.06

Structural analysis of laser-induced scar
tissue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

Effect of residual air trapped in balloon on
circumferential laser ablation

Real-time investigations of multi-microbial
biofilm formation with microfluidic device

MAKNUNA Luluil, KANG Hyun Wook* (부
경대)

LIM Seong Hee, GIA Truong Van, KANG
Hyun Wook*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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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effective approach to classify and characterize
the pathological features of the laser-treated
tissue for the objective histological analysis.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thermal effects of the residual air trapped in the
balloon on circumferential laser treatment. The
proposed procedure could be a feasible method
to effectively remove air trap for achieving
uniform coagulation for the tubular stenosis
treatment.

KANG Hyun Wook*, TRAN Van Nam, KHAN
Fazlurrahman, HAN Won, TRUONG Van Gia,
KIM Young Mog, SHIN Joong Ho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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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teria were cultured in the channel
under two flow rates for 24 hours to investigate
bacterial adhesion and biofilm formation.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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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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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수) 포스터 발표Ⅰ
WP-CH5

포
스
터
Ⅰ

17:15~17:45

WP-CH5.01

WP-CH5.02

WP-CH5.03

유사열광원을 이용한 2-D 고스트 이미징
Study on a 2-D Ghost Imaging System
Using Pseudo-thermal Light

A Study on Improvement of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Performance Using LowSidelobe Level Optical Phased Array

플렌옵틱 현미경을 위한 3차원 분해능 시편

KIM Junhyeok, HWANG
Gyuseong* (KAIST)

CHO

SUNG Hyuk-Kee*, NGUYEN Anh-Hang,
CHO Jun-Hyung, JEONG Hyo-Sang (홍익대)

Ghost imaging is a new imaging technique by
means of intensity mutual-correlation of two
light eams. We describe ghost imaging
algorithm based on correlation or compressed
sensing and deal with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constructed ghost images from a classical
imaging system consisting of pseudo-thermal
light.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OWC)
technology using optical phased array can
achieve high-speed and high-safety operation in
data transmission. However, high side lobe level
(SLL) leads to the high potential of being
attacked by adversary receivers. We proposed a
low SLL OPA achieved by Taylor window
amplitude distribution and achieved a decrease
of 77% in the attacking area by adversary
receivers.

WP-CH5.04

WP-CH5.05

WP-CH5.06

LED 스크린용 원통형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Moiré 패턴 억제

용액 공정을 이용한 고종횡비를 갖는 원통형 마
이크로 렌즈 제작

PARK Jongwoon*, LEE Jinyoung, KIM Gieun,
CHOI Jiho, HONG Songeun (한국기술교육대)

PARK Jongwoon*, LEE Jinyoung, KIM Gieun,
HONG Songeun, CHOI Jiho (한국기술교육대)

광열 효과로 제어되는 바나듐 이산화물 박막 기
반 전자 소자의 상전이 온도에 따른 전류 스위
칭 특성 변화 추정

We have fabricated an anti-Moiré filter for LED
screens by coating of high-density cylindrical
microlens array (CML array) using a multi-array
needle module. It is shown that the Moiré
patterns still exhibit in the parallel-type filter,
whereas they disappeared completely by the
grid-type filter.

To fabricate high-performance optoelectronic
devices, the cylindrical microlens (CML) with
high aspect ratio is required. we propose facile
solution-based processes using slot-die and
needle coatings to fabricate the CML. Slot-die
coating provides the CML with lower aspect
ratio due to the wide spread of solution along
the hydrophilic head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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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ihoon*, LEE Mun Seob, SON Dong
Hoon, KIM Sang Yun, PARK Ji Won (ETRI)
본 연구에서는 건식 식각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3차원
샘플로서 디자인과 비슷한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시
편으로 막대의 짧은 길이를 기준으로 수평 분해능
(5~24um)과 축 분해능(70nm~2.4um)에 샘플을
제작하였다.

KIM Jihoon, CHOI Sungwook, HAN Jinsil,
LEE Yong Wook* (부경대)
We scrutinized the current swit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hase transition (PT)
temperature in a two-terminal device based on
vanadium dioxide thin film controlled by
photothermal effect. The device was modeled
using commercial software and analyzed
numerically. It was found that the switching
performance improved as PT temperature
increased.

6월 3일(목) 포스터 발표 Ⅱ
TP-CH1

15:50~16:15

TP-CH1.01

TP-CH1.02

TP-CH1.03

딥러닝을 이용한 분포형 음파 측정장비 기반 중
장비 공사이벤트 탐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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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 광무선통신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GSM 변조기법

LEE Young-Wuk*, LEE Hyun-Jeong, PARK
Ju-Hee, PARK Kun-youl (KT)

KIM JINYONG*, KIM Byung-Wan (한화시스템)

DAS 기술은 레일리 후방 산란된 빛의 간섭결과를 측
정하여 외부 진동원의 위치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침입탐지 등의 여러 응용 분야
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광 선로에 인가되는 중장비로
인한 외부 진동을 탐지하여 지중 선로에 대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중장비 공사이벤트
탐지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CNN 구조를 이용하여 공
사이벤트 분류의 정확도가 95%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딥러닝 기반의 원격 공사 탐지가 가능하
여 선로피해예방에 활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광수신기는 수광광학부와 레이
저신호처리부, 수신기하우징으로 구성되며, 시야각
120o 이상, 10uW 이상 레이저 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광학 렌즈 5개를 사용하고, 수광 면적이 넓은 검출기를
사용하여 120o 수신 범위를 커버하도록 설계하였고, 2
단 증폭기와 비교기,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사용하여 10uW 이상 수신이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신체 부위에 장착 및 운용이 용
이하도록 저전력, 초소형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기 때
문에 소모전력이 매우 낮고, 부피는 약 10cm3 이하다.

TP-CH1.04

TP-CH1.05

Effect of spectral profiles of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n color purity
투과율 및 반사율 스펙트럼 프로파일의 색 순도
에 대한 영향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
미터

KIM Junhyeong, JUNG Incheol, KIM
Hyeonwoo, KWAK Hojae, LEE Kyu-Tae* (인
하대)
We study effects of a center wavelength, a
bandwidth, and a spectral profile of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n a purity of
both additive and subtractive colors in
transmission and reflection.

TP-CH2

KIM Jongin, KIM Junghyun (KOPTI), HONG
Sung-Hoon* (전남대)
GSM modulation technique are the latest
efficient technology for MIMO systems due to
their high transmission efficiency, but they have
the disadvantage of complicated compu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lgorithm with low
computation while having the same
performance compared to GSM modulation
technique.

SEO Hyejin*, JO Jaemin, PARK Hyeji (계명대)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분광기술을 기반으로 물속의
수은 농도 측정이 가능한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
은 센서용 스펙트로미터를 제작하였다. 수은 센서는
플라스틱 광섬유 중앙의 직사각형 홀에 로다민 유도체
를 삽입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안된 스펙트로미터
는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스마트폰 내장 LED와 카메라
를 각각 광원과 광 검출기로 사용한다. 실험 결과, 제안
된 홀 기반 플라스틱 광섬유 수은 센서용 스펙트로미
터로 물속의 수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15:50~16:15

TP-CH2.01

TP-CH2.02

TP-CH2.03

CoPS3 포화흡수체를 이용한 광섬유 기반
Q-Switching 레이저

Visual quality enhancement of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reconstruction
image using preprocess and photon counting

Fog removal using Fuzzy theory

OH Kyunghwan*, JEONG Sunghoon (연세대)
여러 종류의 광섬유에 이차원 포화수포체를 부착하여
초고속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톨루엔에 녹인 작은 CoPS3 덩어리를 광섬
유 끝단면에 부착한 후, 전기 아크와 레이저 박리를 이
용하여 광섬유 코어에 작은 겹의 CoPS3 포화흡수체
를 만들었다. Erbium 기반 all-fiber ring cavity에서
980nm 파장 펌프 레이저를 작동하면, CoPS3 포화흡
수체로부터 중심 파장이 1602.9nm, 펄스 폭이 18.6
μs, 간격이 61.84 μs인 Q-Switching 펄스 레이저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LEE Jiheon (한경대), KOO Jungsik, PARK
Jiyong (GERI), CHO Myungjin* (한경대)

TP-CH2.04

TP-CH2.05

마이크로 소자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플렌옵틱
현미경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depth illusion
and angular resolution in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technique

LEE Munseob*, SON Dong Hoon, KIM
Chihoon, KIM Sang YunPARK Jiwon (ETRI)
플렌옵틱 기술은 렌즈 또는 센서의 배열을 통해 4D 라
이트필드를 얻을 수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마이크로렌즈어레이 (Micro lens array)
방식의 플렌옵틱 영상획득 기술은 한번의 영상획득으
로 4D 라이트 필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
고 기존 광학계의 변화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x10 배율 현미경에 적
용하기 위해 상용 마이크로렌즈어레이를 선정하고
90fps의 프레임속도와 5120x5120의 해상도를 가
지는 플렌옵틱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복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age enhancement
technique for photon counting image using
histogram matching. Conventional photon
counting imaging may not enhance the visual
quality of the reconstructed image under severely
photon-starved conditions. In contrast, our
method can improve the visual quality of the
reconstructed image even under severely photonstarved conditions because of histogram
matching. To prove our method, we implemented
optical experiments.

LEE Jiheon (한경대), KOO Jungsik, PARK
Jiyong (GERI), CHO Myungjin* (한경대)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fog removal
technique in Fourier domain using Fuzzy theory.
In conventional fog removal method such as
peplography, fog may be estimated by statistical
method such a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n, conventional peplography remove the fog
and detect the ballistic photons by photon
counting imaging. However, it may not be a
solution for removing fog. In contrast, our
method can remove the fog more efficiently
because we measure the intensity of fog and
construct the optimum Fourier mask by Fuzzy
theory. Therefore, our method can obtain the
reconstructed image with better visual quality.

KIM Nam*, DASHDAVAA Erkhembaatar,
KHUDERCHULUUN Anar, SHIN Chang-won,
WU Hui-Ying (전북대), KANG Hoonjong (원
광대)
We implement two main tasks in the development
of hologram synthesis method in holographic
stereogram printing. One task is to adopt ray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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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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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H3

15:50~16:20

TP-CH3.01

TP-CH3.02

균일하게 놓여있는 나선 배향 콜레스테릭 액정
과 결합한 측면연마광섬유 기반의 파장 가변 노
치 필터

32채널 광위상배열 3D LiDAR 모듈의 성능
Performance of 3D LiDAR Module Based
on 32Ch Optical Phased Array

KIM Young Seo, AHN Soyeon, YANG Jiyeon,
KIM Jong-Hyun, JEON Min Yong* (충남대)

JU SeongHyeon*, YOON Sun-Woong, HONG
Jung-Ho (i3system.inc), LEE Sang-Shin (광운
대), OH Min-Cheol (부산대), KO Sung-Yong,
KIM Young-Ho, JUNG Han (i3system.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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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about the 3D LiDAR module based on
optical phased array. That mudule is composed of
a Tx with 32Ch SiN-Polymer hybrid OPA and Rx
with 16x16 Gm-APD. The performance and
feasibility of the 3D LiDAR was corroborated as
displaying a LiDAR imaging of up to 10m.

TP-CH3.04

TP-CH3.05

TP-CH3.06

Near-infrared
tunable
metasurface
holograms based on phase change material

Reduced graphene oxide incorporated
Fresnel zone plate based on multi-step
Fs-laser writing

온도에 따른 세슘 필터 연구

LI Hongliang, ZHOU Changyi, LEE Sang-Shin*
(광운대)
The metasurfaces-based hologram is widely
used to display the desired images. In this work,
the near-infrared tunable metasurface hologram
based on phase change material Ge-Sb-Se-Te
shows a clear figure as expected when the
materials work at an amorphous state, and the
image almost vanished when the state is
switched.

TP-CH4

포
스
터
Ⅱ

TP-CH3.03 발표취소

JIANG Shiru, PARK Chul-Soon, LEE Woo-Bin,
LEE Sang-Shin* (광운대)
An efficiency-enhanced reduced graphene oxide
(rGO) Fresnel zone plate (FZP) with high resolution is
proposed relying on a new photoreduction strategy
of GO named multi-step Fs-laser writing. The new
method can maintain the smallest linewidth of the
rGO pattern along with a tunable photoreduction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high transmission
difference between binary zones of FZP can appear
with the smallest linewidth, which determine the
focusing efficiency and resolution, respectively.

OH Kyunghwan*, KIM Seokjin, LEE Mingyu,
SONG Sanggwon, LEE Yong Soo (연세대)
The effect of cesium cell temperature on cesium
band pass filter is studied experimentally. The
magnetic field is 557 Gauss and the angle
between direction of magnetic field and beam
propagation is 60 degrees.

15:50~16:15

TP-CH4.01

TP-CH4.02

TP-CH4.03

Application of blue light on tracheal
stomal stenosis post-tracheostomy

Sensitivity Enhancement for Biosensor
Using Dual-loop Optoelectronic Oscillator

LEE Yeachan (부경대, 고신대), KIM Hyunsoo
(부경대), LEE Hyoung Shin (고신대), KANG
Hyun Wook* (부경대, 고신대)

조준형, NGUYEN Anh Hang, 배호준, SUNG
Hyuk-Kee* (홍익대)

광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생체 내 제브라피쉬
안구 전방 이미징
In-vivo Zebrafish anterior chamber Imaging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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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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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vel biosensor based on a dual-loop
optoelectronic oscillator is proposed and
evaluated theoretically. The sensor can detect
the refractive index change of a target material
by the change of the frequency spacing of
oscillation modes owing to the optical
interference of the dual loop. By adjusting the
length of the dual-loop at 1:1558 ratio, we
achieved the maximum sensitivity improvement.

TP-CH4.04

TP-CH4.05

Effect of Asymmetric Correlations in Freespace Reference Frame 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광감쇄기 집적 무선 양자키분배용 6채널 코히
어런트 광원

LIM Kyongchun, CHOI Byung-seok, BAEK Ju
Hee, KIM Minchul, CHOE Joong-Seon, KIM
Kap-Joong, KO Young-Ho, YOUN Chun Ju*
(ETRI)
In this paper, we first theoretically analyze
relationships of the correlations in practical
scenario where they are asymmetric. And then,
we report that this brings fluctuation of the
security parameter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RFI QKD. In order to verify
theoretical results, we implement a free-space
RFI QKD system and shows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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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Byung-Seok*, 백주희, 임경천, 김민철,
최중선, 고영호, 김갑중, 윤천주(ETRI)
양자암호 기술을 이용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의 구
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를 실용적인 수준
에서 구현하기 위해 집적화 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적화된 편광 부호
화 송신부 모듈 구현에 필요한 구성 요소인 레이저 다
이오드 어레이와 광감쇄기를 집적화한 광원 모듈을 제
작하는데 있어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
아보고, 제작된 모듈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집적화 송신부의 형상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KIM Daeyu*, JO Hangchan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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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목) 포스터 발표 Ⅱ
TP-CH5

15:50~16:20

TP-CH5.01

TP-CH5.02

TP-CH5.03

CFBG를 이용한 깊이 프로파일 기법

대면적 스캔 렌즈를 이용한 광학 프로파일러 개발

LEE Seung Seok, CHOI Eun-Seo* (조선대)

LEE Seung Seok, MA Hye Jun, CHOI EunSeo* (조선대)

광자결정 광섬유 기반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이
용한 압력측정

본 연구에서는 CFBG를 기반으로 하는 간섭계를 구성
하고 발생되는 간섭 신호의 특징과 이 특징을 이용하
여 깊이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광섬유 프로파일러로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
인 CFBG의 용도와는 달리 CFBG를 광섬유 마이켈슨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활용하였다. 제한한 간섭계는
기존의 분광계로 인해서 제한되는 측정 가능한 최대
깊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한 CFBG의 길이에 해당
되는 깊이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었다.

CHOI Sungwook, KIM Jihoon, HAN Jinsil, LEE
Yong Wook* (부경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면적
렌즈를 이용한 광학 프로파일러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광학 설계를 통하여 180 mm 스캔이 가능한 스캔
렌즈를 제작하였고, 광섬유 기반의 간섭계의 샘플단
에 장착시켜 광학 프로파일러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개발된 렌즈를 통해 180 mm 폭을 가지는 샘플
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파일러를 이
용해 다양한 대면적 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This paper proposes a pressure sensor system
that is insensitive to the temperature in which a
long-period fiber grating is imprinted on a
polarization-maintaining photonic crystal fiber
using a CO2 laser. The manufactured sensor
system employs two indicators that depend on
the input polarization, enabling accurate
pressure detection.

TP-CH5.04

TP-CH5.05

TP-CH5.06

Development of a dual-layer optoacoustic
transmitter for strain measurement

Planckian Locus 범위에서 CCT조절형 형광
체 LED와 단일파장 LED의 S/P ratio와 연색특
성 시뮬레이션 연구

Efficient amplification for diode-pumped
alkali amplifier

BAAC Hyoung Won*, PARK Kyukwan, SANG
Pilgyu, WON Sangmin (성균관대)
We develop a dual-layer nano-composite
optoacoustic transmitter that has a central
silicone film sandwiched by two light-absorbing
layers. Under pulsed laser irradiation, this
structure generates two consecutive ultrasound
pulses whose temporal gap can be modulated
sensitively by thickness variation of the central
silicone film. As a feasibility test, we characterize
optoacoustic signal outputs under a lateral
stretching condition, and confirm a measurable
range of given strain.

RYU Uh-Chan*, KIM Jong-Oh (부경대)
In this study, the color property and S/P ratio are
presented within the range of Planckian Locus
through simulations of spectral combinations at
2700 K, 6500 K, and a single LED.

LEE Mingyu, KIM Seokjin (연세대), RYU
Siheon, YEOM Dong-Il (아주대), OH
Kyunghwan* (연세대)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알칼리 증기 셀에서 발생하는
강한 자발적 방출 증폭(ASE)과 시드광의 증폭율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고온에서 ASE와 시드광 증폭
변화를 동시에 관측하기 위하여 시드광 시간 변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1mW 시드광 출력, 1.2W 여기
광 출력 및 140℃에서 700mW의 증폭된 출력을 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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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H1-.002

KIM Jihoon

KIM Ji-won

W2B-I.04

T1E-II.02
TP-CH3-.003

KIM Sungil

WP-CH1-.005

KIM Sung-Man

WP-CH1-.003

KIM Jong-Hyun

TP-CH3-.001

KIM Su-Yong

WP-CH3-.006

KIM Jongin

TP-CH1-.003

KIM Tae yoon

WP-CH2-.003

KIM Jong-Oh

TP-CH5-.005

KIM Tae yoon

WP-CH2-.004

KIM Joon Hyun

W2D-II.02

KIM Teun-Teun

T2G-II.01

KIM Jungho

W2C-II.04

KIM Wan-Choon

WP-CH3-.006

KIM Junghyun

TP-CH1-.003

KIM Yeongeun

WP-CH4-.002

KIM Jungwon

T2B-II.01

KIM Yeongeun

WP-CH4-.003

KIM Junhyeok

WP-CH5-.001

KIM Yeonhwa

W1C-I.03

KIM Junhyeong

TP-CH1-.004

KIM Yeonhwa

W2C-II.05

KIM Kap Joong

W1C-I.02

KIM Kap-Joong

TP-CH4-.004

KIM Yonghan

F2G-IV.03

KIM Kihyuck

T2F-II.03

KIM Yonghan

T2G-II.03

KIM Kihyuck

F2B-III.02

KIM Yonghan

T2G-II.04

KIM Kisoo

WP-CH3-.002

KIM Yong-Jin

T2F-II.04

KIM Ki-Soo

WP-CH3-.001

KIM Yong-Su

F1H-I.02

KIM Kyujung

T1E-II.02

KIM Yoonhee

T1E-II.01

KIM Mi-Hyun

TP-CH3-.003

KIM Young Mog

WP-CH4-.006

KIM Minchul

TP-CH4-.004

KIM Young Seo

TP-CH3-.001

KIM Yong Hyun

T2B-II.03

KWON Sung Min

WP-CH3-.005

KWON Yong Soon

WP-CH2-.005

L
LEE Chan Woo

WP-CH3-.004

LEE Chan Woo

WP-CH3-.005

LEE Chang Bum

T2C-IV.04

LEE Changwon

F2B-III.04

LEE ChulWook

WP-CH3-.002

LEE Chul-Wook

WP-CH3-.001

LEE Ensu

F1C-V.02

LEE Eun Kyung

T2C-IV.04

LEE Eunjoo

F2H-II.02

LEE Eun-Su

W2C-II.02

LEE Eun-Su

WP-CH3-.003

LEE Gyeongjun

W2C-II.04

LEE Hanul

W1D-I.02

LEE Hyeontaek

W1D-I.02

LEE Hyeonwoo

WP-CH2-.006

LEE Hyeung Joo

WP-CH2-.006

LEE Hyoung Shin

TP-CH4-.001

LEE Hyukjae
LEE Hyun-Jeong

T2F-II.02
TP-CH1-.001

KIM Moohyuk

T1G-II.01

KIM Youngho

KIM Moohyuk

F1H-I.03

KIM Young-Ho

TP-CH3-.002

LEE Jaewon

F1G-III.01

KIM Myoungjin

W2F-I.01

KO Sung-Yong

TP-CH3-.002

LEE Ji San

T2C-IV.04

KIM Myung-Ki

T1G-II.01

KO Young-Ho

W1C-I.02

LEE Jiheon

TP-CH2-.002

KIM Myung-Ki

F1H-I.03

KO Young-Ho

TP-CH4-.004

LEE Jiheon

TP-CH2-.003

KIM Nam

W2D-II.02

KOO Joonhoi

W2B-I.03

KIM Nam

W1D-I.03

KOO Jungsik

TP-CH2-.002

LEE Jinyoung

WP-CH5-.004

KIM Nam

TP-CH2-.005

KOO Jungsik

TP-CH2-.003

LEE Jinyoung

WP-CH5-.005

F1G-III.01

KWAK Hojae

TP-CH1-.004

LEE Jong Hoon

WP-CH3-.004

KWON Ki-Chul

W1D-I.03

LEE Jong Hoon

WP-CH3-.005

KIM Nayeon
KIM Ri-Ra

WP-CH3-.006

W2F-I.01

LEE Jae-Sang

LEE Jinho

T2F-II.04

F2B-III.03

KIM Sang Yun

T2F-II.01

KWON Min

F1G-III.03

LEE Jong-Won

W2B-I.02

KIM Sang Yun

WP-CH5-.003

KWON Min

W2D-II.03

LEE Joon Ki

T1A-II.01

KIM Sang Yun

TP-CH2-.004

KWON Min-Suk

T1C-III.04

LEE Joon Ki

T1A-II.03

KIM Sanghyeon

T1C-III.02

KWON Min-Suk

F2G-IV.03

LEE Jooyoung

W2F-I.01

KIM Sanghyeon

W2F-I.02

KWON Min-Suk

T2G-II.03

LEE Joungmoon

T1A-II.04

KIM Sangin

W1C-I.04

KWON Min-Suk

T2G-II.04

LEE Joungmoon

WP-CH1-.001

KIM Sangin

T1C-III.05

KWON Oh Kee

WP-CH3-.002

LEE Joungmoon

WP-CH1-.002

KIM Seokjin

TP-CH3-.006

KWON Oh-Kee

WP-CH3-.001

LEE Joung-moon

KIM Seokjin

TP-CH5-.006

KWON Su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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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III.03

LEE Ju Han

W1A-I.03
WP-CH2-.003

LEE Wonhyuk

F2H-II.02

OH Kyunghwan

TP-CH2-.001

F2B-III.03

LEE Woo-Bin

T2C-IV.02

OH Kyunghwan

TP-CH3-.006

LEE Junghwan

T2F-II.03

LEE Woo-Bin

F1C-V.04

OH Kyunghwan

TP-CH5-.006

LEE Junghwan

W2B-I.03

LEE Woo-Bin

TP-CH3-.005

OH Kyunghwan

F1H-I.02

LEE Junsu

T2F-II.03

LEE Yeachan

TP-CH4-.001

OH Mincheol

W2C-II.02

LEE Junsu

F2B-III.02

LEE Yong Soo

TP-CH3-.006

OH Mincheol

F1C-V.02

LEE Junsu

W2B-I.03

LEE Yong Wook

WP-CH2-.002

OH Mincheol

WP-CH3-.003

LEE Jyung Chan

T1A-II.03

LEE Yong Wook

WP-CH5-.006

OH Min-Cheol

TP-CH3-.002

LEE Kanghee

F2G-IV.01

LEE Yong Wook

TP-CH5-.003

OH Sung Suk

T1E-II.01

LEE Kang-in

W2B-I.04

LEE Yoon Bum

OH Ye-jin

W2B-I.04

LEE Kwanghyun

F2B-III.02

LEE Young-Wuk

W1A-I.01

OTSUKA Tatsuhiro

T2C-IV.04

F2G-IV.01

LEE Young-Wuk

W1A-I.02

LEE Kyu-Tae

TP-CH1-.004

LEE Young-Wuk

TP-CH1-.001

LEE Min Ho

WP-CH3-.004

LI Hongliang

F1C-V.04

LEE Min Ho

WP-CH3-.005

LI Hongliang

TP-CH3-.004

LEE Mingyu

WP-CH2-.006

LIM Geun weon

WP-CH2-.003

LEE Mingyu

TP-CH3-.006

LIM Geun Weon

WP-CH2-.004

LEE Mingyu

TP-CH5-.006

LIM Hae Gyun

W1E-I.02

LEE Mun Seob

WP-CH5-.003

LIM Hyang-Tag

F1H-I.02

LEE Munseob

TP-CH2-.004

LIM Jinha

T1C-III.02

LEE Myung-Jae

F1C-V.01

LIM Jinha

W2F-I.02

LEE Sang Won

WP-CH2-.005

LEE Ju Han

WP-CH2-.004

LEE Ju Han

LEE Kyungmin

T1E-II.01

LIM Kyongchun

TP-CH4-.004
WP-CH4-.005

LEE Sangjun

W1C-I.04

LIM Seong Hee

LEE Sangjun

T1C-III.05

LIM Yongjun

W1D-I.04

LEE Sang-Shin

T2C-IV.02

LINGANNA Kadathala

F2B-III.04

LEE Sang-Shin

F1C-V.04

LEE Sang-Shin

TP-CH3-.002

LEE Sang-Shin

TP-CH3-.004

LEE Sang-Shin

TP-CH3-.005

LEE Seojoo

F2G-IV.01

LEE Seung Seok

TP-CH5-.001

LEE Seung Seok

TP-CH5-.002

M
MA Hye Jun
MAI Vuong
MAKNUNA Luluil
MIN Bumki

PARK Chang Hoon

F1H-I.02

PARK Chul-Soon

F1C-V.04

PARK Chul-Soon

TP-CH3-.005

PARK Eun-ji

W2B-I.04

PARK Gyeong Cheol

T1A-II.01

PARK Gyeong Cheol

T1A-II.03

PARK Heuk

T1A-II.03

PARK Hong-Gyu

W1C-I.01

PARK Hong-Gyu

T1G-II.03

PARK Hyeji
PARK Jae Hyeon

TP-CH1-.005
WP-CH3-.004

F2G-IV.01

W1A-I.04

PARK Ji Won

WP-CH5-.003

WP-CH4-.004

PARK Jinwoo

T1A-II.04

F2G-IV.01

PARK Jinwoo

WP-CH1-.001

PARK Jinwoo

WP-CH1-.002

NAEEM Khurram

F2B-III.04

LEE Seungwoo

F1G-III.01

NAM Oh-Seung

W1D-I.03

LEE Seungwoo

F1G-III.02

NAM Seunggoo

WP-CH1-.005

LEE Seungwoo

F1G-III.03

NGUYEN Anh Hang

TP-CH4-.002

LEE Seungwoo

F1G-III.04

NGUYEN Anh-Hang

WP-CH5-.002

LEE Seungwoo

W2D-II.03

LEE Seungwoo

W1D-I.04

LEE Sunghun

F2B-III.02

O

OH Kyunghwan

F1H-I.03

PARK Jagang

N

OH Hoseok

PARK Byoung Jun

TP-CH5-.002

W1A-I.02

LEE Seungmin

T1G-II.01

TP-CH3-.003

W1A-I.01

T2F-II.04

PARK Byoung Jun

PARK Jaegyu

NA Sangwan

LEE Seung-Jin

P

PARK Jin-woo
PARK Jiwon

TP-CH2-.004

PARK Jiyong

TP-CH2-.002

PARK Jiyong

TP-CH2-.003

PARK Jong-seon

W2B-I.04

PARK Jongwoon

WP-CH5-.004

PARK Jongwoon

WP-CH5-.005

PARK Juhee
W1A-I.01

W1A-I.03

PARK Ju-Hee

W1A-I.02
TP-CH1-.001

WP-CH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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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un-youl

TP-CH1-.001

SON Dong Hoon

WP-CH5-.003

PARK Kyukwan

TP-CH5-.004

SON Dong Hoon

TP-CH2-.004

YOUN Chun Ju
YOUN Jae Hyeong

SON John

F1C-V.03

YU Aran

SON Kyung Hyun

T2C-IV.04

YU Nan-Ei

F1H-I.03

SONG Jin-Dong

T2C-IV.03

PARK Sung Hun

F1G-III.04

SONG Joohyung

W1C-I.04

PARK Tae-Hyun

W2C-II.01

SONG Juhyung

T1C-III.05

PARK Minsik
PARK Nam Hun
PARK Nu-Ri

W2D-II.01
W2B-I.01

WP-CH1-.004

SONG Kwang Yong

T2B-II.03

PARK Yeonsang

F2G-IV.02

SONG Kwang Yong

WP-CH2-.001

PARK Young Ho

T2F-II.02

SONG Minhyup

WP-CH1-.005

PYO Hyeon-Bong

T1E-II.03

SONG Min Hyup

WP-CH3-.004

WP-CH3-.006

SONG Min Hyup

WP-CH3-.005

SONG MinJe

WP-CH1-.005

SONG Min Je

WP-CH3-.004

PARK Yeonjae

PYO Jin-Gu
R
RAFAEL Chu

T1C-III.03

RHO Dae-Won

T2C-IV.03

RYU Geunhwan

W1C-I.03

RYU Geunhwan

W2C-II.05

RYU Geunhwan

T1C-III.03

SONG Sanggwon

TP-CH3-.006

SUNG Hyuk-Kee

WP-CH5-.002

SUNG Hyuk-Kee

TP-CH4-.002

T

RYU Siheon

TP-CH5-.006

TRAN Van Nam

W1E-I.03

RYU Uh-Chan

TP-CH5-.005

TRAN Van Nam

WP-CH4-.006

S
SANG Pilgyu

TP-CH5-.004

SEO Dongjun

T1A-II.03

SEO Hosung

F1H-I.01

TRUONG Van Gia

W1E-I.03

TRUONG Van Gia

WP-CH4-.006

W
WON Sangmin

TP-CH5-.004

SEO Hyejin

TP-CH1-.005

WOO Seungwan

W1C-I.03

SEO Jihoon

T1C-III.04

WOO Seungwan

T1C-III.03

SHIM Dong Shik

T2C-IV.04

WU Hui-Ying

SHIM Joonsup

T1C-III.02

SHIM Joonsup

W2F-I.02

SHIM Kyuseok

F2H-II.02

SHIM Yeongseok

F1C-V.03

SHIN Chang Gyun

T2C-IV.04

SHIN Chang-won

TP-CH2-.005

SHIN Dong Jae

T2C-IV.04

SHIN Jang-Uk

W2C-II.03

SHIN Joong Ho

WP-CH4-.006

SIM JaeSik

WP-CH1-.005

SO Jaepil

T1G-II.03

SOHN Ikwon

F2H-II.02

SOHN Youngik

T1C-II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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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H2-.005

Y
YANG Hwanseok

T2F-II.03

YANG Hwanseok

F2B-III.02

YANG Jiyeon

TP-CH3-.001

YEOM Dong-Il

W2B-I.01

YEOM Dong-Il

TP-CH5-.006

YOO Sanghwa

T1A-II.03

YOON Chang Jun

T2F-II.02

YOON Juwon

WP-CH2-.006

YOON Na Rae

WP-CH3-.004

YOON Na Rae

WP-CH3-.005

YOON Sun-Woong

TP-CH3-.002

TP-CH4-.004
WP-CH2-.001
F1H-I.03
T2C-IV.01

Z
ZHOU Changyi

T2C-IV.02

ZHOU Changyi

F1C-V.04

ZHOU Changyi

TP-CH3-.004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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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일자: 2021년 4월 5일(월) ~ 5월 28일(금)까지
▶ 사전등록 방법: 광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공인인증서 필수) 또는 무통장입금
※ 초청 발표 및 구두/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 후 반드시 등록비를 납부해야 사전등록이 완료되오니, 이 점 주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안내: 기업은행 600-034920-04-141 / 예금주명: (사단)한국광학회
※ 무통장 입금 시 행사명과 등록자 성함으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등록 처리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및 결제카드 변경 : 사전등록 기간 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등록 기간 종료 후 환불 및 카드변경 불가)
▶ 학술회의 등록비 안내
- 회

원 :

80,000 원

- 학

생 :

50,000 원

- 비 회 원 :

100,000 원

※ 학술회의 논문집은 web-site (http://www.cooc.org)를 통해 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논문집은 hard copy, CD/USB 등으로 별도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 문의처
COOC 사무국 TEL. 070-4165-3270, E-mail. conference@os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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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운영 안내
논문 발표 관련 안내(초청강연, 구두 및 포스터 세션 발표)
1. 논문 발표 방식
▶ 모든 발표는 녹화 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 발표자 요청 시 승인을 거쳐 학회장 현장
(on-site)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회장 현장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대표 email: laks@gist.ac.kr)에 5월 21일(금)
까지 사전 연락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표 장소를 지정 받아 발표해야 합니다.
▶ 코로나 방역 등의 문제로 인해 학회장 현장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발표 장소를 지정 받지 못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원격 발표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가급적 온라인 발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발표를 포함하여 모든 발표자와 학회 참가자는 필히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발표 안내
▶ 온라인 발표는 사전 녹화 영상을 ZOOM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PPT 파일에 음성을 녹음하여
녹화된 MP4 파일을 사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든 발표 자료의 업로드 마감은 5월 26일(수) 24:00(자정)이며, 기한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발표 파일이 미 제출된 경우 논문 발표가 취소됩니다.
▶ 발표 자료 업로드 링크는 초록 제출 페이지에 있으며, 200MB 크기의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의
크기가 초과되는 경우 이메일(oskosk2014@daum.net)로 개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회의장(ZOOM 링크)은 논문 발표 전일에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초청 논문 발표 안내
▶ 초청 논문은 ‘25분 발표 + 5분 질의 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녹화 영상을 ZOOM으로 공유한 후, 발표자의 온라인 입회 하에 좌장이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 녹화 영상 제작 시 발표 시간(25분 이내)을 준수해 주시고, 발표자는 해당 발표 세션 시작 10분 전 발표장
에 입장하여 세션 좌장에게 고지하고, 발표 후 질의 응답에 참여해야 합니다.
▶ 승인된 현장 발표의 경우 사전 녹화 영상 대신 실시간 발표 영상 공유를 통해 진행하며,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 발표용 PPT에 지정된 포맷은 없습니다.

4. 구두 세션 논문 발표 안내
▶ 구두 세션 논문은 ‘12분 발표 + 3분 질의 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녹화 영상을 ZOOM으로 공유한 후, 발표자의 온라인 입회 하에 좌장이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 녹화 영상 제작 시 발표 시간(12분 이내)을 준수해 주시고, 발표자는 해당 발표 세션 시작 10분 전 발표
장에 입장하여 세션 좌장에게 고지하고, 발표 후 질의 응답에 참여해야 합니다.
▶ 승인된 현장 발표의 경우 사전 녹화 영상 대신 실시간 발표 영상 공유를 통해 진행하며,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 발표용 PPT에 지정된 포맷은 없습니다.

http://www.cooc.org

43

학회 운영 안내

5. 포스터 세션 논문 발표 안내
▶ 포스터 세션은 사전에 제출된 발표 파일을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질의 응답은 저자의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포스터 세션의 경우 지정된 포맷(Download)을 이용하여 5~10장의 PPT 파일을 제작한 후, oskosk2014@
daum.net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파일명은 “Poster_논문번호_저자명_소속.pptx”의 형식에
맞춰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세션은 취합된 PPT 파일을 논문 당 5분간 슬라이드 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개의 온
라인 회의장(ZOOM 링크)에서 분산 진행됩니다.
▶ 포스터용 PPT 파일에 페이지별 설명을 전체 5분 이내로 음성 녹음 후 제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음성
녹음이 없는 경우 슬라이드 쇼에서 각 페이지의 시간은 전체 페이지 수를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임의로 설
정됩니다.
▶ 개별 논문의 온라인 회의장(ZOOM 링크) 배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일반 참가자, 좌장 및 운영본부 안내
1. 일반 참가자 안내
▶ 학회 일반 참가자는 발표 세션에 해당하는 ZOOM 링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의장에서 발표를 시청하고,
온라인 회의장의 채팅 및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여 질의 응답에 참여합니다.
▶ 온라인 회의장(ZOOM 링크) 입장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며, 이메일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2. 좌장 안내
▶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발표 세션에 해당하는 ZOOM 링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의장에서 세션을 총괄합니다.
▶ 좌장은 세션 시작 10분 전에 입장하여 발표자의 입장과 발표 영상을 확인하고, 발표 및 질의 응답을 진행
합니다.
▶ 온라인 회의장에 배치된 운영요원(호스트)이 발표자의 발표에 맞게 사전녹화 영상 플레이와 화면 공유 권한
부여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발표 진행을 보조합니다.

3. 운영 본부 안내
▶ 학회 기간 운영 본부는 부산 한화 리조트에 설치 및 운영됩니다.
▶ 개회식, 총회 강연은 현장 중계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COOC 2021 사무국
conference@osk.or.kr (Tel.) 02-3452-6560 (내선번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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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안내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21)
- 장 소: 한화리조트 해운대 (전화: 051-749-5500)
-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52(우동 1410-3)

숙박 예약 문의
- 숙박예약기간: 2021.06.02(수) ~ 06.04(금) 까지
- 한화리조트 예약 문의 담당자: 김귀학 대리
- 전화: 010-8820-9866
- 이메일: hwdbk@hanwha.com
(예약은 학술회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접수 시 예약자 이름, 소속, 연락처, 투숙기간, 룸 타입, 투숙인원, 객실 수를 꼭 명시하여
주셔야하며, 이메일 송부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접수확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접수확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05월 26일까지 접수된 예약에만 적용됩니다.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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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한화리조트 숙박 및 이용 안내

Room/Type

Rate(KRW)

Breakfast

Family

130,000

Excluded

- 상기 요금은 2021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투숙하시는 학회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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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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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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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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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G QSFP-DD

100G QSFP28

50G QSFP56

400G OSFP

800G OSFP

100G CFP2 DCO

Optical Vector Analyzer
Optical Backscatter Reflectometer
Optical Distributed Sensor Interrogator

Insertion Loss & Return Loss Meter
Multichannel Optical Power Meter

Multiple Application Platform
(Attenuator, Light Source, Power Meter, Switch)

High power VCSEL
& System Package

355nm, 532nm, 1064nm
High Power Laser Source

Leading Optical Solution Provider

Ultra-Narrow Tunable Filter
Electrical Pulse Generator

Fiber Geometry System
Interferometric end face inspection for fibers

High Resolution Optical Spectrum Analyzer
Optical Complex Spectrum Analyzer

High power CW and Pulsed
Fiber Laser for LiDAR

800G QSFP-DD

200G QSFP56

25G SFP28

UV(375nm – 405nm)
Visible(450nm – 690nm)
NIR, MIR, FIR Laser Diode

400G QSFP-DD

Fiber Optic Distributed
Temperature (DTS) & Strain (DSS)

Rework Station
Sub-Micron Bonder

High speed VCSEL (up to 28Gbps)
& PD/ APD Array

High Power FBG Reflector
FBG, CFBG Pulse Stretcher

Silicon Backplane
SLM

Micro Optic element
VBG, FAC, DOE

High Speed & Precision Scanner
Beauty Galv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D-908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www.panoptics.net
Tel. 0502-702-9999, Fax. 0502-703-9999, www.panoptics.net

● 광통신 장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 부품 및 나노 스케일의 광학 구조 설계 분석
● 나노 텍스쳐 광학 구조의 설계 및 회절 분석 지원
● 반도체 제조 및 파동광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 CODE V와 LightTools와 호환 가능

RSoft

LightTools

RSoft

1. 모델링
Rsoft를 활용하여 μLED Chip 구조 및 재질 모델링

1. 모델링
Rsoft를 활용하여 CMOS Image Sensor 및 나노 AR 구조 모델링

2. 시뮬레이션
LED Utility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과정 간소화
1) 광원: 지정한 영역 내에 광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배치
2) 편광: X, Y, Z 방향에 대해 개별 효율 및 광 분포 자동 시뮬레이션

2. 시뮬레이션
Cell로 입사하는 광 효율 및 Crosstalk 확인
BSDF(Bidirectional Scattering Distribution Function)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사 및 투과되는 빛 검출

최적의 광 효율을 추출할 수 있도록 패턴의 크기, 모양 및 위치 등 최적화
3. 결과
향상된 광 추출 효율, 배광 분포의 Ray Data를 LightTools에 적용하여
μLED Display의 시야각 휘도 및 색좌표 분석

3. 결과
향상된 광 효율 및 Crosstalk의 BSDF data를 LightTools에 적용하여
Camera System의 전체적인 미광 분석

적용분야
PIC

OLED

DOE

MEMS

Optical Elements

AR/VR

Photonic Crystal

MicroLED

Microlithography

Laser

Biophotonics

Silicon Photonics

Solar Cell

Fiber Optics

Biosensors

Lidar

Nano Sensors

Optical Network

Photovoltaics

IR&UV

Plasmonics

WAN

www.c yf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