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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회장
한국광학회
소개 취임사

존경하는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
제29대 회장으로 일하게 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우입니다. 먼저 저와 임원진에게 학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광학회는 지난 31년 동안 전통적인 광학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과 함께
어우러져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국방기술 등 새로운 융합기술을 선도함으로
써 첨단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임회장님과 임원진
들의 노력으로 홈페이지 개편, 산학협력프로그램 구축, 레이저 발진 60주년 특별 심포지엄, 학회 주
관 CLEO-Pacific Rim 2024 개최 확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온
라인 학술대회 개최와 국·영문 학술지의 원활한 업무 진행, 그리고 급속히 증대하는 회원들의 정보
교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은
20개 기업이 동참하였으며 이는 학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체계의 완성도를 향상함으
로써 학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매년 12회 이상의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회 활동을 위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
행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와 광산업 전시회 개최, 광기술 특강 프로그램 활성화, 후원기업과 국책
사업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도 학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학회의 위상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회원들의 선도적인 학술 활동으로 드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광학회지”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에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국제학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고, 산학협력프로그램 회원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광과학기술 로드맵
2030”을 10년여 만에 다시 발간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과 K-Light 독자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한국광학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임원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이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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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봄은 유난히 꽃들이 일찍 만개하는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
화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잘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공감을 늘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우리 모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호 특집에는 “고에너지/고출력 레이저 개발”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에너지 레
이저 시설을 건설하고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꿈과 열정이 담긴 내용을 국내뿐만 아니라 관련한 세계동향까지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
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엑스선 자유전자레이저를 보유하게 된 연구배경과 결과 및 최근의 자유
전자레이저 기반의 밀리미터파에서 테라헤르츠파 개발까지 확장해가는 연구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량자빔 레이저시설 구축을 통해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 개발과 응용에 관한 소개를 하
였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광학회의 아버지로 일컫는 고 이상수 박사님을 필두로 많은 연구자 분들의 땀과 노력
이 모여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한국광학회는 주요한 기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레이저 발진에 성
공한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 지난 2020에 “한국광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이곳에
도 간략한 소개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상 처음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발표회”는 발표논문 316편,
497명이 동참하여 연구내용을 공유하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
과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은 이번 정책분야 원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
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의 국가 R&D”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
도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그 중 이번에는 “핵심 광기술 분야”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뉴스클릭이나 뉴스브레이크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연구결과나 산업체의 제품 개발 소식들은 전 세계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의 현상에서 묵묵히 일하고 개발하는 대한민국의 저
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부족한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 편집위원들
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된 저희 K-Light 편집위원들은 한국광산업진흥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광학
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고 아름다운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존의 쉬어가는 코너를 개편하여 요즘 중요한 이슈인 “환경과 생태”에 대한 내용을 연재하기로 맘먹
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거나 낯설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이 시
대의 화두임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일독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K-Light 편집위원장 유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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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이,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K-LIGHT 편집을 맡은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유난이입니다. 저는 비선형광학을 기반으로 한 광
원 개발을 하여 Laser Display 응용으로 차량용 HUD, LiDAR 센서, 위상배열 안테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K-LIGHT 매
거진이 광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애독 해주세요~!

이동훈, 반갑습니다. KRISS 이동훈입니다. 저는 광센서, 검출기 및 광학측정기기 평가와 이를 위한 광원개발 일을 주로 하고 있
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K-LIGHT 매거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태중,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엄태중입니다. 저는 biomedical imaging 분야에서 OCT 와 광음향 영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과학의 저변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K-LIGHT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원만,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송원만 본부장입니다. 저는 광융합 시장분석, 마케팅 등 기업지원 위한 분야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K-LIGHT가 될 것입니다.

한준구,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한준구입니다. 저는 3차원 디스플레이 및 계측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K-LIGHT와 함께하
게 되어 기쁩니다. 반짝반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조,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광조입니다. 저는 광섬유, 비선형 광학, 양자통신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K-LIGHT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일석, 안녕하세요! UNIST 정일석입니다. 저희 나노-광전자 연구실에서는 나노포토닉스와 다양한 실리콘 집적 레이저 및 디
텍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LIGHT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송형준,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송형준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광융합산업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 시장동향, 프로젝트 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K-LIGHT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류재왕, 안녕하세요! 한국광기술원 류재왕입니다. 저는 기술전략기획실에서 광융합기술 정책 및 사업전략 기획,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정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LIGHT 매거진에 유용한 정책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 안녕하세요! KAIST 김정원입니다. 저는 광주파수 및 광원과 그 응용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K-LIGHT 매
거진이 광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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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광기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 경제가 패닉에

쟁 심화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 독립은 중요한 과제다. 일

빠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갈

본의 수출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산업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소

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

재·부품·장비 등 첨단분야의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

발된 소부장 R&D 핵심 품목 기술 자립으로 현재의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는 전략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품목을 먼저 발굴해 소부장 미래
공급망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부장 R&D
핵심 품목에서의 광기술에 대해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 전체
1,518조원
(100%)

소재부품장비
786조원
(52%)

1.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산업
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자립도가 근간
인 기초산업이다. 반도체만 해도 600개 이상의 공정에서 수백 개의
소재와 공정 장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1년 내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
기 위한 ‘100대 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

그림 1. 소재·부품·장비 생산현황

고 있다.
수입

수출
3,409억불

2. 추진배경
2,396억불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소
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
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

646억불
656억불
2001

1,716억불

2010

2,034억불

2018

복합화, 스마트화를 가능케 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의해 좌우된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

그림 2. 소재·부품·장비 교역 추이
(출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생산 3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

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범용제품 위주

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소

의 성장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의 무역적자*는 수
년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경

* 대일(對日) 전체수입(546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 소재·부품·장비 수입 현황 (일
본) 68.0%, (미국) 41.2%, (EU) 46.5%, (중국) 53.5%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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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협력방안의 연계와 시장·업종에 유연한 사
업추진 방식 도입

고 있다.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4.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정부 지원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

⇒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섰다.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8,866억원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

규모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친환경화, 방산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하였다.(단기 20, 중장기

있다.

80)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3년차를 맞아 진행하는 이번 과제
[표 1] 100대 핵심 전략품목

반도체

•(단기 5개, 장기 8개) 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부
품 등 13개

디스플레이

•(단기 5개, 장기 9개)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11개

자동차

•(단기 5개, 장기 8개)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
체, 부품) 등 13개

전기전자

•(단기 3개, 장기 16개)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등 19개

기계·금속

•(단기 5개, 장기 34개)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
조용 분말 등 39개

기초화학

•(단기 5개)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5개

를 통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탄소 중립,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
술 등 미래성장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 소부장 국산
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군협력 과제도 처음 도입키
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과제에 대해 IP-R&D(Intellectual Property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시 특허 관련 컨설팅 병행)를
의무화해 R&D 초기단계부터 경쟁국이 선점한 특허장벽을 극복하고
R&D 방향 제시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반도체, 자동차 등 지난해까지 지원

(출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방산
3.8%
에너지

① (단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반도체
12.9%

11.4%

- 수급위험이 크고 하루빨리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속도

디스플레이
16.3%

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집중 추진

기초화학
23.6%

-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전기전자
7.6%

-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 확보

자동차
기계금속

6.6%

17.5%

② (장기)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핵심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

디스

전기

플레이

전자

23

17

251

317.3

(12.9)

(16.3)

구분

반도체

과제수

26

-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 예타면제, 예산증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추가 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 수립과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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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억원)
(비중, %)

기계

기초

금속

화학

13

28

148.8

115.6

(7.6)

(6.6)

자동차

에너지

방산

합계

46

22

5

181

340.8

460.1

221.6

74.3

1,949.5

(17.5)

(23.6)

(11.4)

(3.8)

(100)

그림 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산업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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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6대 주력산업에 에너지와 방산이 추가돼 총 8대 분야를 지원하
게 되는 셈이다. 기초화학 분야가 46개 과제에 460억원으로 지원규
모가 가장 크며, 기계금속 분야가 28개 과제에 341억원, 디스플레이

비전 기반의 마스크 리페어 자동화 장비 기술 개발
- 핵심 개발기술 : 고속 3D 광학비전 센서 및 nm급 검출력을 가진
초정밀 광학 시스템 모듈화 기술

분야가 23개 과제에 317억원, 반도체 분야가 26개 과제에 251억원
순이다.

② 디스플레이 분야
•과제명 : 디스플레이용 초미세 R/G/B 적층형 마이크로LED 광원

분야별로 보면 먼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91개 과제에

및 화소제조 핵심기술개발

1,0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주요 과제는 반도체 패키징용 본딩·

- 핵심 개발기술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화소 제작을 위하여 R/

몰딩 장비, 8.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클러스터 스퍼터,

G/B 적층형 마이크로LED 광원의 소재·부품 및 화소밀도 300 PPI

고성능 헬기용 주기어박스 기술 개발 등이다.

이상으로 RGB 화소를 다중배열한 멀티어레이 모듈 제작 기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에는 총 60개 과

•과제명 : Post InP 양자점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제에 608억원이 투자된다. 바이오매스 기반 미래차용 친환경 타이

- 핵심 개발기술 : 디스플레이 화질을 위한 BT2020 95%이상 색재

어, 저전력 소비 잉크 소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나프타 대체 원료

현율, 색변환율 및 공정성 확보 기술, 다기능 리간드 혹은 바인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적용으로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 기술, 고대비비/색변환을 위한 격
벽 구조체 기술 개발 및 적용, 양자점 잉크소재의 정밀 패턴화를 위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는 24개. 총 242억원

한 공정 기술

을 들여 수소충전기용 압축기 및 핵심 부품, 대면적 태양광 핵심 소
재·부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 소재·부품 국산화에는 총 94억

③ 전기전자 분야

원이 지원되며 K-9 자주포용 엔진·엔진제어부품, X-밴드 질화갈륨

•과제명 : 다중파장을 활용한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과

(GaN) 반도체 단일고주파직접회로(MMIC) 기술 개발 등 6개 과제가
발표되었다.

모듈 제조기술 개발
- 핵심 개발기술 : 150W급 가공용 레이저 다이오드 array 제조기술,
4kW급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광모듈 기술,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이번 과제는 지난해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2,233건을 중심

빔 결합기 및 전송용 광학부품 제작기술

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산·학·연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되는
등 최근 기업의 니즈와 산업계 트렌드가 반영됐다.

•과제명 : 이종 이차원소재 다층 구조 합성법 기반의 전광 모듈레이
터 상용화 기술개발

5. 광기술 관련 주요과제 고찰

- 핵심 개발기술 : 다양한 확산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3D 블록 마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

터(도장) 디자인 기술, 보론 나이트라이드(h-BN)와 그래핀(Gr)을

지형)의 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에서 지정공모형 137개 과

이용한 반도체 필터 소자 상용화 기술, 15nm급 인체무해 방역용

제의 제안요구서(RFP)를 분석하여 광기술 관련 과제와 개발이 필요

대면적 deep UVC LED 제품 상용화 기술

한 기술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과제명 : HMD 및 공간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박막 메타렌즈 기술

① 반도체 분야
•과제명 : 웨이퍼 포토마스크의 에러 검출 및 수정을 위한 3D 광학

개발
- 핵심 개발기술 : 높은 종횡비 나노구조물 형성이 가능한 고굴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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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광기술

나노성형소재 기술, 고굴절률 나노소재를 이용한 메타렌즈 설계기

스트 소재 합성 기술, 용액공정용 전자 전달층 및 전공 전달층 소

술, 유연기판 등에 높은 종횡비 나노구조물 형성용 나노 패터닝 공

재 기술, 가교형 인광 발광 소재 및 호스트 재료의 융합화에 의한

정기술, 메타렌즈 제조용 나노 임프린팅 장비 기술, HMD에서 메타

OLED용 고효율 소재 기술, 파이버(fiber)형 OLED를 위한 전극과

렌즈를 이용한 광학 설계기술, 3차원 공간 디스플레이에서 메타렌

용액형 OLED 소재를 활용한 소자 기술, 직물형 OLED 소자 및 평

즈 활용기술

가 기술

•과제명 : 전기적 제어에 의한 형상 변화로 초점 가변이 가능한 능
동 광학모듈 기술 개발
- 핵심 개발기술 :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렌즈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가변 렌즈 설계기술, 렌즈의 형상 변화에 의한 초점 가변 렌즈 제작

6. 검토의견
광기술은 광섬유, 레이저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발전을 견인해 왔으
며 계속되는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등 광-융합 신산업 수요가 지속적
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초점조절 및 광학 줌 기능을 위한 광학계 설계 기술, 광학계
설계 기반 경량·슬림형 광학 모듈 제작 및 패키징 기술, 경량·슬림

이에 반해 국내 광산업은 중소기업 위주의 좁은 내수 시장과 핵심 부

형 광학계 모듈의 제어 및 응용 기술

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안정적 부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제조활동
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광분야 핵심 소재·부품 및 장

•과제명 : 반도체 결함 검사장비용 CaF2 광학소재 및 광학모듈 기술
개발

비 등의 만성적 해외 의존구조와 낮은 기술자립도**의 돌파구가 필
요한 시기이다.

- 핵심 개발기술 : CaF2 단결정 제조장비 및 200mm급 고균질 잉곳
기술, 고분해능(NA=0.8이상) 자외선 렌즈설계, 광학렌즈, 광학 모

이를 위하여 광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은 담당 분야에서 대외 의존

듈화 상용화 기술, 반도체 결함(10nm 이하) 검사장비용 자외선 렌

도, 산업 파급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 광기술

즈모듈 실장 성능평가 기술

을 발굴하고 정부가 국산화 R&D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부
처의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④ 기계금속 분야

수요 제기가 필요하다. 끝으로 광융합산업 유망분야와 관련된 소재·

•과제명 : 헬기 이착륙 유도장치용 파장제어 필터 및 등화장치 개발

부품·장비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수요 제기한 예시를 이곳에 소개하

- 핵심 개발기술 : 적색(λpeak:630nm), 녹색(λpeak:530nm) 파장

는 것으로 고찰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영역 투과율이 매우 높으며, 플라스틱 혹은 유리 소재와 혼합하여
도 광학적 특성 변화가 거의 없는 필터 기술, 헬기 이착륙 유도장치
용 등화장치 적용 가능한 20W급 광원 모듈, 중심광도 9000cd급
적·녹색 진입각지시등 개발 및 배광각 30도 이내 고시인성 녹색 착
륙 구역등, 주·야간 고시인성 및 고신뢰성 확보 가능한 헬기 이착륙
용 등화 장치 시스템

⑤ 화학 분야
•과제명 : 전자 섬유 기반 용액공정이 가능한 고효율 인광 발광 소
재·소자 및 용액공정 기술 개발
- 핵심 개발기술 : 용액공정용 고효율·장수명 RGB 인광 도펀트 및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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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융합산업 시장전망 ‘18년 5,564억불 → ‘23년 7,804억불 (CAGR 7%)
(출처: Markets & markets(2019) “photonics market-global forecast to 2023”)
** 영상분야를 제외하면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평균 80% 수준
(출처: ‘19.12.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관계부처 합동)

K-LIGHT
April 2021

<광융합산업 소재·부품·장비 유망품목 발굴 예시>

분야

품목명
광섬유/
광케이블
형광체
양자점 발광소재

소재

광촉매

핵심기술 및 동향
통신용 광섬유와 관련해서는 5G/6G, 비통신용 광섬유는 의료 및 국방 분야 연계
적색 질화물 형광체는 원료가 귀하고 공정이 어려워 일부 기업 독과점 및 고비용 (일본 미츠비시, 덴카 등)
낮은 수득률과 효율문제, 독성물질(카드뮴 등) 대체기술 등 필요 (삼성, 한솔케미컬, 덕산하이메탈)
정화(대기,수질), 방오 등의 건설분야와 탈취, 공기청정 등의 생활가전 분야에 조기 사업화 품목으로 적당

광학렌즈소재, 광학코팅 광학렌즈, 반사경 및 코팅막 소재(반사, 투과) 등의 대외 대외 수입의존도 높음(가시광 :일본, 적외선: 일본, 독일)
광반도체에피웨이퍼
유연투명전극
광학렌즈

III-V 화합물반도체 에피소재 설계, 성장 및 이를 이용한 소자제작 등으로 연결
유연투명전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의 에너지 산업분야, 스마트윈도우, RFID 등의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공통 핵심
소재
일반 렌즈는 중국이 세계시장 60% 점유, 국내는 일본 소재를 활용하여 고부가 고굴절 비구면 렌즈에 집중

능동 광통신부품

근적외선 고출력 LD는 통신용 레이저로 근거리 통신에 주로 쓰여 왔으나 최근 라이다, Face-ID의 등장으로 센싱광원으로 각광
을 받으면서 3D 센서 핵심부품으로 급성장

수동 광통신부품

PLC type의 40Gbps 급 data center용 소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100Gbps 급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향후 세대 교체
(200, 400Gbps급) 기술 개발 중

초고속 영상 광전송 부품
광섬유센서

영상 광전송 모듈은 저가 제품으로 중국, 대만 등에서 주로 수입급은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광원모듈, 고성능 신호처리모듈 등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시스템을 조립하는 수준

바이오광센서

차세대 bio광센서와 광바이오칩은 세계적으로도 시장 초기 단계이며, 바이오 및 나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감염병 창궐에 따른
진단 수요 등으로 시장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

광학식 가스 센서

광학식 가스 센서는 다른 가스 센서에 비해 여러 가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나, 중적외선 광원 및 적외선 가변 필터의 원천 기
술 부재로 센서 저가화가 매우 어려움

레이저 초음파 센서

레이저 초음파 센서 관련 기술은 초기 연구 단계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음

(카메라)광영상 센서

고효율·고품질 광영상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우 커서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력 하락

부품

3D 영상센서

스마트폰에 VCSEL 어레이 기반 ToF 기술이 적용된 3D 영상 센서가 필수적으로 탑재되기 시작

IoT 조명부품

국내 LED 에피/칩 생산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중국 및 대만 의존도 증가. 향후 마이크로 LED의 경우 80%이상 수입 예상

반사시트
협대역 투과 필터
나노광시트
레이저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및 조명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광학특성과 기계적 신뢰성 중요하지만, 원천소재 측면에서 기술장벽이 있어서 대부
분 수입(일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물 이미지 센싱 및 3D 센싱을 위한 협대역 투과 필터의 수요 급증
기존의 산화물 기반 나노소재에 감도가 우수한 새로운 물질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시트타입의 2차원 나노시트 기술
고출력 LD는 일본, 독일, 미국 3국이 독점

발광다이오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광소자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3% 수준으로 2.6년의 기술격차 존재. R/G/
B 광소자의 대부분은 중국 수입에 의존

포토다이오드

가시광 뿐 아니라 비가시광 영역의 수신 파장별 소재 필요

레이저가공장비

첨단 레이저 및 관련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광섬유 가공장비

산업, 항공, 군사,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광섬유를 가공하는 장비 개발 필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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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2021 전략산업 온택트 취업박람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우수선도기업 대거 참여, 맞춤형 취업컨설팅 제공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광산업 분야 고용시장을

재 선발 정보와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비대면 온택트 채용박람회로 녹였다.

주관 기관들은 이번 행사 참여기업에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확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광주잡넷

대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www.gwangjujob.net)’을 통해 ‘2021 전략산업 온텍트 취업박람회

일자리 매칭은 인공지능(AI) 비대면 역량면접 시스템을 활용해 스펙

with 광융합기술선도기업’을 개최하였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광융합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한국광

직무적합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술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경제고용진흥

맞춤형 매칭이 되도록 지원했다.

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해 참여했다.

으로써 광융합분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

참여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알선하고, 구직자에게는 참여기업의 인

문 인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융합 의료기업 링크옵틱스
‘루미니엘-김성경LED패치’ 출시
광융합 의료기업 링크옵틱스(대표 최용원)는 눈가주름 개선을 위한

동시 수행중에 있으며 기존 확보된 임상 결과를 뷰티 분야에 적용하

무선 LED 패치를 출시했다. 배우 김성령씨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유

여 출시된 루미니엘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CB Test), CE. FDA, KC

명방송인 김성경씨와 루미니엘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하였다.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시 제품의 강점은 임상을 기반으로 한 의료분야 첨단기술기업의

정부의 첨단기술기업 (광을 이용한 항노화 솔루션-제145호)으로 지

제품이라는 신뢰성과 기존의 LED 마스크의 부작용(안구결막염 및

정된 링크옵틱스는 2004년 설립되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수

기미 등)과 사용시 불편함을 개선한 눈가주름 개선 및 미백에 도움을

상,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특허 124건 보유한 의료기기 전

주는 제품으로 특히 국소부위 임상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광에너지

문기업이다.

및 무선방식등의 장점으로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한국방송광고진

광융합 의료분야 선도기업으로 올 한해 단국대 병원등 5개의 종합병

흥공사의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사업을 통해 링크옵틱스는

원과 욕창 등 5대 주요 질환 치료를 위해 본 임상(총 280명 대상)을

향후 3년 동안 105억원 한도의 KBS, MBC 등 지상파 광고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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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다.

내외에 광융합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

최용원 대표는 “대중적 신뢰감이 높은 김성경씨와의 제품홍보를 통

혔다.

해 임상 기반 의료전문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김성경 LED패치로 국

알에프세미, 경기 여주시 ‘스마트 가로등’ 시범 운영
알에프세미가 경기도 여주시 교동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 시범 운

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알에프세미 반도체 구동방식(AC직결형)

영에 나선다.

스마트 가로등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조명 개별 제어가 가

알에프세미는 △개별 원격제어 △장비 고장 여부 원격진단 △에너

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설치된 위치에 따른 일출·일몰 자동 스

알에프세미는 약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 가로등에 비해

케줄링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을 여주시 교동에 설치한 뒤 시범 운

30% 에너지 절감 효과를 봤으며, 올해 2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무리

영 중이다.

한 뒤 3월에 설치를 시작한다. 알에프세미는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심

여주시 교동 스마트 가로등 운영 사업은 알에프세미가 올해 5월 여

야 시간 밝은 보안등으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수면을

주도시관리공단과 ‘빛 공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조명 개발 업무협

방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골목이나 집 앞 보안등으로 스마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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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등 기술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알에프세미는 여름철 보안등에 몰려드는 해충 피해를 줄이기

이진효 알에프세미 대표는 “세계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

위해 사용하는 기존 타사 ‘저유충등’이 붉은 색상이 너무 밝아 눈에

하는 추세에 맞춰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

피로감을 주는 문제를 보완, 450㎚ 대역 파장을 줄이고도 5700k 색

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

온도를 유지하는 ‘해충방지램프’도 개발 중이다.

혔다.

옵토마린, IoT용 4채널 컴팩트 플라스틱 광파이버
모듈 국산화
광융합 전문기업 옵토마린(대표 박윤호)은 사물인터넷(IoT)용 4채
널 컴팩트 플라스틱 광파이버 모듈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광파이버 모듈은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부품으로 스마트 가전과 자동차, 광 네트워킹 분야
에서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광파이버 모듈을 생산하는 광통신 업체는 없고 주로 유럽과 미국
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하나의 광모듈에 4개의 레이저다이오드(LD) 칩과 4개
의 포토다이오드(PD) 칩을 붙여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 광파이
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다. 외형 패키지와 커넥트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
격을 낮췄다.

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선보이는 등 본격 마케팅에 들어

옵토마린은 외산제품에서 발생하는 광트랜시버와 광섬유와의 오

갔다.

정렬로 인한 손실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파이버 홀더를 채택했다.

박윤호 대표는 “국내에서 저가격과 빠른 납품 전략으로 사업화를

기존 광통신용 트랜시버 모듈은 하우징, 가이드부, 커넥터가 분리

진행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동

되지 않아 광케이블의 직경이 다를 경우 모듈 자체를 교체해야 하

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시장을 점유해 가겠다”고 말했

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했다.

다.

이 회사는 스마트가전과 자동차, 광네트워킹 분야에서 광통신 방
식은 초기 상태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정성이 우수한 패키지 제품에 650nm 광원을 접목해 제품군을 확
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개최한 ‘2020국제광융합산업

014

LIGHT PULSE / 3차원 홀로그램 실시간 생성을 위한 심층 신경망 기술

3차원 홀로그램 실시간 생성을 위한
심층 신경망 기술

가상 및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에서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을 위해 연속적인 심도를 가지는 3 차원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이슈는 매우 중요한데, 홀로그래피는 회절 및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3차원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기존의 프레넬 회절 기반 홀로그램
생성 방법은 계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과 런타임 사이에 분명한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Nature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진은 RGB-Depth (RGB-D) 이미지에서 실시
간으로 사실적인 컬러 3D 홀로그램을 합성할 수 있는 딥 러닝 기반 CGH 파이프 라인을 구현한 결과를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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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합성곱 신경망 (CNN) 알고리즘은 620KB 미만으로 메모리 효율성이 아주 높고, 그래픽 처
리 장치 (GPU) 한 개를 이용하여 초당 60프레임으로 1920x1080 픽셀 해상도 홀로그램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의 CNN은 iPhone 11 Pro (1.1Hz) 및 Google Edge TPU (2Hz)와 같은 저전력 온-디바이스 인공 지능 (AI) 가속
칩에서도 원활히 구동되어, 조만간 미래의 가상 및 증강 현실 헤드셋에서도 실시간 상호 작용으로 홀로그램을 연
산, 재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4,000 쌍의 RGB-D 이미지와 해당 3D 홀로그램을 포함
한 대규모 CGH 데이터 세트(MIT-CGH-4K)를 도입하여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미분 가능한 파동 기반 손실 함수
와 프레넬 회절 근사를 이용하여 CNN을 훈련시켰다.
앞으로 학습 기반 홀로그램 생성 기술은 가상 및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메타 표면 설계, 광학 및 음향
핀셋 기반 현미경 조작, 홀로그램 현미경 및 단일 노출 체적 3D 프린팅 등 넓은 분야에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Nature 591, 234-239 (2021)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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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레이저의 결맞음 성능 개선

꿈의 빛인 레이저는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결맞는 특성을 갖는 이

저의 파장 한계로, 1 keV 이상의 광자에너지에서는 증폭에 한계가

상적인 빛이나, 그 파장 범위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에

있어 왔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SASE FEL 신호에서 모노

머물러 왔다. 엑스선 파장에서는 레이저 오실레이터에 필요한 반

크로메이터로 단색광을 추출하고 이것을 시드로 사용하는 셀프시딩

사 미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사 미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self-seeding)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엑스선 레이저는 자유전자레이저 (free-electron laser, FEL) 원리

금년 3월 16일에 Nature Photonics 에 게재된 논문 [High-

에 self-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SASE) 아이디어를 적용

brightness self-seeded X-ray free-electron laser covering the

한 것으로, 전자빔이 생성하는 랜덤 light noise 가 전자빔과의 상

3.5 keV to 14.6 keV range]은 기존 엑스선 레이저의 한계인 종방향

호작용을 통해서 전자빔에 길이방향으로 빛의 파장주기로 밀도분

결맞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셀프시딩방식을 적

포(마이크로번칭)가 만들어 지는, 결맞은(coherent) 전자빔을 증폭

용하여 광자에너지 9.7 keV 엑스선 (파장 1.3Å)의 대역폭이 SASE 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빛 뭉치를 지수적으로(exponential) 증폭시키

13 eV에서 0.19 eV로 약 1/70 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엑스선 빔

는 장치이다. 즉 SASE FEL 은 오실레이터가 아닌 노이즈 신호 증폭

의 펄스 길이가 20 fs (1 fs = 10-15 sec)이므로 time-bandwidth 곱

기 이고, 때문에 종뱡향 결맞음은 매우 낮다. 전자빔의 횡방향 크기

은 3.8 이 되어 fourier-transform limit 조건 1.8에 근접한 상태이다

가 빛의 diffraction limit 조건에 근접해서 횡방향으로는 결맞음된

(SASE 는 260).

다. 종방향 결맞음 상태는 펄스 형태의 빛의 경우 fourier-transform

엑스선 빛의 밝기도 3.2x1035 광자수/초/mm2/mrad2/0.1%BW 를

limit 조건으로 평가하고, 그 수치는 펄스의 길이(FWHM)와 대역폭

달성하여 기존 방법인 SASE보다 40배 이상 빛의 밝기가 개선되도

(bandwidth, FWHM)의 곱이 1.8 fs·eV 이다. 빛의 펄스 길이와 대역

록 하였다. 광자에너지 14.6 keV 에서도 협대역 (< 0.3 eV) 의 엑스

폭을 줄이면 종방향 결맞음 상태에 도달시킬 수 있게 된다.

선 레이저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달성된 PAL-XFEL의 엑스

노이즈 신호를 증폭하는 대신에 seed 신호로 전자빔에 미리 밀도 분

선 밝기는 타 엑스선 레이저 시설을 압도하는 세계 최고성능으로, 인

포를 주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고, 결맞음된 광학레이저를 외부에서

류가 만든 가장 밝은 빛에 해당한다.

시딩하는 방법 (external seeding)이 먼저 시도되었으나, 시드 레이

언듈레이터: 전자빔의 모션이 엑스선의 전기장과 동기되게 유지하는 장치. 20개의 언듈레
이터 (한 개 길이: 5 m)가 사용됨 (전체길이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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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영원히 가두는 연속준위속박상태를 갖는 얇은
평면형 메타표면의 연구
파장보다 작은 공간에 빛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는 나노구조물들

으로 제작 가능한 구조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퓨리

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용량 광통신과 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에-조화성분을 제거한 얇은 광결정인 메타표면을 디자인하고 광띠

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ie 공명을 이

의 BIC 주변모드들의 품위값을 상당히 향상시켰다. 향상된 품위값은

용한 유전체나노구조물들은 빛의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을 효과적으

BIC모드주파수 근처에서 매우 폭이 좁은 파노공명을 전산모사로 관

로 증강하고 진폭, 위상, 분산, 등을 변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

측하여 증명하였다. 퓨리에-조화성분을 조작한 메타표면은 고효율

지만, 유전체나노구조물의 자연적인 빛 에너지 누출(leakage)은 빛

나노레이저, 초분광센서, 고분해능필터, 등 다양한 광소자 등에 응용

과 물질간의 상호작용효율을 상당히 낮추어 나노구조물응용에 걸림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는 Physical Review Letters 2021년 1

돌이 되고 있다.

월호에 개제되었다.

최근, 연구자들은 거의 100년 전에 양자역학에서 제안된 개념인 전
자의 연속준위속의 속박상태 (bound states in the continuum; BIC)
를 빛, 광자에 적용하여 나노구조물의 빛 에너지 누출문제를 해결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2008년에 프랑스 과학자들이 광도파로 배열을
이용한 광자의 BIC 이론을 제안했으며, 2011년에 이스라엘 과학자들
이 광도파로 배열과 한 쌍의 광도파로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처음으
로 광자의 BIC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의 기철식 박사팀에 의해서 수
행된 이번 연구는 광결정에서 BIC모드의 생성원리와 응용을 광띠
(photonic band)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주기적인 유전체 배열인

(위) 광결정에서 BIC모드주변의 파노공명. (아래) 첫 번째 퓨리에-조화성분이 제거된 메타
표면에서 BIC모드주변의 파노공명. 메타표면의 파노공명모드는 품위값이 매우 높아 quasiBIC로 여겨짐.

광결정의 도파모드들의 주파수와 공간적인 분포특성들은 주기적인
유전체 배열의 퓨리에-조화(Fourier-harmonic)성분들의 조합에 따
라 결정되며, 광결정 도파모드들의 누출도 퓨리에-조화성분들과 관
계되어있다.

첫 번째 퓨리에-조화성분은 두 번째 광띠모드들의 누출에 주로 기여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퓨리에-조화성분을 제거한다면 두 번째 광
띠모드들의 누출을 크게 줄여 모드들의 품위값들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이번 논문은 퓨리에-조화성분을 조작하여 BIC주변모드의 품위
값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전산모사로 증명했으며 반도체공정

첫 번째 퓨리에-조화성분이 제거된 메타표면의 unit cell 유전함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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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으로 분화하는 줄기세포의 이식 초기
분포 영상을 통해 치료 효능 예측
최근 육식 중심의 식습관과 흡연, 음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형성되어야 치료 효능이 좋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의 증가로 발끝이 썩어들어가는 중증하지허혈과 같은 허혈성 질환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김광명 박사는 “초기 이식된 세포치료제의

의 고위험군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허혈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

이식된 형태와 초기 이동 특성을 관찰하여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고

해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 줄기세포인 ‘혈관내피 전구세포’에 관한

이를 통해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포치료

연구가 활발하다. 혈관내피 전구세포는 허혈성 부위 등 혈관형성이

제 개발 및 치료 효능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필요한 부위로 이동한 후 혈관의 내피세포로 분화하거나 혈관의 형

며, 연구결과는 생체재료 분야 국제 저널인 ‘Biomaterials’ 2021년 1월

성을 돕는 인자를 방출하여 혈관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허혈성 질

호에 게재되었다.

환을 비롯한 혈관과 관련된 질환의 세포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혈관 재생능력이 뛰어난 혈관내피 전구세포를 혈관재생을 위
한 세포치료제로 사용하더라도 치료 결과는 체내 이식된 세포의 생존,
치료 부위로의 이동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 정확
한 치료 효능의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허혈성 질환의 치료제
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테라그노시스연구센터 김광명 박사팀이 ㈜
T&R Biofab 문성환 박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혈관내피 전구세포
의 체내 이식 후 초기 분포 및 이동을 형광 영상으로 추적하여 초기
이식된 혈관내피 전구세포의 분포에 따른 치료 효능을 예측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IST 김광명 박사팀은 대사공학과 클릭화학을 이용해 형광물질을

그림1. 생물직교성 클릭화학을 이용한 혈관내피전구세포의 형광 표지 및 하지허혈 쥐 모델
에 이식 후 모니터링 모식도

혈관내피전구세포 표면에 결합시킨 후 형광분자단층촬영을 통해 식
별 가능하게 했다. 중증하지허혈질환 쥐의 허벅다리에 이식된 세포
를 28일 동안 형광단층영상을 통해 추적하여 세포의 체내 움직임을
확인하고, 레이저도플러 측정을 통해 혈류가 복원되는 과정을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혈관내피 전구세포가 허혈성 질환이 발생한 조
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포치료제 이식 초기에 혈관내피 전구세포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둥근 모양’과 ‘확장된 모양’의 두 가지 형태로 주입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효능을 관찰한 결과 처음 이식된 곳에 잘
응축되어 있던 ‘둥근 모양’의 실험군이 더 높은 세포 이동과 치료효
능을 보임을 확인하고, 치료 초기에 치료제가 응축된 ‘둥근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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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광영상으로 관찰한 이식된 혈관내피전구세포의 시간에 따른 체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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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진 방식 레이저 제작기술 개발

그림. 기존 물고기 통발(왼쪽)과 제안하는 ‘빛 통발’ 형태의 비공진 레이저 캐비티(오른쪽)의 개념도. 펌핑빛(초록색) 은 좁은 입구로 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득 물질로 이루어진 캐비티 벽
면에 모두 흡수되는 반면, 방출 빛(빨간색)은 반대로 벽면에서 반사될 때마다 증폭되며 살아남아 결국 입구를 찾아 나가게 된다.

일반적인 레이저는 거울 등을 이용해 빛을 가두는 구조(공진기) 내

해냈다. 3차원 공간에서 무작위로 형성되는 공동 내 빛의 경로 때문

부에 빛을 증폭시키는 레이저 소재(이득 물질)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에, 구현된 레이저는 일반적인 공진(resonant) 기반 레이저와 다르

하지만 공진기 내부에서 빛의 경로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레이저가

게 비공진(non-resonant) 형태로 발진 됐다.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투명한 크리스탈 구조의 이득 물질에서만 레

연구팀이 개발한 레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한 이득 물질을 필요

이저가 구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재료 중에

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투명한 성질 때문에 기존 레이저 이득

투명한 크리스탈로 제작할 수 있는 특수한 레이저 소재들만 활용되

물질로 활용되지 못했던 소재들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레이저 개발

어 왔다.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던 새로운 소재를

KAIST 물리학과 박용근, 이상민 교수,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김도경

레이저 이득 물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의

교수 공동연구팀은 불투명한 이득 물질에서도 빛을 가둘 수 있는 공

파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고, 국방 목적과 같은 고출력 레이저로도

진기 구조를 내부에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레이저를 개발했다. 마치

활용될 수 있다.

‘통발’ 형태의 공간에서 빛이 갇힌 채로 주변 이득 물질에 의해 계속

공동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인 이겨레 박사는 “구현한 레이저는 비공

산란되면서 증폭되는 원리다. 이 새로운 레이저는 이득 물질이 꼭 투

진 레이저이면서 동시에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에 이득 물질로 사용되지 못했던 다양한

장점이다. 또한, 고된 소재의 결정화 과정 없이도 효율적인 레이저

불투명 소재들을 활용해 새로운 레이저를 만들 수 있다.

를 제작할 수 있다면 이득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폭이 월등

연구팀은 크리스탈 구조로 만들 수 없는 소재로 레이저를 구현하기

히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Non-resonant power-

위해, 공진기 사방을 모두 산란체로 막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물고

efficient directional Nd:YAG ceramic laser using a scattering

기 통발의 구조처럼 산란체로 사방이 막혀있고 좁은 입구를 가진 ‘빛

cavity”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2021

통발’ 형태의 텅 빈 공간을 공진기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이다. 연구팀

년 1월에 게재됐다.

은 제안한 ‘빛 통발’ 형태의 레이저를 실제로 제작해 아이디어를 구현

021

NEWSBREAKS
In K-LIGHT

25.2%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그림1. (a)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그림. (b) 새로 개발된 용액증착법으로 합성된 주석 산화물의 전자 현미경 사진. (c) 첨가물과 표면처리 공정으로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전자 현미경 사진.

개발하여 소자 효율 향상을 이끌었다.
포름아미디늄(formamidinium)계 페로
브스카이트 소재는 2개의 결정상을 갖
고 있는데 광흡수층 소재로 적합한 결정
상은 상온에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
여 다른 결정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결정상 안정화를 위한 첨가물이
그림2. (a) 2019년 NREL 챠트에 등재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최고인증효율결과, (b)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에 전압을 걸어 발광소자와 같이 밝게 빛나는 소자 사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첨가물을 조절
하여 결정입자가 크고 전하수송능이 우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미혜) 연구팀 (서장원 책임연구원, 신성식

수하며 밴드갭 손실이 최소화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박막을 제조

선임연구원)은 2019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세계최고

할 수 있었고 표면처리를 통해 상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인증효율 24.2%와 25.2%을 달성하여 NREL 챠트에 등재한 바 있고

1c)

이에 대한 내용은 올해 2월에, nature에 발표되었고 nature 표지연

새롭게 개발된 SnO2 ETL과 특성이 향상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개

구로도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발을 통해 25.2%의 고효율을 인증 받을 수 있었고 기존에 세웠던 페

최근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기록을 추가적으로 갱신 할 수 있었다

수송층 (electron transport layer)은 주석 산화물 (Tin Oxide, SnO2)

(그림 2a). 또한 새로 개발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밝

소재가 있다. (그림 1a) 주석 산화물은 에너지 측면에서 페로브스카

게 빛나는 발광소자로 구동할 수 있으며 약 17%의 높은 발광소자 효

이트 박막에서 전자를 잘 추출 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율을 얻었다. (그림 2b)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에선 가장

있으며 저온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는 용액

높게 보고된 LED EQE이다. 이는 새롭게 개발된 SnO2 전자수송층과

증착법 (chemical bath deposition)을 통한 SnO2 합성 메커니즘을

특성이 향상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성과이

규명하고 특성 조건에서 촘촘하고 밀집한 SnO2 박막을 합성 할 수

다.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림 1b)
이에 부가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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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방사의 시간역행 과정으로 초흡수를 처음 구현하다

그림. a, 공진기 안에 원자를 양자중첩상태로 준비하면 자발적으로 즉각 초방사(SR)가 발생한다. 반면 공진기에 입사광을 주입하고(초록색영역) 원자상태의 위상을 잘 맞추면 초방사의 시간 역
과정, 즉, 초흡수(SA)를 유도할 수 있다. 초흡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완전히 빛을 흡수하며, 더 이상 흡수할 빛이 없으면 초방사가 발생한다. 빨간 점선은 공진기 감쇄현상(CD)
을 보여준다. b, 바닥상태로 준비된 원자는 일반 흡수(OA)를 일으킨다. 조사광에 대응하는 위상을 갖는 양자중첩상태의 원자들은 초흡수(SA)를 보이며 특정 시점에 완전한 흡수가 일어난다. 같
은 실험조건에서 일반 흡수를 통해 초흡수와 동일한 수준의 흡수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가 약 10배 더 필요했다.

초방사로 번역되는 superradiance는 양자역학적으로 연관된 원자들

최근 서울대의 안경원 교수팀(제1저자 양대호 박사)은 초흡수가 일

이 집단적으로 빛을 빠르고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

어나려면 입사한 빛의 위상에 대응하는 초방사 상태가 필요함을 밝

인 자발방출에서 원자들은 개별적으로 빛을 내는 반면, 초방사의 경

히고, 실험을 통해 실제로 초방사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원리는 매

우에는 원자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방출 세기가 커지고 원자수에 반

우 간단하다. 초방사 상태의 원자들이 초방사를 일으킬 때 방출된 빛

비례하여 방출 시간이 빨라진다. 초방사는 매우 다양한 물리계에서

의 위상은 초방사 상태의 위상(양자 중첩상태이므로 바닥 상태와 여

관측되어 왔고 최근에는 원자핵에 의한 x-ray 초방사, 광시계로 응용

기상태 사이에 위상이 존재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안 교수 팀은 만

될 수 있는 초방사 레이저(NIST), 단일원자에 의한 초방사(SNU) 등

약 초방사 상태에 이 위상과 반대인 빛을 입사시키면 원자들은 초방

이 구현된 바 있다.

사 과정의 시간역행 과정, 즉 초흡수 과정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

방사의 반대인 흡수에도 초방사와 같이 수퍼 버젼의 흡수가 존재할

다. 실제 실험에서는 임의의 입사광에 대해 바륨 원자들의 초방사 상

까? 매질의 원자, 분자들은 빛을 흡수할 때 보통 개별적으로 흡수한

태의 위상을 조절하여 시간역행 과정을 구현하였다. 원자들은 빛을

다. 또 빛을 잘 흡수하려면 원자, 분자들은 바닥상태에 있어야 한다.

방출하는 대신 흡수함으로써 초흡수를 일으켰다. 관찰된 흡수율은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전자기 작용은 시간에 대해

동일한 원자수(실험에서는 약 10개 원자가 사용됨)에 대해 일반 흡

대칭성을 갖는다. 초방사가 가능하다면 그 것의 시간 역행과정인 수

수율보다 약 10배 빨랐다. 더욱이 빛은 유한한 시간 안에 완전히 흡

퍼 흡수, 즉 초흡수(superabsorption)는 왜 관측되지 않는 것일까?

수되었고 흡수된 광자수는 원자수의 제곱에 비례했다. 초흡수는 앞

초방사가 일어날 때 N개의 원자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최대한 연관

으로 태양전지 및 광합성, 양자 메모리 및 빛-물질 양자 인터페이스

(correlate) 되는데, 이는 모든 원자들이 각각 바닥상태와 여기상태

에서 흡수효율을 향상시키는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연구는

의 50:50 양자중첩상태에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 이러한 상태를 초

2021년 3월1일 Nature Photonics에 게재되었다.

방사 상태(superradiant state)라고 한다. 원자를 초방사 상태로 준

논문링크: https://doi.org/10.1038/s41566-021-00770-6

비하면 즉각 초방사가 발생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초방사 상태

실험장치를 설명하는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

는 빛을 흡수할 능력치도 최대이다. 이론적으로 초방사율과 초흡수

watch?v=24DHRGn9x-I

율은 크기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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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레 무늬(moiré pattern)가 만들어내는
두 겹 그래핀의 새로운 비선형 광특성 규명

그림1 . (a) 뒤틀린 두 겹 그래핀의 비선형 광신호 측정 실험장치 모식도 (b) 뒤틀린 두 겹 그래핀의 광학현미경 사진.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회전 각도로 적층 된 구역을 나타낸다. (c) 두 겹 그래핀에
서 측정된 삼차 조화파 발생 이미지

촘촘한 주기를 가지는 그물이나 얇은 옷감 두 장을 비스듬히 겹치면

상된 삼차조화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연구팀은

그물이나 옷감의 본래 격자 주기보다 큰 주기를 가지고 형성되는 초

강한 전기장을 그래핀에 인가하여 전기적인 제어에 따라 변화하는

격자 구조인 무아레 무늬(moiré pattern)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비선형 광신호를 관찰하기 위하여 이온겔(ion-gel)을 이용한 탑 게이

다. 이러한 무아레 무늬가 얇은 원자층 단위에서 형성되면 본래 물질

트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로부터 두 겹 그래핀에서 단층 그래핀 대비

의 물리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단일 탄소 원자층으로 이

최대 60배까지 향상된 비선형 광 파장 변환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뤄진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은 무아레 초격자(superlattice) 구조에 의

이번 연구 결과는 적층 각도가 2차원 물질의 비선형 광 특성을 제

한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최근

어하고 향상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냈다

두 겹 그래핀에 형성된 무아레 무늬의 크기에 따라 초전도현상이나

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2차원 물질의 비선형 광특성을 활

모트 절연체(Mott insulator) 및 준자성(pseudo magnetism) 현상

용한 초고속 광신호 처리나 양자기술 분야에 비선형 광원으로 활

등 기존의 단층 그래핀에서 볼 수 없던 독특한 물리적 현상들이 보고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아주대학교 염동일 교수 연구팀은 강한 세기의 빛이 이러한 두 겹 그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광학 분야 국제 학술지 <빛: 과학과 응용(Light:

래핀에 입사할 때 발생하는 비선형 광학 현상에 주목했다. 다양한 적

Science & Applications, IF=13.714)> 2021년 1월 21일자 온라인판

층 각도를 갖는 두 겹 그래핀에 펨토초 레이저를 입사시켜 발생하는

에 “Enhanced third-harmonic generation by manipulating the

비선형 광신호를 관찰하고, 이를 광전도도의 이론적인 계산과 함께

twist angle of bilayer graphene”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분석하였다. 두 겹 그래핀의 무아레 초격자 구조에 의하여 전자 상태
밀도의 반 호프 특이점(van Hove singularity)이 형성되는데, 특이점
사이의 에너지 간극이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세 배가 될 때 크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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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시 영역에서 전자기파의 거동을 관측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장민석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

분리시켜 샘플 표면의 근접장 매핑을 20~30nm의 해상도로 찍을

이 그래핀 나노층 구조에 천 배 넘게 응축돼 가둬진 중적외선 파동의

수 있게 된다.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얻어내 초미시 영역에서 전자기파의 거동을

AGP가 나노팁에 의해 구조에 들뜨게 되면 나노팁으로부터 멀어지

관측했다고 밝혔다.

다가 구조의 가장자리에서 반사된다. 본 연구의 경우 구조의 가장자

그래핀-유전체-금속판 구조에서는, 그래핀의 전하들이 금속판에 영

리는 그래핀의 가장자리이다. 반사된 AGP는 다시 나노팁으로 전파

상 전하(image charge)를 만들게 되고 빛의 전기장에 의해 그래핀의

되어 나노팁에서부터 멀어지는 AGP 파형과 중첩된다. 근접장 현미

전자들이 힘을 받아 진동하게 되면 금속에 있는 영상 전하들도 잇따

경은 이 중첩현상을 이용해 샘플 표면에 분포하는 근접장의 변화를

라 진동하게 된다. 그래핀-유전체-금속판에서의 집단적인 전자 진동

검출하게 된다. 비슷한 AGP의 들뜸 현상과 검출은 시뮬레이션으로

모드를 `어쿠스틱’ 그래핀 플라즈몬(Acoustic Graphene Plasmon;

모델링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여

이하 AGP)이라고 하는데, 근접장 현미경을 이용하여 금/Al2O3/그래

AGP의 파장과 파형 감쇠를 통해 그래핀과 AGP의 특성들을 알아낼

핀 구조에서 AGP를 들뜨게 하고 관찰하는데 성공하였다.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들어오는 중적외선 빛을 근접장 현미경의 나노팁이

AGP가 두께 18 nm인 산화알루미늄 층에서 파장 222 nm을 갖고 전

산란시켜 AGP를 구조에 여기시킨다 (아래 그림 참조). 다음으로 나

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GP를 들뜨게 하는 최초 파장이 8.7 μm로

노팁이 AGP의 근접전기장을 산란시켜 검출기로 보낸다. 근접장 현

빛의 파장은 40배 응축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직 방향으로는 AGP

미경은 마지막으로 AGP로부터 온 전기장과 다른 전자기장 신호를

의 장이 500배 응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GP가 두께 8 nm인 산
화알루미늄 층에서 파장
156 nm을 갖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
해 파장 응축이 56배, 그
리고 수직 방향으로의 장
응축이 약 1100배 정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메
나브데세르게이 (Sergey
Menabde) 박사와 이인호
박사가 공동 제1 저자로 참
여한 이번 연구는 Nature
Communications에 2021
년 2월에 게재되었다.

나노 팁에 조사된 레이저가 금과 그래핀 사이의 어쿠스틱 플라즈몬을 여기시키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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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기반 필름형 햅틱 기술로
구역별·다채로운 촉감 가능
햅틱(Haptic) 기술은 촉각으로 기기와 사용자와 교감하게 하는 인터페이

PEDOT(근적외선 빛을 잘 흡수하는 전도성 고분자 물질)소재의 광-열

스 기술로 터치스크린 기기와 원격 작업의 확산에 따라 가전, 의료기기,

변환층이 코팅된 특수 필름에 근적외선 펄스를 조사하면 가열·냉각과 함

게임 등 적용 분야가 많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햅틱 기술의 적용사례

께 소재의 열팽창율에 따라 필름이 변형·회복되면서 진동을 만드는 원리

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터치스크린에서의 진동이 있으며 현재 스마트

를 이용한다 연구진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1㎠ 단위로 9개의 구역을 가

폰이나 게임패드 등에는 모터에 달린 무게추의 움직임으로 진동을 만들

진 3 x 3 형태의 LED 배열을 만들어 각각의 구역에서 넓은 주파수 대역

어내고 있다. 기기 전체에 동일한 진동효과가 전달되어 부분별로 세밀한

의 정밀한 진동 표현이 가능함을 기술적으로 증명해냈다. 향후 본 크기

촉감을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TRI가 만든 기술은 손가락의 위치

는 대면적화도 쉽게 가능하다.

에 따라 모두 다른 진동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로 온라인 쇼핑

자동차의 전장은 버튼이나 다이얼 등의 전통적 조작장치 대신 터치스크

에서 상품의 재질감을 느끼는 등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활용하는 환경에

린 하나에 네비게이션, 미디어, 공조 등 여러 제어기능이 통합되는 추세

최적화될 전망이다.

이다. 현재는 터치 입력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단순하게 제공되고 있으

최근 나노초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순간적 온도 변화에 따른 충격파로

나 본 기술을 활용하면 다이얼을 돌리는 촉감, 버튼을 누르는 촉감, 미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된 바 있으나 사용되는 레이저 가격이 수

촉감(슬라이드) 등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필름층에 전기적 구

천만 원에 이르고 소형화가 어려워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ETRI 연구

조가 포함되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하며 얇은 두께를 지닌 플렉시블 디스

진은 낮은 출력의 광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로

플레이에 적용하기에도 쉽다. 연구진은 시청각장애인용 정보 전달 기기

써 고가의 레이저 광원 대신 가격 수준이 1/10,000에 불과한 소형 LED를

에 접목해 점자를 보완하는 대안 기술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여러 개 사용, 각각 독립적으로 진동을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다. 이외에도 자동차 전장, 터치스크린 기기,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스마

수 있다.

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ETRI 신형철 휴먼증강연구실장은“많은
정보를 촉감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실용화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도 널리 쓰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빛에너
지에서 진동으로의 변환 효율을 높여 사
람이 느끼기에 충분한 세기의 진동을 만
들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후속 연구
를 계획중이다. 본 성과는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에 2021년 2월
에 출판되었으며 기술과 관련해 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플렉서블 햅틱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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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레이저의 과거, 현재, 미래
1. 서론

정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레이저를 연료 타겟 껍질에 쏘면, 연료 타

1950년 러시아에서 제안된 도넛 모양의 Tokamak을 사용하는 자

겟 껍질이 레이저를 흡수해 폭발하며 연료를 압축하게 된다. 이것

기장 가둠 방식의 핵융합 연구[1]는 1950년대 초부터 인류의 에너

을 폭축(implosion)이라 부르며, 폭축 후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점

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천연구로서 전세계의 과

화(ignition)는 3가지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번째인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1960

Central Ignition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연료를 특고압으로 압

년 Hughes laboratory의 T. Maiman이 laser를 처음으로 발명하였

축하여 자연 발화시키는 디젤 자동차 엔진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

다[2]. 이에 미국의 E. Teller와 J. S. Foster가 Lawrence Livermore

1의 상단과 같이 나노초(nanosecond; ns) 펄스폭을 갖는 고에너지

National Laboratory (LLNL)의 Director로 있을 때, 고출력 레이저를

ns 레이저가 전방위에서 균일하게 연료를 압축하여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서도 핵융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62년 LLNL

점화시키는 것이다. 1994년에 M. Tabak 등에 의하여 제안된 Fast

산하에 Q Division을 만들어 레이저-물질 상호작용을 연구를 수행

Ignition방식은 그림 1의 중단과 같이 연료에 ns급의 레이저로 적절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관성가둠 핵융합(Inertial

한 고압으로 압축시킨 후에 피코초(picosecond; ps)급의 초고속 레

Confinement Fusion; ICF)에 사용하는 연구를 시작하여[3] 레이

이저로 ignition시키는 것으로서, 점화플러그로 발화시키는 가솔린

저 핵융합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후 각 선진국에

엔진에 비유할 수 있다[5]. 그러나 이 방식은 연료캡슐에 점화를 위

서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을 건설하고 레이저 ICF을 연구하기 시

한 고에너지의 ps Ignition Laser를 받아들이는 Gold Cone이 필요한

작하였다.

데, 이 연료캡슐의 모양이 비 구-대칭으로서 고반복율-레이저 핵융
합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10 Hz
이상의 고 반복율의 레이저-핵융합로 적용이 가능한 Shock Ignition
이라는 방식을 2007년 R. Betti 등이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림 1의
하단과 같이 ns 레이저의 펄스로 대충 압축하여 놓은 상태에서 마지
막에 ps급의 고에너지 레이저펄스를 가하여 ignition을 이루는 방식
이다[6]. 이는 구-대칭의 연료캡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연구되
고 있다.

그림1. 3가지 방식에 의한 레이저 ICF. (상단) Central ignition (중단) ultrafast 레이저를 사
용하는 fast ignition (하단) shock pulse에 의한 shock ignition.

레이저 ICF 연구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Central Ignition방식을 시
작으로 이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가 주로 되어 왔으며, 이에 필요한
레이저의 출력 에너지는 수 MJ인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7] 각

레이저 ICF는, 직경이 300 μm 내외의 구슬캡슐에 200기압정도의

국은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를 개발하려 하였다. 이후 Ignition에 필요

중수소-삼중수소 혼합연료를 채워 넣고, 여기에 고출력의 레이저

한 에너지를 낮추기 위하여 제안된 Fast Ignition이나 Shock Ignition

를 입사시켜서 1억도 이상의 온도를 얻음으로써 핵융합 반응을 일

들은 레이저 ICF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백 kJ의 ns 레이저와 백 kJ

으키는데[4], 미래 청정 에너지원, 무한 에너지원, 무공해 에너지원

급의 ps 레이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8,9], 현재 많은 고에너지

의 3가지 장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레이저 ICF는 그림 1과 같은 과

레이저 시설들이 기존의 고에너지 ns 레이저에 추가로 ignition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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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ps 레이저를 건설하고 있다.

이저 모듈의 빔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초-고에너지 레이

레이저 ICF를 상용화하여 진정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단점을 따져보았을 때, Bulk형 레이저

10~20 Hz의 반복률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10]. 이에 레이

의 결맞는 빔결합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 ICF의 상용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10~20 Hz로 동작하는 고에

KAIST 물리학과 레이저 광학 연구실에서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너지 ns/ps 레이저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고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Bulk형 레이저의 결

에너지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이득매질의 크기가 커야 하고, 이에 따

맞는 빔결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21-25]. 본 글에서

르는 냉각문제로 고반복률로 동작하기는 힘들다[11]. 또한 이득 매질

는, 레이저 핵융합을 위한 전세계의 고에너지/고출력 레이저 개발 역

의 굴절율이 온도에 따라 변하므로, 매질 내에서의 온도 불균일로 인

사를 되짚어 보고, 향후 미래의 고반복률 초고에너지 레이저 개발의

한 열-렌즈효과[12] 혹은 열-복굴절 현상[13]이 생겨 파면이 크게 왜

핵심 기술인 결맞는 빔 결합 레이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곡되어 출력 빔의 빔 품질이 저하된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매질이
커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기생발진(Parasitic Oscillation)[14]으로 인

2. 전 세계의 고에너지 레이저 개발사

한 레이저 효율이 저하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맞는 병렬형 빔 결합이 연구

2.1 미국

되고 있다[15]. 일반적으로 병렬형 빔결합에는 결맞는 빔결합과 결맞

미국은 Hughes research laboratory에서 세계 최초로 루비를 이용

음-없는 빔결합의 두가지가 있다. 결맞음 빔결합이 되어야 레이저의

하여 레이저를 만든 이후[1], 다양한 연구소에서 핵융합 연구를 위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진정한 고출력-레이저를 얻을 수 있어, 이는 필

해 고에너지 레이저를 개발하여 왔다. 이를 선도한 것은 처음 레이저

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광섬유레이저를 가지고 빔결합을 하는

ICF의 아이디어가 나온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경우 단일모드-광섬유는 파면이 평면인 TEM00 모드가 나오므로,

(LLNL)로서, 로체스터 대학 Laboratory for Laser Energetic (LLE)

단일모드-광섬유 레이저의 위상만 같도록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비교

와 함께 고에너지 solid-state laser를 개발하였다. 원자폭탄을 개발

적 수월하게 빔결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은 미 해

수행되고 있다[16-20]. 그러나, Bulk형 레이저를 가지고 결맞는 빔

군연구소 (Navy Research Laboratory; NRL)와 함께, LLNL이 개발

결합을 하는 것은, 결합하고자 하는 Bulk형의 레이저들의 출력 빔 파

하는 고에너지 solid state laser의 백업으로서 CO2 gas laser 및 KrF

면들이 제각기 다를뿐더러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Bulk형 레

excimer laser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몇몇 대학에서 레이저-플라

이저들의 파면을 수정하고 위상을 맞추는 기술은 상당히 까다롭기

즈마 상호작용 현상 연구를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

때문에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였다.

레이저 핵융합을 비롯하여 100 km 이상의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 무
기, 우주쓰레기-궤도위성 청소용 레이저, 레이저-중성자 가속기, 레

2.1.1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

이저-입자 가속기, 차세대 레이저 가공 기술 등 차세대 고에너지/고

1962년 레이저 ICF을 처음 제안한 이래, LLNL은 Nd:Glass를 이득

출력 레이저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지만, 실제 개발은 요원한 상황

매질로 사용하는 고에너지 solid-state laser를 개발해 왔다. 그 시작

이다. 단일모드-광섬유는 광섬유의 직경이 매우 작아서 견딜 수 있

은 1975년에 동시에 완성된 10 J의 출력에너지를 갖는 Janus[26]

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일모드-광섬유를 빔결합하여 핵

와 Cyclops[27]로, 1976년에는 1 kJ의 출력에너지를 갖는Argus[28]

융합용 레이저드라이버로서의 고에너지-레이저빔을 얻는데에는 상

를 완성하였고, 1977년에는 20개 빔라인에 총 10.2 kJ 출력을 갖는

당히 많은 개수의 광섬유를 결합하여야 하는 기술/공학적인 어려움

Shiva[29]를 개발하여 레이저 ICF에 대해 연구하였다. 1983년에는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Bulk형 레이저는 단일 모듈이 발생할 수 있

Novette[30] 레이저를 새 레이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으로서 개발

는 에너지가 kJ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으므로, 적은 수의 Bulk형 레

하고, 198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출력에너지 1 MJ의 Nova [31]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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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완성하였으며 1996년에는 Nova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며, 1970년에 LLE를 설립하고 1972년에는 레이저 핵융합의 가능

출력을 2 MJ로 증가시켰다[32].

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1980년에 OMEGA 레이저

2009년에는 사상 최대의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인 National Ignition

(OMEGA-24)가 완성되었다[37]. 1995년에는 OMEGA 레이저 시설

Facility (NIF)이 완성되었다[33]. 그림 2는 NIF의 시설 전경, laser

이 upgrade를 완료하여 (OMEGA-60) 총 60개 빔라인, 351 nm 파

bay 및 Target chamber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NIF은 총 192개

장대에서 37 kJ의 출력에너지를 핵융합 연료에 발사하였다[38]. 또

의 빔라인을 가지고, 총 출력에너지는 1053nm 파장대에서 5.4 MJ

한 ps 레이저를 통한 fast ignition 검증을 위하여 개발한 OMEGA-

이다. 1~2 shots/day의 낮은 반복률로 핵융합 연구 및 기타 응용연

EP(Extended Performance)가 2010년에 완성되었으며[39], 2.1 kJ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 진행된 핵융합 실험에서는 투입된

의 출력에너지에 펄스폭이 12 ps인 빔라인 2개와 추가적인 타겟 챔

에너지보다 방출된 에너지가 높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레이저 ICF를

버가 OMEGA-60에 연동되어 레이저 ICF 및 레이저-플라즈마 상호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문턱을 넘었다[34]. 2015년에는 NIF 빔라

작용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인 모듈을 활용하여 Advanced Radiography Capability (ARC)라는
petawatt급 레이저를 구축하였고[35], 이를 활용한 fast ignition 연

2.1.3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

구 및 기타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LANL은, LLNL의
solid-state laser를 이용한 핵융합 연구의 backup plan으로써 CO2
gas 레이저 및 KrF excimer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CO2레이저로는
출력에너지 2 kJ의 Gemini[40], 10 kJ 출력의 Helios[40], 100 kJ
출력의 Antares[41]를 차례로 개발하였으며, KrF excimer laser로
48개 빔라인에 2.5 kJ출력의 Aurora[42] 레이저를 개발한 뒤 출력
1 kJ, 펄스폭 0.2~5 ns의 Mercury[43] 레이저로 재구축하였다. 또한
1994년 개발된 Trident[44]는 Nd:Glass 레이저로서, 500 J 출력의
ns 레이저 빔 혹은 100 J 출력의 펨토초(femtosecond; fs) 레이저
빔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그림2. LLNL의 NIF 시설 사진. (a) 시설 전경 (b) Laser bay (c) Target chamber.

2.1.4 Naval Research Laboratory (NRL)
NRL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한 ICF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1974년 개

2008년에는 고반복률 고에너지 레이저 개발을 위해 Yb:S-FAP을

발된 PHAROS II [45] 레이저는 Nd:Glass를 사용하는 고체레이저였

이득매질로 하는 Mercury laser를 개발하였는데[36], 출력은 65 J이

으며 빔라인 갯수 2개, 출력은 650 J이었다. PHAROS II 레이저 개

고 반복률 10 Hz였다. 이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획득한 기술은 유럽

발 노하우는 NOVA 개발에 응용되었다. 1996년에는 출력 5 kJ, 빔

ELI(Extreme-Light Infrastructure)에 사용될 고반복률 PW 레이저

라인 갯수 56개인 KrF 레이저인 Nike [46] 레이저를 개발하였으며,

(High repetition-rate Advanced Petawatt Laser System; HAPLS)

2009년에는 출력 452 J, 빔라인 갯수 1개의 고반복률 KrF 레이저인

[36]에 적용되었다.

Electra [47] 레이저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2.1.2 Laboratory for Laser Energetic (LLE), University of

2.1.5 기타

Rochester

UCLA에서는 2010년에 Nova 레이저의 부품을 얻어, 출력에너지 1

로체스터 대학에서는 1965년부터 레이저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

kJ, 펄스폭 30~100 ns, 반복률 0.4 mHz의 RAPTOR 레이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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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프랑스 LMJ의 시설 내부 사진. (좌) Laser Hall (우) Target chamber (from Nucl. Fusion51(2011) 094025)

하였다[48]. 현재 이 레이저는 고에너지밀도물리 연구를 위해 사용

않고 있다.

되고 있다.
2.2.2 프랑스

2.2 유럽

프랑스는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ommissariat à l'énergie

유럽에서는 러시아 (구 소련)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

atomique et aux énergies; CEA)의 주도 하에 Limeil에 1978년 출력

리아, 체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를 구축, 연구하고

에너지 2 kJ의 OCTAL[56]을, 1986년에 20 kJ 출력의 PHEBUS[57]

있다. 현재 유럽 각국의 레이저 연구시설들은 LaserLab in Europe

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NIF와 비슷한 디자인의 Laser

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49], 유럽연합 주도의 레

MegaJoule (LMJ)을 Bordeaux에 구축 중이다. 그림 3은 LMJ의

이저 ICF용 고에너지 시설을 만들기 위해 HiPER 프로젝트[50] 및

laser bay 및 Target chamber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ToIFE[51]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LMJ의 프로토타입으로서 9.5 kJ 출력의 Ligne d’Intégration Laser
(LIL)를 2004년에 완성하였고[58], LMJ는 현재 총 176개의 빔라인

2.2.1 러시아

중 40개가 가동되고 있다[59]. 또한 fast ignition을 실험하기 위해

구 소련은 모스크바 Lebedev physical institute of Academy of

1.8 PW의 PETAL을 2015년에 완성하여 LMJ에 연결하였다[59].

Sciences of the USSR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ICF를 연구

Ecole polytechnique은 LULI라는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였고, 2000

하기 시작하였으며, 빔라인 12개 및 출력에너지 10 kJ의 Delfin[52]

년대에 PHEBUS의 부품을 받아 새로운 레이저를 구축하였으며

은 대표적인 초창기 레이저 시설이었다. 이후 Nizhniy Novgorod 주

LULI2000이라고 부르고 있다. LULI2000은 1 kJ의 출력을 갖는 2

에 위치한 Sarov에 Armajas-16이라는 암호명을 붙여 고에너지 레이

개 빔라인으로 구성된 ns 레이저 “NANO2000”(2003년 완성)[60]

저 시설을 구축하고 레이저 ICF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9년에

및 200 J의 출력을 갖는 ps 레이저 “PICO2000”(2004년 완성)[61]

는 빔라인 8개, 총 출력에너지 2 kJ의 Iskra-4[53], 1989년에는 빔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에 사용되고

인 12개의 총 출력에너지 3 kJ의 Iskra-5[53]를 개발하고 핵융합 관

있다.

련연구를 수행하였다. 1999년에는 미국의 NIF와 비슷하게 128개 빔
라인에서 351 nm 파장의 출력 총 600 kJ을 발생시키는 고에너지 레

2.2.3 독일

이저 시설인 Iskra-6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54], 2008년에 Iskra-6

독일은 Garching의 Max Planck institute of Quantum Optics에서

의 프로토타입인 Luch 레이저를 완성하여 핵융합 관련연구에 사용

1976년에 출력에너지 300 J의 요오드 레이저인 Asterix III[62]를,

하는 것[55]이 보고된 후로는 Iskra-6의 개발 진행 상황이 보고되지

1988년에는 출력에너지 2.1 kJ의 요오드 레이저인 Asterix-IV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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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63]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에 사용하였다. Asterix-

2.2.6 기타 및 유럽연합

IV 레이저는 1990년대 말에 체코 프라하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GSI

이태리의 ENEA-EURATOM에는 1986년 즈음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Darmstadt의 1 kJ 레이저인 PHELIX[64] 레이저가 2008년에 완

ABC 레이저 시설이 있으며[71], 100 J 출력의 ns 레이저 빔 2개를

성되어 레이저 플라즈마 상호작용에 연구되고 있으며, 150J@1Hz

이용한 레이저 ICF 연구 및 레이저 플라즈마 상호작용 관련연구를

의 PENeLOPE[65] 레이저가 Helmholtz-Zentrum Dresden-

수행하고 있다.

Rossendorf (HZDR)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레이저 연구 그룹들이 Laserlab-Europe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였다[49]. 현재 유럽 내 22개국 45개 그룹이

2.2.4 영국

Laserlab-Europe에 속해 있으며, 각자의 연구시설을 개방하여 첨단

영국은 과학 및 기술시설 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레이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2006~2013년에는 유럽 공동의

Council; STFC) 산하의 Rutherford-Appleton Laboratory (RAL)에

레이저 ICF 연구용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HiPER

위치한 Central Laser Facility (CLF)에서 다양한 고에너지 레이저를

project를 실행하였고[50], 2014~2018년에는 HiPER project의 후

개발해 왔다. CLF는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Vulcan, Astra Gemini,

속과제로서 Towards Inertial fusion Energy (ToIFE)를 실행하였다

Artemis, ULTRA, OCTOPUS 등의 레이저 시설을 가동 중이다.

[51]. 현재 이 프로젝트의 주축은 LMJ, CLF 등 유럽 내 거대 레이저

특히 Vulcan[66]은 CLF에서 제일 처음 가동된 레이저 시설로, 8개

시설이 맡고 있으며 EUROfusion project라는 이름으로 레이저 ICF

의 빔 라인 중 6개는 ns의 long pulse 모드로 동작하고 2개의 빔라인

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은 ps의 short pulse 모드와 long pulse 모드를 택하여 가동할 수 있
다. ns의 long pulse모드에서는 총 2.6 kJ의 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

2.3 아시아

고, short pulse 모드에서는 1 PW의 첨두출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가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을 갖추고 레

DiPOLE [67]이라고 하는 100J/10Hz 레이저 모듈이 현재 개발하여

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 오사카

유럽연합의 레이저 ICF 연구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하였으며, 현

대학의 ILE는 1970년대부터 Gekko(激光) 시리즈 및 LFEX등의 레이

재 체코 hilase에 1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CLF는 Atomic Weapon

저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ShenGuang(神光;

Establishment (AWE) 부지에 건설된 Orion laser facility[68]를

SG) 프로젝트를 통해 고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인도는 원자

2013년에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Orion laser는 5 kJ의 ns 레이

력에너지부 산하 Raja Ramanna Centre for Advanced technology

저 및 1 kJ의 ps 레이저를 사용한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RRCAT)에 kJ급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저-플라즈마 관련연구를 수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2.2.5 체코

2.3.1 일본

체코는 1990년대 말, 독일의 asterix IV 레이저를 프라하로 이전해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개발하고 레이저 ICF를 연

와서 Prague Asterix Laser System (PALS)[69]으로 재구성하였다.

구하였다. Gekko 레이저라는 고체 레이저 계열은 1970년부터 개발

출력은 1.2 kJ이었고,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에 사용하였다.

되어 온 유구한 역사의 레이저 시설이다. 1970년에는 나고야 대학에

또한 프라하 근교에 hilase 연구소 설립, 영국 CLF의 DIPOLE(100

출력 10J의 고체레이저 Gekko-I[72]이 만들어졌으며, 오사카 대학

J/10 Hz)을 들여와 설치하고 이름을 Bivoj 레이저라고 하였다[70].

의 Institute of Laser Enginieering (ILE)에 1973년 빔라인 2개, 출력

Hilase는 체코의 ELI 시설 옆에 있으며, Bivoj 레이저 및 fs 레이저를

200 J의 Gekko-II[72]를 제작하여 레이저 ICF의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용한 레이저-물질 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77년에는 빔라인 4개, 2 kJ 출력의 Gekko-IV[73]를 개발하여 레
이저 ICF에 사용하고, Gekko-II는 개조하여 Gekko-MII[74]로 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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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일본 오사카 대학 ILE의 Gekko-XII 사진. (좌) laser bay (우) Target chamber.

고 1979년에 완성하여, 12개 빔라인의 10 kJ 출력인 Gekko-XII를 개

와 Shanghai의 National laboratory of high power laser

발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사용하였다. 1980년에는 0.5 kJ 출력의

physics(NLHPLP)는 각각 Xing-gang(XG)과 ShenGuang(神光; SG)

PETTAWATT [73]레이저를 완성하여 fast ignition을 실험하기 위한

project를 통해 레이저 ICF 연구에 사용될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

기반으로 삼고, 1983년에 10 kJ의 Gekko-XII[73]를 완성하였다. 그

을 구축하였다. 1983년에는 0.1 kJ 출력의 XG-1[78]이 개발되었고,

림 4는 Gekko-XII의 laser bay와 target chamber를 보여주고 있다.

1986년에는 빔라인 2개에 출력 1.6 kJ의 SG-1[79]이 개발되었다.

이후 Fast ignition을 실험하기 위해 시작한 FIREX(Fast Ignition

1994년에 XG-1과 SG-1이 모두 가동이 중지되고 그 부품 및 부지를

Realization Experi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 kJ 출력의 PW

전용하여 출력 0.15 kJ의 XG-II[78]가 1994년에, 빔라인 8개에 출력

레이저인 LFEX(Laser for Fusion EXperiment)[73]를 2009년에 새

6 kJ의 SG-II[80]가 2000년에 완성되었다. 1개 빔라인에 5.13 kJ 출

로 완성하였다.

력의 SG-II 9번째 빔라인[80]이 2006년에 완성되었고, 2014년에는

CO2 레이저인 Lekko 또한 레이저 ICF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다. 빔

빔라인 8개에 출력 68 kJ의 SG-II upgrade[80]가 완성되었다. 또한

라인 2개, 출력 1 kJ의 Lekko-II[74]는 1977년 완성되어 ICF 연구에

같은 해에, 48개 빔라인에서 총 180 kJ의 출력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사용되었다. 1981년에는 빔라인 8개, 출력 10 kJ인 Lekko-VIII[74]가

shenguang-III[81]이 완성되었고, 2018년에는 SG-II에 37 J 출력의

완성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ILE는 그 외에도, 향후 레이저 ICF의 상

PW 레이저인 SG-II 5PW[82]가 완성되어 다양한 레이저 ICF를 연구

용화를 위한 고에너지 고반복률 레이저인 HALNA(High-Average-

하고 있다.

power Laser for Nuclear fusion Application) [75] 개발 프로젝트

2016년부터 정부 지원하에 상하이에 건설되고 있는 Shanghai

및 GENBU (Generation of ENergetic Beam Ultimate) [76] 레이저

Superintense Ultrafast Laser Facility (SULF)는 1 PW 및 10 PW

개발을 진행하였다.

의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2020년에 12.9 PW의 첨
두출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83]. 2023년까지는 Station of

2.3.2 중국

Extreme Light (SEL)이라고 하는 100 PW 시설을 완성할 예정이며,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경제 발전이 시작되면서 7개의 전략적으

4개 빔을 결합하여 총 100 PW의 초강력 레이저로 레이저-물질 상

로 우선되어야 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는 863 프

호작용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84].

로그램을 시작하였다[77]. 이 7개 분야 중에는 고출력 레이저 기술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의 고에너

2.3.3 인도

지 레이저 시설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Indore에 있는 Centre for Advanced Technology는 인도 원자력에

Mianyang의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CAEP)

너지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 소속으로, 다양한 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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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kJ급의

년 개발된 CW CO2레이저는 100 W 출력이었고, 1973년 말에는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였다[85].

250 W까지 출력이 올라갔다[86]. 이후 휴대용 거리측정기, 표적 조
사용 레이저 등 다양한 군용 레이저 및 광학 장비를 개발하였고, 최

2.4 한국

근에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87].

한국은 원자력연구소를 시작으로 KIST,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등
에서 다양한 고에너지 레이저를 개발해 왔으며, 2000년대에는 일

2.4.3 KIST

본 ILE에서 Gekko-IV의 부품을 기증받아 1 kJ 출력의 KAERI Laser

KIST에서는 수냉식 CO2 레이저를 연구하여, 1973년에 130 W의 출

Facility를 원자력연구소에 구축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 초강력 레이

력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국내 최초의 He-Ne 레이저 개발에

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성공한다. 1984년에는 펄스형 CO2 레이저를 개발하여 80 W 출력을
냈으며, 그 외에도 반도체 레이저, XeCl 엑시머 레이저, 치과 수술용

2.4.1 원자력연구원

Nd:YAG 레이저 및 Er:YAG 레이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등을 지속

국내 레이저 연구의 시초는 원자력연구소였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적으로 개발하였다. [90]

는 1971년 물리연구실장이었던 고 이상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레이
저 개발을 시작하였다[86]. 1967년에 He-Ne 레이저 실험 결과를

2.4.4 KAIST 응용광학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집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71년

KAIST는 한국 광학의 아버지이신 고 이상수 교수님이 초대 원장을

에 최초로 수냉식 CO2 레이저의 발진에 성공하였으며, 당시 출력

맡아, 광학 연구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고 이상수 교수님이 제자들을

은 78W였다. 그 외에도 CO2 레이저의 Q-switching, 질소 레이저,

기르신 응용광학실과 그 후신인 레이저광학연구실은 특히 고출력

TEA CO2 레이저, 색소레이저, 루비레이저, 아르곤 레이저 등을 자

레이저에 관심이 많았으며,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개발 연구가 수행

체 개발하였다.

되었다[91]. 표 1와 2는 KAIST 응용광학실 및 레이저광학연구실에서

연구소 이전 및 외부 사정에 의해 원자력연구원의 레이저 연구는 중

진행된 레이저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단되었으나, 1986년에 기초연구부 산하 레이저 연구실 및 레이저 분

옥소 레이저는 1975년에 공진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증폭기 및 모

광학 연구실을 설립하면서 다시 부활하였다. 기초연구부는 산업용

드 록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86년에는 1 GW 시스템이 완성되

Nd:YAG 레이저 가공장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 분광용 레

었다. 완성된 옥소 레이저는 X선 발생 및 이를 이용한 X선 마이크로

이저의 국산화를 위해 고분해능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 및 색소 레이

스코피에 응용되었다.

저 펌핑용 copper vapour laser, diode-pumped solid state laser

TEA CO2 레이저는 1978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82년 수동형

를 개발하여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하였다[87]. 그 외에도 국내 최초

Q-switching, 1986년 능동형 모드록킹이 연구되었고 1982년 다중

의 아르곤 레이저가 개발되었고[88], HF 레이저, COIL 레이저, 자유

도선 방전 펌핑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1009년에 증폭기 시스템이 완

전자레이저 등이 개발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일본 ILE에서 구축

성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TEA CO2 레이저는 분광학, 비선형 현상 연

했던 Gekko-IV의 부품을 기증받아 1 kJ 출력의 KAERI Laser Facility

구 및 암모니아 레이저 개발에 사용되었다.

(KLF)를 구축하였고, KLF는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저압 질소레이저 및 TEA 질소 레이저 또한 1978년부터 연구가 시작

사용되고 있다[89].

되어, 개발된 질소 레이저는 개발된 색소 레이저의 펌핑 광원 및 분
광학 연구에 사용되었다. 1981년 파장가변/편광가변 색소 레이저가

2.4.2 국방과학연구소

만들어진 후, 이득매질의 연구 및 안정화, 단일종모드 발생이 연구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1972년부터 레이저 및 광학 관련 국방 장비

었고 개발된 색소 레이저들은 분광학 연구에 주로 응용되었다.

개발에 착수하여, 1973년에는 전자광학 연구실을 설립하였다. 1972

Nd:YAG laser 는 1981년부터 연구되었으며, 1982년 수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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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국내 최초의 TW레이저인 신명 레이저. (좌) 신명 레이저 전경 (우) Target chamber 내부

Q-switching, 1989년 수동형 모드록킹, 1991년 결합형 모드록킹

표1. KAIST 응용광학실 및 레이저 광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옥소, CO2, 질소 및 색소 레이저
에 대한 연구들.

및 안정화, 1992년 공진기 내부 열 현상 측정이 연구되었고 개발된
Nd:YAG 레이저를 이용해 광섬유 내 유도 라만 산란이 연구되었다.

연구기간

분야

1975~1979

주제
옥소레이저 공진기 개발, 출력특성 연구

특히 1988년부터 1993년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 TW급 레이저인

1976~1978

동역학 수치해석

신명 레이저를 개발[92]하여 1994년에 완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1979~1982

증폭기 개발 및 출력특성 연구

X선 리소그래피 및 핵융합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림 5는 국내 최초

1979~1981

옥소
레이저

포화흡수 연구

1980~1985

증폭기 에너지 추출율 연구, 모드록킹 연구

의 TW 레이저인 신명 레이저 전경 및 Target chamber를 보여 준다.

1981~1986

증폭기 출력 특성 연구, 1 GW 시스템 완성

1994년부터는 유도 브릴루앙 산란 위상 공액 거울(Stimulated

1983~1985

아르곤에 의한 선폭확대 계수 연구

Brillouin Scattering Phase Conjugate Mirror; SBS-PCM) 및 이를

1978~1981

삼중방전 TEA CO2 레이저 개발

1980~1983

열린 마이켈슨형 CO2 레이저의 맥놀이 현상

사용하는 결맞는 빔 결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3년에 자체 위상

1981~1983

출력용 ZnSe 렌즈설계

제어 기법 (Self-Phase-Controlled-SBS-PCM; SP-SBS-PCM)을 발

1981~1983

하이브리드 CO2 레이저

견하였고[22], 2010년에는 1 W급 저출력 레이저에서 4빔 결합에 성

1982~1984
1983~1985

Small-signal gain 측정, diffusion cooling 연구
TEA CO2
레이저

수동형 Q-switching

공[23]하여 그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현재는 100 W 이상의 고출력

1983~1987

레이저에서의 결맞는 빔 결합을 연구하고 있다.

1984~1986

출력펄스 변조

1985~1987

동작수명에 대한 H2 첨가기체의 효과

GaAs를 이용한 능동형 모드록킹

1986~1988

표면 코로나 방전 펌핑

2.4.5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1987~1989

다중 도선 코로나 방전 펌핑 공진기

2001년에 광주과기원 안에 설립된 고등광기술연구소(APRI)는

1988~1990

다중 도선 코로나 방전 펌핑 증폭기

1979~1980

저압 및 대기압 질소 레이저 개발

2003년 정부 주도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극초

1978~1981

파장가변, 편광가변 색소레이저 개발

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Ultra-shot Quantum Beam Facility)를 구축

1979~1981

Rhodamine 6G 매질 연구

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100TW 첨두출력의 LiFSA(Light source

1980~1982

출력 경합 효과 연구

1982~1984

단일 모드 발진, 주파수 안정화 연구

for Femto-Sciences and Applications)를, 2010년에는 1 PW 첨두
출력의 PULSER-I[93]을, 2012년에는 1.5 PW 첨두출력의 PULSERII를 완성하였다[94]. 현재 PULSER-II는 첨두출력은 4.2 PW로, 올해
초 세계 최초로 1×1023 W/cm2의 초점 세기를 달성하였다[95].

034

1982~1985
1983~1985
1984~1986

질소 및
색소
레이저

Rhodamine B 매질 연구
Nd:YAG레이저 2차조화파 펌핑
발진선폭 축소, 증폭기 연구

1988~1990

단일 종모드 동작 연구

1989~1992

고리형 fs 색소레이저 개발

1989~1991

연속발진형 고리형 색소레이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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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KAIST 응용광학실 및 레이저 광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고체레이저 및 빔결합 관련 연
구들.

는 초고출력 레이저를 개발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펌핑 효율이 높은 레이저 다이오드

연구기간

분야

1981~1983
1985~1992
1987~1991

주제

Nd:YAG
laser

공진기의 열현상 측정
결합형 모드록킹 및 ps 펄스 출력 안정화

1987~1989

수동형 모드록킹

1985~1991

2차·3차 고조파의 펄스 시간폭 연구, 결합형 모
드록킹에 의한 ps 펄스 출력 안정화

1987~1993

Nd:YLF-Nd:Glass MOPA 연구

1987~1993

Nd:YAG의 모드록킹

1988~1993

Nd:YLF의 펄스압축, 모드록킹된 Nd:YLF 증폭
연구

1989~1995

이중공진기형 레이저 연구

1989~1991

를 사용하는 방식[96], 효율이 높은 극저온에서 동작하는 Yb 도핑

발진기-증폭기 개발, 수동형 Q-Switching

신명
레이저

Spatial filtering 연구

된 이득 매질을 사용하는 방식[97], 열전도율이 높아 냉각이 쉬운 세
라믹 이득 매질을 사용하는 방식[98], 그리고 냉각이 쉬운 작은 이
득 매질을 사용하는 레이저 모듈의 출력 빔을 결합하는 빔 결합 방식
[15] 등이 제안되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모
두 적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출력 에너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반면에, 빔 결합 방식은 현존하는 최고 출력의 레이저 모듈을 가
지고 병렬 결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마음대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1990~1995

시스템 최종 출력 연구

1991~1998

증폭기 열복굴절 이용한 온도측정 및 X선 발생
연구

1992~1994

자발증폭복사 연구

빔 결합은 크게 여러 개의 빔이 마치 한 개의 빔처럼 되는 결맞는 빔
결합 방식(Coherent Beam Combination; CBC)과, 여러 개의 빔을

3.1 결맞는 빔 결합

1993~1995

4경로 전단증폭기 연구

1993~1998

Nd:YLF 재생증폭기 연구

1994~1996

FC-72 매질 SBS-PCM 연구

1995~1997

빔 결합 레이저 연구

Beam Combination; IBC)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IBC는 다

1998~2000

FC-75 매질 SBS-PCM 연구

시 다중파장 빔결합(Spectral beam combing; SBC) 과 동일파장 빔

2000~2002

4중 경로 증폭계 연구

2000~2005
2003~2009
2004~2009

SBS를
이용한
빔 결합
레이저

자체 위상 제어 (self-phase-control, SPC)

결맞지 않은 채로 결합하는 결맞지 않는 빔결합 방식(Incoherent

결합방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레이저의 출력을 극

전단 펄스를 이용한 펄스 파형 보존

대화하면서도 레이저의 특징을 살리고자 한다면 CBC가 되어야 한

능동소자를 사용한 장기간 위상 제어

다. 결합하는 모듈의 종류로 구분하면, CBC는 광섬유 레이저의 CBC

2004~2010

1W 급 저출력 레이저 4빔 결합

2007~2017

광학소자 회전방식의 SPC-SBS-PCM

2009~2017

100W 급 고출력 레이저의 2빔 결합

와 Bulk 레이저의 CBC로 구분할 수 있다.
CBC를 하려면, 모든 빔들의 파장이 동일해야 하고, 위상이 똑 같아
야 한다. 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광섬유는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하면 위상을 맞추기는 쉽지만, 단

3. KAIST 빔 결합 레이저

일 광섬유가 견딜 수 있는 빔의 파워와 에너지가 Bulk형 레이저보다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레이저는 출력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이득 매

는 훨씬 작은 단점이 있으므로,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질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득 매질의 크기가 커지면 기생

많은 개수의 광섬유를 빔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공학적 어려움

발진에 의한 출력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14]. 또한 이득매질은

이 있을 수 있다.

펌핑된 에너지가 레이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에 의해 온

반면에, Bulk레이저빔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한 개의 모듈이 견딜 수

도가 상승하는데, 이득매질이 커지면 냉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

있는 출력과 에너지가 광섬유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적은 갯수

률이 제한된다. 완전히 냉각되지 못한 이득매질은 열 복굴절[13] 및

의 Bulk레이저의 결합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출력과 에너지를 얻을

열 렌즈[12] 현상에 의해 출력 빔의 품질을 떨어트려, 한 초점에 레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합하려는 Bulk레이저들의 파면 왜곡

저 빔을 모을 수 없게 되고, 초점 세기가 약해진다. 따라서 이 문제들

이 모두 다르고 출력이 올라 갈수록 파면왜곡이 더 심하여지기 때문

이 고에너지/고반복률/고품질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

에, 위상을 맞추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전세계적으로는 Bulk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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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CBC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다.

을 SBS라고 한다. 여기에서, 반사파를 SBS wave 혹은 Stokes wave

SBS의 매질로는 기체 액체 고체 모두 가능한데, 이 중에서 SBS 특성

라고 부르기도 하고, 입사파는 펌프파(Pump wave)라고 부른다. 여

이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SBS wave가 pump wave와는 서로 위상
공액의 성질을 갖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3.2 SBS-PCM 및 이를 이용하는 빔 결합 방식

SBS-PCM을 증폭기 뒤에 놓음으로써, 레이저 증폭기에서 파면-왜곡

위상 공액 거울 (Phase conjugate mirror; PCM)는 PCM에서 반사된

된 레이저빔을 다시 그 증폭기를 통과시키면 왜곡된 파면이 자동적

반사파의 위상이, PCM에 입사된 입사파의 위상과 공액 관계를 가지

으로 스스로 보상되어 깨끗한 파면의 레이저빔을 얻게 된다. 이것이

는 특수한 거울이다[99]. 따라서 PCM에서 반사된 반사파는 입사파

Bulk형 레이저를 결맞는 빔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 되는 것

의 위상 공액파(Phase conjugate wave)라고 부르며, PCM에서 반사

이다. 이에 1972년 러시아의 B. Zelodivich[101]가 이 가능성을 발표

된 위상 공액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한 후에, 이를 고출력 레이저에 응용하려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1) 입사파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Wave vector 가 - 로 바뀜).

이 연구를 하였으며, 특히 결맞는 빔결합을 하려 노력을 상당히 많이

(2) 입사파와 위상 공액 관계에 있다(Phase φ가 -φ 로 바뀜)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 SBS파는 매 펄스마다 위상이 임의로 바뀌

보통 거울은 반사각이 입사각과 같은 반사의 법칙을 따르는 데 비해

는 단점이 SBS의 고유한 특징으로 밝혀져서 결맞는 빔결합의 적용

( 와 φ가 보존), 위상 공액파는 입사파가 왔던 경로를 따서 다시 되

은 포기하게 되었다[102].

돌아가게 된다( 와 φ가 부호가 바뀜). 예를 들면, 점광원에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실에서는 SBS파의 위상을 우리가 원하

빛이 PCM에서 반사되면 점광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 자체-위상제어되는 SBS-

다. 이러한 PCM의 위상공액의 성질을 응용하면, 입사파가 어떤 광학

PCM (Self-Phase-Controlled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매질 (e.g. 레이저 증폭기)을 통과해 입사파의 파면이 왜곡되었더라

Phase Conjugate Mirror; SP-SBS-PCM)을 제안하여 이론 및 실험

도, PCM에 의해 반사된 위상 공액파가 다시 이 매질을 통과하도록

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SBS-PCM 뒤에 간단한 거울을 놓으면 되

한다며, 입사파의 원래의 깨끗한 파면으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복원

는 단순한 방식이다. 2003년에 세계 최초로 평균출력1 W급 수준에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서 이의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22], 계속되는 연구를

이러한 PCM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통하여 2010년에는 W급의 4개 레이저 빔의 결맞는 빔결합 방법에

유도 브릴루앙 산란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SBS)[100]

대한 이론적기초를 다듬었고 기술적인 기틀을 다졌다[23]. 이후 본

이라는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볼록렌즈 하

연구실에 kW급의 금강레이저를 개발 완성하여[103], SP-SBS-PCM

나와 매질(이하 SBS-매질로 부름)로 이루어지는 가장 간단하고 수

의 방식을 이용하여, 평균출력이 kW급 이상이거나 펄스당 에너지가

월한 방식이다. 볼록 렌즈로 SBS-매질 내에 레이저 빔을 집속시키

100 mJ 이상의 Bulk형 레이저 빔들의 CBC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

면, 초점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강한 전기장에 의해 매질이 응축되

을 마련하였다. 금강레이저는, 자체-위상제어되는 SP-SBS-PCM을

어, 매질이 국소적으로 밀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 현상은 전기수

이용하여 100mJ@10kHz의 레이저 모듈 4개를 결맞는 빔결합을

축 (Electrostriction)이라고 하며, 이 전기수축에 의해 생기는 밀도변

하여 4 kW의 평균 출력 (400mJ@10kHz)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

화는 곧Acoustic Phonon (acoustic wave(음파), Bragg Grating이라

고 있다.

고도 부름)이 된다. 이 음파(phonon)는 광축 상의 양 방향으로 음파

앞으로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SP-SBS-PCM 기술이 차세대 고에너

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가 생기며, 이 중 레이저 빔의 입사 방

지 레이저의 개발에 핵심요소 기술로 부각될 것으로 에상한다.

향으로 진행하는 음파가, 입사되는 레이저파 (입사파)와 상호작용하
여 반사 레이저 빔(반사파)을 만든다. 이리하여 매질 내에 입사파, 반

4. 결론

사파, 음파 이 3가지 파가 서로 결맞는 상호작용하게 되며, 이 현상

레이저 핵융합은 자기장 핵융합과 함께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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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결할 이상적인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

lasers,” Phys. Plasmas 1, 1626 (1994).

고 있다. 이러한 레이저 핵융합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6. R. Betti et al., “Shock ignition of thermonuclear fuel with high

주요 국가들과 일본 및 중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자기장 핵융합과 함

areal density,” Phys. Rev. Lett. 98, 고155001 (2007)

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를 목적으로 KAIST에

7. K.A. Brueckner et al., "Laser-driven fusion,” Reviews of modern

서 TW급 레이저인 신명 레이저를 1988년부터 시작하여1994년에

physics 46(2) 325 (1974)

완성한 바 있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일본 ILE에서 기증받은 광학부품

8. Y Ogawa et al., “Conceptual design of a fast-ignition laser

으로 2005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KLF 레이저 시설을 완성하여

fusionreactor based on a dry wall chamber,” J. Phys.: Conf.

연구하고 있다.

Ser.112 032033(2008)

미국 LLNL의 NIF는 30kJ/10ns@15Hz로 동작하는 ns 레이저 라인

9. S. Atzeni et al., “Shock Ingition of thermonuclear fuel:

19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NIF가 15 Hz 정도로 작동한다면 레이저

principles and modelling,” Nucl. Fusion 54, 054008 (2014)

핵융합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NIF의 192개

10. S. Nakai et al., “Laser driven inertial fusion energy: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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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using SBS-PCM for high repetition rate solid-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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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s,” Optical Materials 35(4), 807-8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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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전자레이저,
밀리미터파에서 테라헤르츠파까지
1. 들어가는 말

레이저(free electron laser, FEL)는 완벽한 파장가변성으로 양자 레

레이저를 처음 접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어두운 실험실의 먼

이저와 구별된다. 자유전자레이저는 전자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지를 통해서 퍼지지 않는 빛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빔을 교번자장기(undulator)라는 주기적인 자기

맞고 벽면에 퍼진 레이저의 스펙클 패턴은 비현실감을 줄 정도로 오

장구조에 진행시킴으로써 운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여 결맞

묘했다. 대학교 실험수업에서 처음 헬륨-네온 레이저를 만지던 때였

는 빛(coherent light)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질에 구속된 전자

다. 다른 전공 수업과 달리 유난히 집중을 하고 열심이어서 동기들이

의 정해진 에너지 궤도 차이를 이용하는 양자 레이저와 달리 자유 공

의아해 했었다. 형이상학처럼 어렵고 지겨웠던 이론 중심의 다른 물

간에서 운동하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로부터 빛을 얻는 자유전자레이

리학 수업과 달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

저는 원리적으로 어떠한 파장의 빛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점

게 시작한 레이저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때문에 자유전자레이저는 진정한 레이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

보이는 가시광 레이저를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레이저가 잘 동

들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이저의 핵심 개념인 ‘유도방출 과

작하는 가시광이나 그 주변 파장 대역을 피해서 새로운 레이저를 만

정’이 자유전자레이저에는 없다는 이유를 든다. 반대로 레이저라고

드는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검출기로는 볼 수 있었으니

주장하는 학자들은 유도방출 과정을 넓게 해석한다. 어쨌든 간에 자

여전히 형이상학적이 아닌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전자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빛은 현상학적으로 보통의 양자 레이저

레이저 역사의 기원은 1917년 아인슈타인의 유도방출(stimulated

에서 나오는 빛과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는 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emission)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으로 물리학자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들은 해석과 관점의 차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와 전파공학자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업을 하게 되

않는다.

었다고 한다. 그 결과 1950년대에 마이크로파 레이저인 메이저의

자유전자레이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자가속기가 필요하기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시광 레이저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치가 거대하고 개발비가 많이 들고 기술적으

인 루비 레이저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하

로도 복잡하다. 반면, 레이저 매질이 고에너지의 전자빔이다 보니 매

나의 색깔을 가지며, 공간적으로 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광원

질의 열화 때문에 생기는 출력의 제한이 없어서 초고출력 발생에는

과 비교해서 훨씬 강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레이저인 양자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상대편 대륙

(quantum) 레이저로는 원하는 색을 마음대로 골라서 발생시킬 수는

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최적의 레이저 무기로 자유전자레이저를

없다. 양자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레이저가 동작하는 파장대

고유한 색이나 색의 영역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름도 일일

역에서 새롭게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하는 시도는 거의 없고, 기존

이 기억하기 힘든 수많은 종류의 레이저가 개발되었고 현재도 개발

레이저가 빛을 내기 어려운 테라헤르츠(terahertz, THz)파 대역과

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이저가 동작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자기파 파

엑스선(X-ray) 대역에서 자유전자레이저가 주로 개발되고 역할을 수

장 대역이 많다.

행하고 있다 [1-5]. 이 대역은 여전히 자유전자레이저가 가장 강력하

어떠한 색의 빛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레이저는 없을까? 다행

고 우수한 광원이다.

히도 그 질문의 답을 이번 k-Light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유전자

우리나라의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역사도 이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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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자유

필요한데, 이는 횡파인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나란하게 전자빔이 속

전자레이저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테라헤르츠파 대역으로 점

도성분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해진다. 결국 전자빔을 진행방향

차 파장 대역을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대인용 보안검색 장치에 사용

에 수직하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장치가

하는 작은 크기의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을 이어오고

바로 언듈레이터(undulator) 또는 교번자장기라 불린다.

있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항가속기연구소는 3세대 방

그림 2에서 보듯이 전자가속기로부터 공급되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

사광 가속기의 후속 시설로 엑스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착수하

빔이 자기장의 극성이 교대로 바뀌게 고안된 교번자장기를 통과하

였다. 그리고, 2016년에 세계에서 3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

게 되면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Lorentz) 힘에 의해서 자기장에 수직

설 구축에 성공하였다. 이듬해부터 이용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한 평면에서 좌우로 진동운동을 하게 된다. 대개의 교번자장기는 수

세계에서 가장 안정한 빔특성을 이용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를

cm 정도의 주기( )로 만들어져 전체 길이가 보통 수 m 정도 된다.

얻고 있다. 엑스선 자유전자레이저는 최근 여러 지면을 통해서 소개
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고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밀
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와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를 중심
으로 개발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자유전자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발된 밀리미터파와 테라헤르츠
파 자유전자레이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들은 모두 공진기 형태로
동작하는 자유전자레이저이다. 반면에 엑스선 자유전자레이저는 증
폭기 형태이다.

그림 2. 지면에 대하여서 위, 아래 방향인 자기장에 의해서 사인 모양의 운동을 하는 전자들
(가운데 부분)과 그 전자들에서 발생된 전자기파의 전기장(아래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전
자기파의 전기장 주기에 따라서 가속(파란색) 및 감속(빨간색)되는 힘에 의해 공간적으로
모인 전자들(윗 부분)을 표현한 도식도.

교번자장기에서 곡선 궤적을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이 빛은 거의 전자빔의
진행방향으로만 집중되어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방출되는 빛
그림 1. 자유전자레이저의 기본 구성과 동작원리를 설명하는 도식도.

의 파장은 도플러효과 때문에 다음 식처럼 교번자장기의 주기에 비
해 매우 짧아진다. 이를 자유전자레이저의 공명조건이라고 부른다.

2. 자유전자레이저의 동작원리
그림 1에서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자유전자레이저는 전자빔의
(1)

운동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파
장의 전자기파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전자기파와 나란히 진행하는
전자빔으로부터 에너지를 도출해내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실제로

여기에서

는 교번자장기의 주기이고

에너지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와 전자빔사이에 매개수단이

세기이다.

는 전자빔의 에너지[MeV]를 전자의 정지질량에너지

는 교번자장기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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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MeV로 나눈 것으로 상대론적 에너지 인자(relativistic energy

로 된다. 전자빔이 그림 3의 윗부분과 같이 군집되어 있지 않을 때는

factor)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 MeV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빔이라

각 전자에서 발생되는 빛의 위상이 각 각 제멋대로이므로 빛의 세기는

면

는 200 정도 되고, 2 cm 정도의 주기를 지닌 교번자장기를 사

용할 경우 출력되는 빛의 파장은 약 0.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공명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빔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으면 X-선까지
짧은 파장의 빛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자유전자레이저 빛의 발생에서 전자빔의 군집(bunching) 개념이 중

로 되어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빔이 그림 3의 아

요하다. 처음에 전자빔이 교번자장기에 입사될 때는 전자빔의 공간

래와 같이 군집되어 있고 그 분포 주기가 파장과 같으면 각 전자에서

적인 분포가 균일하고, 각각의 곡선 궤적의 전자들로부터 방출되는

발생하는 빛의 위상(

)이 모두 같으므로, 빛의 세기는

자발방사광의 위상이 제멋대로이다. 결국 빛의 세기는 개개의 전자
들로부터 방출되는 빛들의 산술적인 합에 비례하는 출력을 내게 된
다. 그러나 교번자장기 속을 진행하면서 전자빔과 빛의 공명적인 상
호작용에 의해 전자빔이 주기적으로 군집(bunching)되고, 이에 따
라 빛의 세기가 전자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로 되어 전자빔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일반적인 양자 레이저는 밀도반전 (population inversion)과 유도방
출 (stimulated emission) 등의 양자역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반면, 자유전자레이저의 작동원리는 고전 전자기
학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그림 3. 윗부분에 표현된 균일하게 분포하는 전자들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는 위상 관계가
서로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결맞음에 의한 출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전자레이저
가 레이저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그림 2에서 설명한 과정으로 공간적으로 뭉
치게 되고 그 뭉친 주기가 파장과 동일하게 되면, 아래 부분과 같이 모든 전자들은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이 경우 전자의 개수 배 만큼의 출력 증가가 이루어진다, 자유전자레이저
가 레이저 동작을 하는 경우이다.

군집된 전자빔에서 발생되는 빛의 세기는 위상이 제멋대로인 전자
빔에서 발생되는 빛의 세기에 비해 훨씬 높다. 하나의 전자가 교번
자장기를 지날 때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세기를
을

라하고 전자의 개수를

세기는

그림 4. 전자의 에너지에 따른 자유전자레이저 동작 파장. 교번자장기의 자기장 세기를 조
절하면 발진 파장을 정밀 조절할 수 있다.

, 위상

라 하면, 전자빔에서 발생되는 빛의
자유전자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임의파장 발진 가능성이다. 다른
종류의 레이저는 원자 또는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변할 때 발생하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질에 따라 고유한 주파수만을 낼 수 있으나
자유전자레이저는 식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빔 에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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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자장기 자장의 세기와 주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연속적으로 파장
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4 참조). 전자빔의 에너지에 따라 밀리미
터파에서 X선까지 모든 파장 영역에서 발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
자 레이저로는 불가능한 어떠한 파장도 얻을 수 있다. 물론, 한 대의
자유전자레이저가 테라헤르츠파에서부터 X선까지 모든 파장 영역
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전자가속기의 에너지 범위에
따라 밀리미터파, 테라헤르츠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영역에서 레이저 빛을 내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전자레이저의 파장
은 전자빔의 에너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유전자레이저에 사용

그림 5. 직선형 정전가속기를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의 외관.

되는 가속기의 종류는 정전가속기, 고주파 선형가속기, 마이크로트
론, 전자저장링(electron storage ring) 등 다양하며, 가속기의 종류
에 따라 전자빔의 에너지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자유전자레이저의
파장도 달라진다. 자유전자레이저는 또, 종래의 레이저에 비하여 출
력을 대단히 크게 할 수 있고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은 장점도 있다.
그리고 종래의 레이저에서와 같은 매질의 열화현상이 없어 수명이
길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그림 6. 직선형 정전가속기를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의 구조.

3.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국내의 자유전자레이저 시스템 개발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당시 기초과학연구부를 맡고 있었던 이종민 박사

집기(collector)가 있었다.

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병철 박사가 실무팀을 이끌었으며, 이론

LaB6 결정을 열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자총을 개발하였다. 낮은 에너

과 시뮬레이션은 현재 한의사로 직업을 바꾼 김선국 박사가 담당하

지의 전자빔은 음의 전하를 가지는 전자끼리 서로 밀치는 공간전하

였다. 조성오 박사(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가속

효과에 의한 퍼짐이 심각하다. 그래서 퍼짐을 줄일 수 있는 나선형

기와 전원장치 그리고 필자가 교번자장기와 공진기 개발을 맡았다.

교번자장기를 채택하였다. 교번자장기의 구조와 외관은 그림 7에 나

비교적 규모가 작고 낮은 에너지로 동작하는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

타나 있다. 거리에 따라 발산하는 전자빔을 최소 직경에서 교번자장

하여 밀리미터파 영역에서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얻는 것을 1 단계

기에 입사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교번자장기를 가능한 한 가속

목표로 하였고, 다음 단계로 고주파 가속기를 사용하여 원적외선 영

기에 가깝게 위치시켰다. 이를 위하여 교번자장기와 원형도파관을

역에서 레이저빔을 얻는 것에 도전하였다.

일체형으로 제작하였고, 원형도파관 전반사경과 출력경은 금속 메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는 정전형 가속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쉬(mesh)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가속관 내부로 교번자장기를 깊숙

에너지는 약 400 keV로 낮았지만 장치의 크기는 작지 않았다 (그림

이 넣어, 전자총으로부터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5 참조). 가속기의 중간 몸통부인 고전압 터미널에는 양(+)의 부호를

약 1 A의 전자빔 전류가 교번자장기를 통과하면서 80%가 내부의 원

가지는 고전압을 400 kV까지 인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6]. 좀

형도파관에서 손실되고 마지막까지 통과하는 것은 20%였다. 이를

더 자세한 구조는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고전압 터미널 왼쪽 끝에

개선하려면 솔레노이드 형태의 집속 자기장을 교번자장기 외부에

전자총이 있었으며 터미널 내부에는 교번자장기, 그리고 오른쪽 끝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교번자장기를 원래 위치보다 전자총에 더 가

에는 전자빔의 전류와 에너지를 회수하는 다중단계(multi-stage) 포

까운 곳에 설치하면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이는 불가능하였다.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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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통하여 0.2 A의 전자빔으로도 수 마이크로초 이내에 레이

빔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는 약 10 마이크로초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저 발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7], 그림 8과 같은 장치 구성

실험은 예상대로 성공하였다 [9]. 약 3년의 기간 동안 계산과 하드웨

으로 레이저 발진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발진에 사용한 전자빔

어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고생하였으나, 실제 레이저 발진을 확인하

은 고전압 터미널 내에서 덤프시키기로 하였으며, 이 경우 고전압 전

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였다.

원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전압강하가 발생하고 레이저 발진은 전자

그림 9는 측정된 자유전자레이저 신호의 대표적인 것으로, 펄스폭
이 약 10 마이크로초이며 출력이 약 1 kW 정도였다. 발생된 레이저
의 파장은 약 10 mm이었다. 그림 9의 발진 신호를 살펴보면, 시간적
으로 다수의 펄스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자빔에 의한
고전압 터미널에서의 전압강하 때문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빔에 의해서 레이저 발진이 이
루어지더라도 후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발
진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
른 에너지의 전자빔에 의해서 레이저 발진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반
복하게 된다.

그림 7. 원자력(연)에서 개발한 영구자석 나선형 교번자장기(아래)와 도파관 공진기(위)의
외관.

레이저 발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첫 성공에 연구팀은 환호했
고 기뻐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성공
한 것이었다. 애초 연속발진에 도전한 야심찬 처음 계획과는 다소 차
이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펄스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였다. 지금
은 우리나라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X-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도
성공하고,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는 각종의 대형 가속기 들을 건설하
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당시 우리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 하
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약관의 젊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이
루어내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고출력의 밀리미터파 발생장치는 국방 분야에서 중요하였다. 그 당

그림 8. 원자력(연)에서 개발한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 발진 실험을 위한 가속기, 교번
자장기, 도파관 공진기 및 측정장치의 도식도.

시에 미국의 해군연구소에서도 유사한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최초의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던 연
구자들 중 일부가 해군연구소로 소속을 옮겨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고출력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들이 목표로 하는 전자빔의 전류는 0.1~0.2 A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레이저 발진에 사용하였던 전자빔 전류와 같았다. 이후 계속된 연구
를 통해서 본 연구팀의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도 전자총에서부
터 특성이 우수한 0.1~0.2 A의 전류만 인출하여 손실 없이 레이저 발
진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
렸다. 전자빔의 손실이 줄어들면 펄스인 레이저 동작 시간은 점차 늘

그림 9.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 신호. 레이저 파장은 10 mm이며 출력은 약 1 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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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면 연속 동작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수 kW

보안검색에 사용 가능한 탁상형 규모의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을 수

의 평균출력을 갖는 밀리미터파 발생장치가 된다. 하지만, 연속동작

행하고 있다.

고출력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 동작까지 실증을 하지 못하고,

본 장치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8년부터 연구추진 경위

다음 단계인 원적외선(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몰두

및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하게 되었다.

4.1 테라헤르츠 (100~300 μm)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1998

4.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년~2003년)

다음 목표인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는 밀리미터파에 비하여 파

물리적으로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장이 수백 배 짧기 때문에 훨씬 에너지가 큰, 최소한 수백만 전자볼

기술이었다. 테라헤르츠파 영역은 양자 레이저 기술로 접근하기에

트의 가속기가 필요하였다. 항상 고전압을 유지해야 하는 정전 가

는 파장이 너무 길고, 전자소자나 진공 전자소자를 이용하기에는 파

속기로 이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내압을 위해서 굉장

장이 너무 짧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테라헤르츠 갭(terahertz gap)이

히 큰 구조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백만 전자볼트 이상은 정전

라고 불리어지며, 전자기파 영역에서 불모지로 남아있었다. 우리 연

가속기로 적당치 않고, 고출력의 고주파로 가속하는 고주파 가속

구팀은 자유전자레이저를 이용하여 고출력의 테라헤르츠파를 발생

기를 사용한다.

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테라헤르츠파 대

그 당시 구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엄청난 기술과 실력을 보유하고

역이면 소규모의 자유전자레이저 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있었던 소련의 연구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중앙

하였다.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를 사용하여 테라헤르츠파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은 거의 중단되었고,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

대역에서 고출력 레이저 발생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하였다.

이 미국과 유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 가

먼저 이론계산을 통하여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를 이용한 100~200

속기 및 방사선 관련 연구를 주도하던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μm (3~2 THz) 대역의 자유전자레이저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소재한 부드커핵물리연구소(Budker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원적외선 30 μm 대역과는 달리, 100~200 μm 영역에서는 마이크

BINP)도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연구소와 인력

로트론 가속기의 전자빔 사양만으로도 레이저 발진이 가능하다는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에 그들의 기술 및 장치를 판매하기 시작하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새로운 교번자장기가 필요하였다. 1998년도

였다. 비교적 저가로 가속기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생의 길을

후반에는 새로운 교번자장기의 상세 자기장 계산과 설계, 그리고, 새

걷고자 하였다. BINP는 양성자 싱크로트론의 초기 가속기로 개발하

로운 도파관 공진기의 설계를 완성하였다. 새로운 교번자장기와 공

던 마이크로트론을 사용하여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

진기의 제작은 그 동안 경험의 축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

하는 사업안을 우리에게 제안하였고 1995년에 공급 계약이 이루어

다. 새로운 도파관 공진기 거울의 최종 정렬까지 끝낸 것이 1999년

졌다.

12월 25일 새벽 두 시경이었다. 그리고, 12월 28일 전자빔을 교번자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양 기관은 엄밀한 검토를 수

장기에 입사시키고 공진기를 조정하면서 발진을 시도하였다. 그리

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하였다. 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레이저 발진

고 불과 수 시간 만에 목표로 하였던 레이저발생과 레이저출력 포화

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고 [9-14], 레이저 발진이 거의 불가능함

상태에 최종 도달할 수 있었다 [15-16].

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에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교번자장기와 공진기를 우리가 새로 설계하여 교

이후의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7-29]. 2000년부터 발생

체하면서 테라헤르츠 파장 대역에서 동작하는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한 레이저빔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

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2000년대를 통하여 다양한 응용연구가 수

되었다. 전자빔과 레이저빔을 측정하는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자체

행되었고, 장치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인용

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당시 테라헤르츠 파장 대역에서 실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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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99년 12월 말에 최종 발진에 성공한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의 3차원 도식도와 성능 제원.

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하였는데, 기본적인 광학소자와 측정부

본 장치의 가장 큰 의미는 저렴한 가격의 마그네트론을 고주파 발생

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광기를 포함하

장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어떠한 자유전자레이저도 마

여 다양한 정밀 측정기를 자체 개발하였다. 편광기 등도 국제적으

그네트론을 사용한 가속기로 동작한 적이 없었다. 마그네트론은 일

로 수소문하여 기술자를 찾아서 제작하였다. 출력과 파장특성을 정

반 가정의 전자렌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이면서도 고출력을 발

밀하게 측정하였고, 공간출력 분포와 편광특성도 분석하였다. 그리

생하는 발진기형 고주파 발생장치이다. 고도로 안정된 고주파가 필

고, 가속기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장치를 추가하여 4~6.5

요한 자유전자레이저에서는 고가이면서도 규모가 큰 클라이스트론

MeV까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발진 파장이

기반 고주파 발생장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그네트론을 안

100~300 μm으로 확장된다.

정화하는 간단하면서도 창의적인 방안을 사용하여 장치의 크기를

많은 노력을 들인 부분이 마이크로트론 가속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과 연구였다. 미국의 벨연구소는 마이크로트론을 사용하는 자유전
자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다. 약 10년 동안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

4.2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 응용 연구 (2004년~현재)

였지만 마이크로트론의 안정적인 동작에 실패하였다. 우리는 실험

개발된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의 성능 개선이 어느 정도 마무

과 분석을 통하여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는 적정한 전자빔 전류에서

리되고 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응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만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아이러

[30-33]. 첫 번째는 고출력 테라헤르츠파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

니하게도 마이크로트론의 가장 큰 약점인 전자빔 용량을 증가시키

상연구였다. 이미 다른 연구그룹에서 수행하였던 나뭇잎, 반도체 칩,

기 위하여 고가인 클라이스트론 기반 대용량 고주파 발생장치를 사

비파괴 검사품목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테라헤르츠파 투과영상을

용하였다는 점이었다.

측정하였다. 출력이 높고 레이저의 안정성이 뛰어나서 단일 펄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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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로 수행한 응용 연구의 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살아있는 곤충들에 대한 테라헤르츠 투과영상, 광학 물질 특성 분석, 비파괴검사, 표면 플라즈몬, 분광학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 스캔으로도 107에 이르는 아주 넓은 영상정보 동적영역 (dynamic

랍게도 테라헤르츠파 조사 당시에 어떠한 온도의 변화도 없었고 조

range)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테라헤

직학적인 손상도 없었지만, 시간을 두고 백혈구세포인 호중구의 운

르츠파 투과영상 측정을 시도하였다. 100 μm는 테라헤르츠파 중에

동성과 개체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었

서도 물에 대한 흡수가 가장 큰 파장이다. 이 때 사용하였던 시료는

다. 즉, 테라헤르츠파가 조직학적이고 물리적인 변화 이전에 인체와

살아있는 귀뚜라미와 사마귀였다. 야외에서 갓 잡아온 곤충을 극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였다. 그 외에도 메타

량의 알콜로 마취를 시킨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극소량이었지만

물질 특성 연구 등 다양한 비선형 테라헤르츠파 특성 연구에 본 자유

사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로 수행된 실험이므로 살아있는 상태

전자레이저 장치를 활용하였다.

와 동일한 경우였다. 원자력(연)의 테라헤르츠파는 작은 크기의 곤충
에 대해서도 우수한 공간분해능을 가졌다. 하지만 투과 깊이는 시료
생체에 포함된 물의 양에 매우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조건의 생체에 대한 테라헤르츠파 투과 영상을 처음으로 측정한 결
과였지만, 크게 의미있는 정보를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그 외에도 다
양한 물질들의 테라헤르츠 분광 특성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우리 연구팀의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의미 있는 결과는 고출력 테라
헤르츠파가 일으키는 살아있는 생체에 대한 염증반응이었다 [34].
카이스트 김필한 교수팀이 주도한 이 실험은 실험용 쥐의 귀 혈관부
위를 테라헤르츠파로 조사하고 시간에 따른 반응을 조사하였다. 놀

(a)

(b)

그림 12. (a) 살아있는 쥐의 피부조직에 테라헤르츠를 조사하는 장치의 모습. 테라헤르츠 조
사 시에 온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열영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여 0.1도 이내로 변
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b) 조사 피부의 조직학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중구 개체
수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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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탁상형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2008년~현재)

가속관과 고주파 주요 부품들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그리고, 마이

2008년부터 더 작은 규모의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착

크로트론 가속기를 더 작은 크기로 개발하였다. 한편, 마그네트론을

수하였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서 가장 작은 테라헤르츠파 자

구동하는 펄스 고전압 전원장치인 모듈레이터도 국산화 개발하였

유전자레이저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교토대는 고주파 광전자총

다. 마그네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속기 부품과 장치를 국산화할

을 사용하는 소형의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

수 있었다.

다. 이 장치는 우리에게도 주된 고려 대상 중의 하나였다. 2008년

한편,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교번자장기를 개발하였고 장단점 등을

약 3개월 동안 교토대학교의 초청으로 운이 좋게도 그들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석 교번자장기, 주기 가변 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치의 복잡함과

번자장기 등 새로운 형태의 나선형 교번자장기를 개발하였다. 영구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고서는 고주파 광전자총을 사용하는 자유전

자석과 전자석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교번자장기를 최종 선

자레이저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 장치만 생각하면 매력적

택하였다. 현재, 1 미터 길이의 하이브리드 교번자장기를 설계, 제작

이지만 주변장치를 고려하면 마이크로트론 자유전자레이저 보다 비

하여 자기장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싸고 규모가 크며 복잡한 기술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을 고려

장치의 크기를 줄이는데 기여한 중요한 기술적 진보 중의 하나는 독

하였지만, 마그네트론 기반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보

창적인 구조의 도파관 레이저 공진기를 고안한 것이다. 자유전자레

다 경제적이면서도 더 작은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

이저에서 레이저 이득(gain)은 전자빔 전류가 높거나 교번자장기가

달하였다.

길어지면 증가한다. 작은 장치를 사용하면 레이저 발진의 가능성은

마이크로트론으로 탁상형의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

더 낮아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기파와 전자빔의 상호작용

하는 연구를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35-39]. 고주파

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레이저 공진기 내에서 전자기파를 더 작

그림 13. 현재 개발 중인 소형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의 외관. 기존 3 m × 5 m의 크기가 1.5 m × 2.5 m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교번자장기의 길이를 0.5 m로 줄여서 장치의 크기를 1.5 m ×
2.0 m 까지 줄일 계획이다 [39].

050

K-LIGHT
April 2021

은 공간에 모으는 것이다. 이 경우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레이저

금까지 참여했던 필자는 많은 전문 지식을 나이로는 아버지 뻘이었

이득은 증가한다. 전자기파는 자유공간에서는 회절 한계 때문에 가

던 러시아의 전문가들에게 배웠다. 돌이켜보면 그 분들은 오랜 기

우시안 분포 보다 더 작게 모을 수 없지만 도파관을 이용하면 가능하

간 인내하면서 아둔한 필자를 친구로 인정하고 즐겁게 연구에 참여

다. 반면에 작은 단면의 도파관에서는 전자기파의 표면 손실이 급격

해 주었다. 특히, 20년 넘게 어려운 순간마다 마다않고 먼 길을 달려

히 증가한다.

왔던, 고 보리스 구드코프 (Boris Gudkov)와 고 세르게이 미긴스키

우리는 작은 단면에서도, 도파 손실이 매우 낮은 새로운 도파관을 개

(Sergey Miginsky), 두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혼의

발하였다. 단면의 모양이 입술과 유사하여 ‘LIPS’라고 명명하였다. 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이글을 마무리 한다.

존 자유전자레이저에서도 높이가 2 mm에 불과한 평행판 도파관을
사용하여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도파관은 기존
대비 레이저 모드의 단면적이 1/2에 불과하다. 파장이 100~200 μm
에서 300~600 μm으로 늘어났지만, 모드의 크기는 더 줄일 수 있었
다. 단면이 입술 모양인 도파관으로 모드 손실이 큰 전자기파의 전기
장과 수직한 옆면의 면적을 최소화하였다. 그래서 사각 도파관과 비
교하여 약 1/10 이하로 손실을 줄였으며, 산화피막처리를 하면 1 m
길이에 대해서 약 1% 이하의 아주 낮은 손실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테라헤르츠파의 평균 출력이다. 장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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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레이저 세기 도전
1.서론

상을 일치시키는 모드 잠금 방식이 개발되어 펄스 폭이 피코초 그리

레이저가 보통의 자연광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 펨토초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펄스 폭이 짧아짐에 따라 식 (1)로

중에서 두드러진 장점을 하나 꼽는다면 광 세기(intensity) 증가가 매

정의되는 레이저 세기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레이저의 세

우 용이하다는 점이다. 레이저의 세기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레

기 증가는 이 후 20여년 동안 정체되고 세기 증가가 주춤한다. 바로

이저의 에너지(E)를 레이저의 펄스 폭(Δt), 그리고 면적(A)으로 나눈

레이저 세기 증가에 의한 레이저 매질 손상 때문이다.

값이다. 레이저는 증폭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

레이저의 세기가 증가하면 아래의 식 (2)로 표현되는 비선형 굴절률

고, 결맞음 특성 덕택에 시간적으로 파장 길이에 해당하는 짧은 펄스

에 의한 굴절률 변화가 생겨난다. 식 (2)에서 no는 선형 굴절률, n2는

폭과 파장의 제곱에 해당하는 면적의 한 점에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

비선형 굴절률, I는 레이저 세기를 의미한다. 중심부가 강한 가우시

따라서 자연광을 집속하여 얻을 수 있는 광 세기에 비해 상상을 초

안 빔을 생각하면 식 (2)에 의하여 중심부의 굴절률이 커지고 가장

월하는 도달이 가능하며, 1960년 대 T. H. Maiman에 의해 최초 루

자리의 굴절률이 작아져 마치 레이저 매질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

비 레이저가[1] 개발된 이후 레이저 세기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지

게 된다. 즉 self-focusing 이라는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 레이저 매

고 있다.

질에 레이저가 자체 집속되어 레이저 매질이 손상되는 것이다. 더
군다나 극초단(펨토초 또는 피코초) 레이저는 짧은 펄스폭의 영향
으로 self-focusing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펨토초 펄스 형태로는
(1)

그림 1은 레이저 세기 변화 및 관련 레이저 기술을 시기별로 보여주

일정 이상의 에너지 증폭이 불가능하다.

(2)

고 있다. 1960년대 레이저 공진기에서 나노초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Q-switching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후 각 스펙트럼 성분의 위

Self-focusing 현상은 식 (1)과 (2)로부터 레이저 펄스 폭을 늘리거나
면적을 증가시켜 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레이저 빔의 면적을 늘려가
며 레이저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초기에 사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레이저 세기 증가는 레이저 빔 크기를
늘려가며 레이저 세기를 늘려가던 시기라 볼 수 있으며 증가가 미미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레이저 빔 면적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대형 레
이저 매질 제작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84년에 이르러
Gerald Morou 교수가 chirped pulse amplification (CPA)이라는 획
기적인 증폭 기술을 개발하여 극초단 레이저 에너지 증폭 한계를 극
복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레이저 세기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2].
CPA 기술 등장으로 펨토초의 짧은 펄스 폭을 갖는 레이저 펄스를 고
에너지 펨토초 펄스로 증폭하는 길이 열리게 됐었고 최초 페타와트

그림1. 연대별 레이저 세기 변화 및 관련 레이저 기술

(PW, 1015 W) 레이저가 1999년 로렌스리버모어 국립 연구소(L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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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i:Sapphire 레이저와 Nd:glass 레이저가 결합한 형태로 개발

서 설명한 것처럼 self-focusing 현상은 레이저 세기가 강한 부분

되었다 [3]. 그리고 이 레이저를 비축 포물면 거울로 집속하여 ~1021

의 굴절률이 커지며 나타나고 레이저 빔이 한점에 모이게 때문에 광

W/cm2의 레이저 세기를 기록하였다 [3]. 2004년 미시간대학교의

학 부품들을 손상 시킨다. 따라서 가우시안빔의 형태가 아니더라

Center for Ultrafast Optical Science (CUOS)에서 45 TW의 레이

도 레이저 빔의 공간 분포가 매끄럽지 못하고 노이즈 성분들이 존재

저로 10 W/cm 의 세기를 달성하였다 [4]. 이 때 사용된 집속거울

할 때 self-focusing은 나타나게 된다. 즉 가우시안 빔이 아닌 일반적

은 F number가 0.6인 특수 거울로 레이저 세기를 극대화 할 수 있

인 flat-top 형태의 레이저 빔도 레이저 세기가 증가하면 부분적으로

었으나 실험에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 후 Ti:sapphire 결

self-focusing은 쉽게 나타나고 광학 부품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 결

정을 이용한 페타와트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레이저 세

국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얻기 위해서는 레이저 세기를 낮추

기 경쟁은 더욱 심화 되었다. 2017년 일본의 National Institutes for

어 증폭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CPA 기술의 개념을 보여 주고 있

Quantum and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QST) 그리고

다. CPA 기술은 레이저 펄스 폭을 길게 늘림으로써 레이저 세기를 줄

2018년 중국의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이고 증폭 이후에 다시 펄스를 압축하여 본래 펄스 폭을 회복함으로

(SIOM)에서 2x10 W/cm 도달이 보고 되었고 2019년 광주과학기

써 고출력 극초단 펄스를 발생 시키는 기술이다 [2].

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와 IBS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이 5x1022

초기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는 펨토초 공진기, 펄스 확장기, 에너지

W/cm2 레이저 세기를 달성하여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다 [5-7]. 그리

증폭기, 그리고 펄스 압축기 구조로 되어 있다. 펨토초 공진기는 10

고 2020년 고등광기술연구소와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은 레이

fs 정도의 펄스 폭, nJ의 에너지를 갖는 씨앗 펄스를 발생 시킨다. 펨

저 세기를 1.4x10 W/cm 로 추가 향상 시킴으로써 2004년 이후 15

토초 공진기는 Kerr 효과를 이용한 Kerr lens 모드잠금 방식이 주로

년만에 레이저 세기가 10배 향상 되었다 [8].

이용되어 강한 self-phase modulation에 의한 넓은 선폭의 펄스를

레이저 세기 향상에 대한 염원은 반 세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혁

발생 시킨다. 공진기로부터 펨토초 펄스는 펄스 확장기를 통해 나노

신적인 레이저 개발로 극한의 레이저 세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초로 길어지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회절 격자를 사용한다 [9, 11].

극한의 레이저 세기는 지금까지 이론 연구에 그쳤던 강력한 빛과 입

최초 펄스 확장기는 광섬유를 사용하였고 광섬유에서 분산을 이용

자의 상호작용 나아가 진공과의 상호작용까지 새로운 물리 현상 탐

하여 펄스 길이를 증가 시켰다 [2]. 그리고 확장된 펄스는 두개의 회

구에 활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레이저 세기 향상의 중심에 있는 고

절 격자를 사용하여 압축하였다 [2, 10]. 그런데, 광섬유 펄스 확장기

출력 극초단 레이저 개발 현황과 관련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의 고차 분산이 두개의 회절 격자로 보상하기 어려워 회절 격자를 사

22

2

22

23

2

2

용하는 펄스 확장기가 도입 되었다 [11]. 현재는 반사 형태의 광학계

2.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기술의 이해

사용으로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고 고차 분산이 작은 Öffner 타입의

극초단 레이저 증폭 기술인 CPA 기술은 증폭 중에 비선형 현상으

펄스 확장기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펄스 압축기 또한 두개의

로 발생하는 self-focus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서론에

회절 격자를 사용하는 Treacy 타입이 주로 사용된다 [10, 11].
펄스 확장된 펄스는 여러 개의 증폭기를 거치며 에너지가 증폭된다.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의 증폭기 매질은 펨토초 펄스 폭과 고에너지
발생을 위해 광대역 이득을 가지며 높은 에너지 저장 능력이 요구된
다. 따라서 레이저 이득 매질 중 Nd:glass 및 Ti:sapphire 결정이 주
로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에 사용되고 있다. Nd:glass는 적당한 선폭
과 4 J/cm2의 큰 포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수백 fs 펄스 폭을 갖
는 kJ급의 고에너지 펄스 발생에 유리하다. 최초의 페타와트 CPA

그림2. CPA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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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와 440 fs의 펄스 폭 그리고 1.5 PW의 출력에 도달하였다

최근에 개발되는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는 시간 대조비 개선 및 넓은

[3]. 그리고 현재 10 페타와트 Nd:glass CPA 레이저가 체코의 ELI-

선폭을 갖는 펄스 발생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두개의 CPA 구조로 구

beamlines 시설에서 구축 중이다 [12].

성되어 있다. 시간 대조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

Ti:sappire 결정은 광대역 선폭과 0.9 J/ cm 의 적당한 포화 에너지

다. 첫번째 CPA 레이저에서 발생된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비선형 결

를 가지며 Ti:sapphire CPA 레이저는 광학 테이블 크기의 시스템

정을 사용하여 시간 대조비 개선과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시 펄스를

에서 고출력 극초단 펄스를 발생 시킬 수 있다. Ti:sapphire의 열전

확장하여 고에너지 증폭 및 펄스 압축을 하는 방식이며 넓은 선폭을

도율 또한 매우 우수하여 Ti::sapphire CPA 레이저는 높은 반복률

갖는 고대조비 고에너지 펄스 발생에 유리하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

로 작동이 가능하다. 1994년에 10 Hz 반복률을 갖는 30fs, 4-TW

한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가 2010년 중반부터 등장하였으며, 고등광

Ti:sapphire 레이저가 보고 된 이후 [13], Ti:sapphire CPA 레이저의

기술연구소와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이 개발한 4.2 PW 레이저,

출력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3년 일본 QST에서 0.84 PW 출력에 도

중국 SIOM과 루마니아의 ELI-Nuclear Physics에서 시험 중인 10

달하였고 2010년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는 최초로 1 PW 출력의 레

PW 레이저가 이에 해당한다 [16-18]. 그림 5는 고등광기술연구소와

이저 개발에 성공하였다 [14,15]. 고출력 극초단 Ti:sapphire CPA 레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이 개발한 4.2 PW Ti:sapphire 레이저 시

이저는 에너지를 증가 시키기 위해 대구경 Ti:sapphire 결정을 사용

설의 전경이다.

2

하고 펌프 에너지도 증가함에 따라 결정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증가
하여 횡 방향의 기생 발진이 강하게 발생한다. 기생 발진이 강한 경
우 증폭 효율의 감소 및 레이저 결정 자체의 손상도 발생한다. 따라
서 기생 발진 제거를 위해 굴절율이 Ti:sapphire 결정과 동일한 액
체 또는 플라스틱 형태의 cladding 물질로 레이저 결정을 둘러 싸
고 기생 발진 빔의 흡수를 위해 흡수 염료를 cladding 물질에 혼합
한다. 아래의 그림 3은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에서 사용되는 대구경
Ti:sapphire 매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5. 4.2 PW 및 1 PW Ti:sapphire 레이저 시설

레이저 매질을 사용하는 레이저 증폭과 더불어 비선형 매질을 이용
한 optical parametric chirped pulse amplification (OPCPA) 증폭
방식도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개발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6
그림3. 대구경 Ti:sapphire 레이저 결정과 기생 발진

그림4.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발생을 위한 double CP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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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PCPA 기술의 개념도이다. CPA 방식과 비교하여 매질을 제외한

3. 시간 대조비 (temporal contrast)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OPCPA 기술은 1992년 A. Dubietis 교수에 의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에는 증폭된 펨토초 펄스 외에 다양한 원인으

하여 최초 개발된 이후에 저출력 레이저에 적용되어 오다가 2006년

로 발생하는 레이저 펄스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저 펄스

러시아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IAP)에서 200 TW OPCPA 레

들은 레이저와 물질 상호작용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

이저가 개발 되었고 2017년 중국의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요하다. 시간 대조비는 증폭된 펨토초 펄스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

Physics (CAEP)에서 4.9 PW 레이저 개발이 보고 되었다 [19-21].

는 선행 또는 후행 펄스의 광 세기(intensity) 비로 정의되며 고출력
극초단 펄스에 섞여 있는 기타 펄스들의 세기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023 W/cm2 세기를 갖는 레이저 펄스에 대해
시간 대조비가 10-10인 선행 펄스는 1013 W/cm2 세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1023 W/cm2 세기의 레이저 펄스가 타겟에 도달 전에 미리 타
겟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되어 정상적인 레이저-물질 상호 작용
현상 관측을 어렵게 만든다.
극초단 레이저 펄스 파형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그림 7과 같으며 중

그림6. OPCPA 기술 개념도

앙의 중심 펄스와 펨토초 펄스폭을 갖는 선행/후행 펄스, +/-100 ps
영역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pedestal, 그리고 나노초 영역에서 존

OPCPA는 신호(signal) 빔과 펌프 빔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여 넓은

재하는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로 구성된다. 지금

선폭의 이득을 갖는 phase matching을 할 수 있어서 Ti:sapphire 레

부터는 각각의 생성 환경 및 세기를 감소 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이저에 비하여 더 넓은 선폭의 레이저 펄스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로 한다.

10 fs 이하의 펄스 발생에 장점을 가지며 최근에는 수 주기 펄스 레
이저 개발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또한 증폭 중에 발생하는 열문
제가 일반적인 레이저 매질을 이용한 증폭 방식보다 작고, 펌프 레
이저 펄스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 레이저 펄스 증폭이 가능하여 레이
저 펄스의 시간 대조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 고출력 극초단 레이
저에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OPCPA에 사용되는 비선
형 매질 결정 성장이 레이저 매질 성장보다 용이하고 그 크기도 매
우 크며 OPCPA에 필요한 고에너지 펌프 레이저로 기존의 핵융합용
Nd:glass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극한의 레이저 개발에 OPCPA
기술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100 PW 레이
저와 미국 로체스터 대학 Laboratory for Laser Energetics (LLE)에
서 추진 중인 70 PW 레이저는 OPCPA 기술을 채택한 대표적인 고

그림7. 고출력 극초단 펄스의 파형 및 구성

출력 극초단 레이저의 사례이다 [22]. 그러나 OPCPA에는 펌프 레이
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펌프 레이저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

펨토초 펄스 폭을 갖는 선행/후행 펄스는 투과 광학 부품인 wave-

며 따라서 고품질 펌프 레이저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plate 또는 window의 후면 반사로 주로 발생하게 된다. 후면 반사
시 <0.01%의 반사율을 고려하며 10-4 정도의 시간 대조비를 가지며
~mm 두께로 인해 수십 ps 영역에서 후행 펄스가 발생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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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펄스에서 나타나는 후행 펄스에 의한 선행 펄스 유도

그림 7에서는 후행 펄스와 대칭되는 위치에 동일한 형태의 선행 펄

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ASE는 오실레이터

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

를 비롯한 레이저 전단부에서 주로 발생되고 이 후 증폭기에서 증폭

까? 이는 식 (2)로 표현되는 비선형 굴절률 n2와 관계되는현상으로

되어 압축 후에 배경 펄스로 존재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8에 발생 원리가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중심 펄스와 후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의 시간 대조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

행 펄스가 펄스 확장기를 통과 후에 시간적으로 겹치면 겹쳐진 펄스

이 활용되고 있으며 cross polarized wave (XPW) 발생 기술과 플라

에는 세기 변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변조된 펄스가 증폭기를 통

즈마 거울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26-28]. XPW 기술은 고출력 극

과하면 세기 변조에 의한 굴절율의 변화(식 (2)참조)에 의해 레이저

초단 레이저의 전단부에 적용되며 레이저 세기가 강한 부분의 편광

펄스에 위상 변조가 나타나고 펄스 압축 후에 선행 펄스가 등장하게

이 90도 회전하는 비선형 현상을 활용한다 [26]. 그림 9와 같이 수

된다. 따라서 레이저 펄스에 후행 펄스가 존재한다면 선행 펄스가 생

mJ 급의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오목 거울을 이용해 비선형 결정인

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후

BaF2에 집속하고 이후에 편광자를 이용하여 90도 회전된 편광 성

행 펄스가 선행 펄스를 유도하는 현상은 B-integral (물질 투과 시 비

분을 선택한다. 약한 세기를 갖는 선행 또는 후행 펄스들은 편광자에

선형 굴절률에 의한 위상 변화) 값이 클수록 강하게 일어나며 따라서

의해 걸러지고 강한 세기를 갖는 중심 펄스만 선택되어 레이저 펄스

증폭기를 포함한 투과형 광학 부품에서 B-integral 값을 가능한 작게

시간 대조비거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4 정

유지해야 한다 [23].

도의 시간 대조비가 개선된다.

Pedestal은 중심 펄스 부근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펄스로 스펙트

그러나 XPW 시스템만으로 요구되는 시간 대조비 구현이 쉽지 않

럼 잘림 현상, 펄스 확장기 및 압축기 회절 격자에 의한 레이저 위상

다. 우선 후행 펄스에 의해 유도되는 선행 펄스 제거가 어렵고 104 시

왜곡, 펄스 확장기 회절 격자 노후화에 의한 산란 등과 같은 다양한

간 대조비 개선으로는 10-4의 대조비를 갖는 선행 펄스의 대조비를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 [24, 25]. Pedestal 또한 앞서 설명한 후행 펄

10-8까지 낮출 수 있을 뿐이다. 1023 W/cm2 펄스가 집속 시에 XPW

스에 의한 선행 펄스 유도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증폭 전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선행 펄스의 세기는 1015 W/cm2가 되어 타

에 후행 pedestal이 존재하는 경우, 증폭 후에 선행 pedestal이 동일

겟을 충분히 손상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 대조비 개

그림9. 시간 대조비 개선에 사용되는 XPW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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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펄스 압축기 이후 플라즈마 거울을 사용한

즘 중에 하나인 광압가속 연구 수행를 수행할 수 있다 [28].

다 [27, 28]. 플라즈마 거울은 무반사 코팅 window에 고출력 극초
단 펄스가 입사 시 발생하는 플라즈마에 의해 입사 빔이 반사되는 현

4. 극한의 레이저 세기 도달

상을 이용하는데, 약한 선행 펄스들은 플라즈마 발생 전에 무반사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의 등장으로 레이저 세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코팅 window을 투과하게 되어 반사된 레이저 빔에는 그 세기가 약

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극한의 레이저 세기가 구현되고

화된다. 두개의 플라즈마 거울을 이용 시에 시간 대조비 개선 효과

있다. 레이저 세기는 2004년 1022 W/cm2 레이저 세기 도달 이후 상

는 ~106에 이르며 따라서 1023 W/cm2 펄스가 표적에 집속되더라도

당시간 세기 증가가 정체되었다. 그러나 4.2 PW 레이저가 고등광

XPW 시스템을 투과한 선행 펄스는 10 W/cm 의 세기를 가지게 되

기술연구소와 초강력 레이저 연구단의 노력으로 개발된 이후 기존

어 나노미터 두께의 고체 표적 사용이 가능하고양성자 가속 메커니

1022 W/cm2의 세기 기록을 넘어서는 5x1022 W/cm2에 도달하였고

9

2

최종적으로 10배 이상 향상된 1023 W/cm2 세기의 레이저 펄스를 세
계 최초로 발생 시켰다 [7-8]. 이것은 초점 거리가 매우 짧은 F/1.1 비
축 포물면 거울의 사용과 두 개의 변형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 파
면 왜곡을 최소화하고 분산 보상을 통해 펄스 폭도 최소함으로써 구
현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레이저 파면 보상 전후의 레이저 파면, 초
점의 이미지, 그리고 최대 레이저 세기 1.4x1023 W/cm2일 때 레이
저의 3차원 세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초점에서의 지름은 1.1 μm
(a)

(FWHM)로 회절 한계인 0.9 μm에 매우 근접하고 레이저 펄스 폭도
19.6 fs로 퓨리에 한계 19 fs에 매우 가깝다. 레이저 수차, 각분산, 그
리고 분산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면 레이저의 세기는 더욱 향상될 것
이다.

5. 맺음말
극한의 레이저 세기 발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출력 극초
(b)

단 레이저의 특성과 개발 동향 그리고 최신 레이저 기술에 대해 살
펴 보았다. 레이저 세기는 레이저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정체기는 존재했지만 혁신 기술의 등장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극한의 세기를 갖는 레이저는 강력장 양자전기역학
(strong-field quantum electrodynamics)과 같은 신물리 연구를 촉
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레이저 세기 증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
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출력을 뛰어 넘는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들의
등장이 예고됨에 따라 극한의 레이저 세기 도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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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씨의 봄
아련한 남녘바람

내마음

새아씨의 가슴에

꽃길 따라 가는

솔솔 휘도는데

푸르는 봄날

꽃망울에 부풀어

남새밭 모퉁이

두근거리는

매화에 숨기어 온

곱고 고운 눈망울

화사한 얼굴에는

향기로움에 적신

그리움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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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사> 등 30여 권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교육사학회 제17대 회장, 한국창조교육학회 제2-3대 회장 역임
•문예활동으로는 1997년 월간 <문예사조> 수필문학으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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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의 흐릿함, 가장자리효과와 생태계

들어가며 : 너와 나의 경계의 모호함, 사이주체성

subjectivity)이라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이주체성이라고, 전남대

모호한 얘기가 오갈 때는 난처하고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어질 때도

김상봉 교수는 서로주체성이라고 불렀다. 그러한 모호하고 흐릿한

있다. 특히 과학도에게 익숙한 기능, 역할, 직분이 딱 떨어지게 나누

지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유방식이나 과학기술의 객관적

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묘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 “누

진리론은 노력해 왔지만, 웬걸 삶을 살다보면 더 모호한 지점이 있다

가 한다는 겁니까?”, “너일 수도 나일 수도 둘 다일 수도 있고….” 그

는 점만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건 ‘우리 중 어느 누군가’라는 건데, 딱히 ‘누구다’를 특정하지 않았기

“너일 수도 나일 수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러한 미션을 부여

때문에 더 애매하다.

한 사람들의 경우에 문제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나서서 하라는

이는 너와 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가 없을 때 생기는 일

얘기다. 시켜서 하는 일이나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이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광학적 시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계의

뜻, 지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다는 지극

모호함, 중간현실, 혼합현실이 인간사에 늘 붙어 다닌다는 것은 치

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그렇게 나서서 할 만한 사

명적이다. 이 모호한 지점을 해석학자 가다머는 간주관성(Inter-

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공동체에서면 문제가 다르다. 공동체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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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고 너와 나 사이를 딱 잘라 구분하지

일 수도 나일 수도 있는 혼합현실이 공통의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주체성은 도시문명에서 사는 사람들보

은 모호하고 흐릿한 중간현실, 혼합현실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무

다 공동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진다.

언가 섞이고 서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참견하고 개입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프라이버시(privacy)가 중심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러

광학적 시각(원근법)과 촉지적 시각(채색법) 사이에서

한 커먼즈는 달갑지 않다. 뭔가 내 것 네 것, 내 영역 네 영역이 딱

우리에게 응시의 시선이 있다고 하자, 응시는 ‘1인칭 나’와 구분되는

나누어져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도시문명의 삶이기 때문이

‘3인칭 나’를 만들어낸다. 나쁜 짓을 하는 나가 있고, 그것을 응시하

다. 만약 자신의 문을 열고 불쑥 등장하는 이웃이 있다면 도시 사람

는 나가 있다. 내가 화를 낼 때 그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또 하나

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의 내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나라는 얘기가 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와 너는 경계가 분명한데, 둘 사이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이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문

에 강한 상호작용, 즉 인터렉션(interaction)이 강렬도를 더해서 공

제다, 이러한 내부응시의 시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

통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이다. 이 경우에는 광학적인 시각에

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기검열 때문에 힘들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기반하고 있지만 색채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있다. 그래서 논문 한 편 쓰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최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한다는 점이 어려울 때가 많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커먼즈가 생기는 것이 기존 공동체의 모습이었

시각의 측면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말

다. 이웃과 친구와 같이 밥 먹고, 놀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하는 원근법, 명암법에 따르는 광학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빛과 어

커먼즈라는 중간현실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개인

둠의 명확한 이분법에 따라 빛은 선(善)이고, 어둠은 악(惡)이라는 서

주의, 사생활이 중시되는 현실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비교적 명

구의 이원론을 설립했던 광학적 시각이 그것이다. 빛 중심주의의 시

료하면서도 동시에 공유지, 공동체, 공유자산을 만들려는 노력을

각에서 보면 명암법, 원근법 등의 광학적 시각은 인류문명의 자연스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더불어 할 것,

러운 본능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멀리서 바라볼 때 구분이 정확

연대의 관계를 만들자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광학적

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접촉할 때 그 경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색채

시각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주의의 습속을 노정하고

의 자취들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점이 드러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있을 수도 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모호한 경계에 있는 색
채의 향연을 말한다. 이른바 채색법이다. 채색법은 “눈으로 어루만지

가장자리효과와 생태계

는 듯한 입체적 시각”을 만들어낸다. 광학적 시각처럼 경계가 명암

생태학에서는 중간현실, 혼합현실과 같이 희미하고 모호한 경계지

으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빨갛다가 파랗고 보랏빛이었다가 회

점이 오히려 생명탄생의 원천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른바 가장자

색이다. 그 색채는 오색찬연하게 뒤섞여서 그 경계지대에 하나의 모

리효과(edge effect)라는 것이다. 산과 들, 바다와 육지, 들과 하천 사

호함이 만드는 향연과 축제를 만들어낸다. 물론 미술에 있어서 광학

이의 경계지점에서 바람과 물의 차이나는 반복, 비스듬한 운동의 반

적 시각과 촉지적 시각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명암법, 원근법과 함

복이 생명탄생을 잉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자리는 주변부로

께 채색법이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빛 중심주의는 색채의 향연에 의

서의 취약한 영역이 아니라, 강렬한 에너지의 흐름이 감도는 영역으

해서 비로소 미학(美學)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로 간주된다.

색채적인 것은 생명에게 더 어울리는 시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주변부에 대한 생각도 재편된다. 기존에 가장자리에 있
는 주변인, 양적 소수,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마이너(minor)라고 지

커먼즈(Commons)의 두 가지 양상

칭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인적 시선이 아니라, 강렬한 욕망과

커먼즈는 공유재, 공유지, 공유자산을 뜻한다. 너와 나 사이에서 너

사랑, 돌봄의 흐름이 관통하는 특이점(singularity)으로서의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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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라는 개념이 가장자리효과에 어울리는 개념이다. 소수자

생명인지 사물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며 논쟁을 끌어갔지만,

는 감초나 효소, 촉매제와 같아서 공동체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

생명과 사물 사이에 중간현실, 혼합현실로서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는 특이한 존재들이다.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 사물, 인간 간에는 명확한 경

더불어 소수자는 특이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강건하게 자신의 자

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무수한 영역들이 있다

리, 위치, 배치를 만들어낼 욕망과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구

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성원 중 한분이 생태철학 세미나 자리에서 아이를 맡길 때가 없어서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세미나 진행은 상당히 어려

나오며 : 혼재면(plan of consistence)과 빛의 마술로서

웠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덧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

의 색채의 향연

의 강렬도에 모두 감응하고 있었고, 세미나는 어쩐지 어수선했다. 그

공동체와 마주치면 혼돈이 찾아온다. 서로 딴소리를 하면서도 놀랍

러나 우리가 무언가 찾고자 세미나를 하는 이유를 바로 아이가 현실

게도 서로 알아듣기 때문이다.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이야기를

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세미나는 왠지

하다가, 이웃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묘하

풍성하고 풍부했다.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의 말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것을 일관성
의 구도, 혹은 혼재면(混在面)이라고 한다. 너와 나의 모호한 지점은

피터싱어와 가장자리 상황논증

칵테일이 섞이듯 크림이 뒤섞이듯 카오스를 일으킨다. 그러나 그 카

생명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유인원계획》이라는 프로

오스는 정서적/심리적 공감대를 저변에 깔고 그 위에서 뛰어노는 색

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를 연결하는 경계지점에 유

채의 향연이다. 공동체에서는 빛이 마술이 되어 수많은 색채의 프리

인원이 있으며, 동물실험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먼저 유인원에 대한

즘으로 전개된다. 그런 점에서 그 다양한 색채의 향연을 만드는 광학

실험부터 없애자는 프로젝트였다. 이 때 가장자리 상황 논증이 선보

회라는 하나의 연구공동체가 중요한 점도 그 때문일 것이다.

였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자리에 유인원이 있으며, 유인원은 IQ라는
척도로 보자면 6살 지능을 가진 아이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
과 동물은 명확히 구분되며, 인간이 동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정
당화되던 문명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은 경계가 모호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호르크하이머가 이끌던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30년대 독일사회에
서 나치라는 파시즘이 발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프로젝트
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명과 자연
을 도구화하는 것 즉 도구적 이성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 생명을 도구화하면 신체로 연결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
간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향하고,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이주민을 혐오하고,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저자소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자리 상황논증은 코로나 19사태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에

신승철

게도 해당된다. 바이러스는 생명처럼 복제하지만, 신진대사가 없다

철학박사,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www.ecosophialab.com) 이사

는 점에서 사물성조차도 갖고 있다. 즉, 생명과 사물 사이의 모호한

장, 저서로는 『묘한 철학』(2021), 『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2021),
『생태계의 도표』(2020), 『구성주의와 자율성』(2017) 등이 있다.

지점에 바이러스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바이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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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광대역 전송 네트워크 연구실

그림1. 연세대학교 광대역 전송 네트워크 연구실 단체 사진

들어가며

광통신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4G를 넘어서 5G로 들어선 지금 통신의 중요성은 가파르게 증가

특히, 수동광네트워크 관련 연구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용자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FSO(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를

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광

이용한 우주통신, 가시광통신 등 무선 광통신 분야에서 다수의 우수

통신은 다양한 기술의 활용으로 요구전송용량을 충족시키고 있습

한 연구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다음 연구 분야에 대

니다. 또한 페이스북 아퀼라 같이 재난 발생, 통신 낙후 지역 지원

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광 네트

다차원 광전송 연구

워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RF 스펙트럼의 보완재로서 광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들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각 서비스의 데이

스펙트럼 대역을 활용한 OWC(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터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 세기 변조 (ID/DD) 기

광무선통신기술)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

반 수동광통신망 (passive optical network)에서의 대역폭 확장 및

자공학과의 한상국 교수 연구실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소자 및

전송용량 확장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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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송용량을 구성하는 대역폭 및 주파수 효율의 향상을 위해 대역
폭 확장 연구, 주파수 효율 향상을 위한 고차 변조 기법, 다중 반송
파 전송 기법(OFDM), 기하학 구조를 갖는 성상도 쉐이핑, 확률적 변
조 기법,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대부분 광
세기(optical intensity)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1차원 또는 2차원에
서의 신호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실
에서는 기존 광신호 전송의 효율을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연구인 다
차원 코히어런트 광신호 송수신 기술(Multi-dimensional Coherent
Optical Transmission)이 연구를 진행하여 고용량 전송을 위한
DAPSK 연구와 안정적인 송수신을 위한 polarization tracking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송방식과 다른 새로운 다차원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고 효율적인 다차원 심볼 송수신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차원 축간의 전송상, 수신상 발생하는 간
섭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기하학적 성상도 구조를 활용한 다차원 다중반송파 광신호 전송기
법을 통하여 전송용량을 향상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림2. (a) 연구실에서 개발중인 다차원 광전송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2. (b) FSO 시스템 기반의 수직 백홀 전송 네트워크 시스템.

무선광통신 기반 수직 백홀 연구
FSO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백홀링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

됩니다.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seamless FSO 모바일 백홀 전송을 위

다. FSO는 고속 통신, 규제 없는 광대역, 강한 신호 파워, 보안성 등을

해, FSO 양방향 링크의 상관성 이용한 채널 상태 추출 및 전치 보상

장점으로 가지며 기존 유선 광통신 및 무선 통신과 함께 유연한 통신

기법 및 알고리즘 연구, 수신 성능 열화를 유발하는 태양광의 공간적

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UAV

필터링 연구, 광신호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한 PAT 연구들이 진행되

간 수평 링크와 상공의 UAV와 지상의 FSO gateway를 연결하는 수

고 있습니다.

직 링크로 구성됩니다. UAV 간 수평 링크는 대기 채널의 난류 및 통
신 성능을 저해하는 대기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고고도에 배치되지만

나오며

수직 링크의 경우 난류 및 대기 현상으로 통신 성능이 저해되며 이를

위 기술한 내용 이외에도 radio over fiber에서의 비선형 잡음 제어,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 상태 정보 기반 전치

DMT를 통한 광신호 전송에서 전송용량 증대 및 유연한 DBA 연구,

보상 기법은 이를 제어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수신된 채널

우주통신에서의 다중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전송기법, 카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 난류 영향으로 변화하는 수신 파워를 보상합

메라의 롤링 셔터 방식을 이용한 전송용량 증대기법 및 위치 측위 연

니다.

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주통신을 위한 국방 연구

수신단에서의 신틸레이션 보상은 충분한 수신 신호가 확보되었을

과제 및 차세대 광네트워크를 위한 광 전송 연구과제 등 다양한 연구

때는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만, 강한 난류로 인한 큰 fading으

과제를 수행하며 광 통신을 활용한 네트워크 전반에 연구를 진행하

로 수신 파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없으며 이

여 이러한 연구를 통해 광통신 분야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로 인한 link failure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seamless 통신 채널을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FSO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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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3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1984년 여름에는 학·연·산 협동으로 ‘광학 및 양자전자 워크숍’이 처
음으로 개최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광학소식』 소식지가 발간되었
고, 1986년에는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를 대한전기학회, 대한
전자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
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광학 및 레이저 관련 산업체가 급격
히 증가하였고, 광학, 광응용기술, 광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 간의
학술적 교류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이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1989년 9월에 접어들면서 한국광학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한국광학회 창립준비위원회(위
원: 이상수, 김 웅, 이주희, 장준성, 강민호)가 발족되었으며,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광학 및 광학기술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중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0년 우리 한국광학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한국광학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광학 및
광학기술 분야의 대표 학회로서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 및 성
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립 초창기의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와 같
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故이상수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광학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광학의 발전사를 종합적
으로 서술한 『한국광학회 30년사』를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게된 것을 모든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

우리나라 광학 및 광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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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30년사』의 발간은 지난 2015년 『한국광학회 25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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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우리 학회에는

술처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광학회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문학술지인 『The Journal of the Optical

창립은 1960년대 레이저의 등장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게 된 광학 및

Society of Korea』(JOSK)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COPP)

광학기술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초학문분야는 물론 응용학

로 개칭되었으며,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은 『K-LIGHT』로 새롭게 출

문과 산업기술 분야로도 광범위하게 확대된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

간하게 되었고, 각종 규정 및 세칙에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물리 및 전자, 전기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

국광학회 상임이사진은 2020년 4월 3일 『한국광학회 30년사』를

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할 수 있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정보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광학회 연대기의

교환과 학술적인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추진되었습

모범적 기준이 될 『한국광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는 기쁨을 맞

니다.

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발간은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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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진에 성공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맞추어 이루어

진 광학 교육과 연구에 관한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3기(성

졌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1971년~1980년) 부분에는 원자력연구소 광학연구실의 연구

광학 및 광학기술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급격한 정

활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내의

치·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

광학 및 레이저 전문 연구실의 설립과 연구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

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교환 및 확산, 물류처리 및 환경보호와 같

다. 또한 광학-레이저 분야의 기초 및 연구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 이

은 사회간접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규

시기에 이루어진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모가 큰 서비스 산업의 창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앞으로 파급효과가

한국과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국제교류 시작에 관한 내용이 기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학 및 광학기술은 국가

술되어 있습니다. 제4기(성장기:1981년~1990년)에는 한국과학기술

산업의 핵심 기반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견인차로서의 역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의 연구

할과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발 현황과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

시점에서 우리 한국광학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단체로 도약

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단기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학기술원, 한양대학교의 연구 활동 및 더욱 활발해진 저명 외국과학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초청 및 국제교류 현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한국광학회의 부흥기인 제5기(1991년~현재) 부분에는 한국광학회

국광학회 30년사』는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

의 창립, 운영 기반의 조성, 정기간행물의 발간, 정기학술회의 개최

한 자료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및 대학과 연구소의 획기적인 발전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제1부 총사에서는 우리나라 광학의 역사적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

사료 및 해방 이전의 광학교육 관련 기록과 한국광학의 여명기(1945

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

년 ~ 1960년), 유년기(1961년 ~ 1970년), 성장기(1971년 ~ 1980년),

원, 한국광기술원 등의 연구소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

발전기(1981년 ~ 1990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광학회

기술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

설립과 발전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광학 및 광학기술의 발전사가 종

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의 대

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 부문별 발전사에서는 회원 및

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개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

규정, 총회 및 이사회, 학술발표회, 학술지 및 홍보지, 국제학술대회,

다. 또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개

홍보 및 국제교류, 분과별 학술발표회, 재정 등에 관한 기록 및 현황

최 현황,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한국광학회의 국제적 입지 강화 과정

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3부 부록에는 학회 연표, 정관 및 시행세칙·

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OSA, SPIE 등 저면 외국 학술단체들과

규정, 연구윤리, 역대 임원 명단, 회원 명단, 학회 기구, 학술지 논문

의 교류 및 협정 내용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광학회

목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

30년사에는 각 기관 별 자료가 수정·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해 주신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을 가까이 느껴 보실 수 있을 것입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과 관

니다.

련된 자료가 보완되었고, 지난 5년간 개최된 각종 국제학술회의 개

특히 해방 후 제1기(여명기:1945년~1960년) 부분에는 서울대학교,

최 결과와 관련된 자료가 추가로 포함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

연희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관한 기록이, 제2기(유년기:1961~1970

각합니다.

년) 부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개소 및 광학 관련 연구와 부산대

『한국광학회 30년사』의 제2부 부문별 발전사에서는 회원 및 규정

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

의 변화,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 현황, 학술발표회 개최 현황,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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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보지 발간 현황, 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 홍보 및 국제교류 현

하여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해주시고,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황, 분과별 학술발표회 현황, 재정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문별 발전사를 통해 우리 학회가 1990년 창립된 이래 지난 30년간

보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과 산업체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살펴

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한국광학회 30년사』의 발간을 위해 원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를 작성하여 보내주신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 사

하는 데 기여하신 전임회장님 및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

무국 직원들과 정성을 다하여 원고의 정리와 교정을 맡아 준 연세대

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3부 부록 부분에서는 학회의 주요 연표

학교 사학과 정진혁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정리되어 있으며, 정관 및 시행세칙, 연구윤리, 역대임원 명단, 회

앞으로도 우리 ‘한국광학회’가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광학기

원 명단, 기구 및 학술지 논문 목차가 정리되어 있어 향후 『한국광학

술과 광학산업의 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광학관련 과학기술의

회 40년사』를 편찬하는 데 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광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광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

한국광학회 30년사 편집위원장

우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故이상수

이범구

명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임 회장님들과 오늘의 한국광학회가

한국광학회 제28대 회장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회원

박승한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광학회의 발전을 위

2021 동계학술발표회를 마치며
지난 2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사흘간 한국광학회 제32회 정

표I. 최근 7년간 동계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및 참가자 수

기총회 및 2021 동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하계학술발
구분

개최지

발표 논문 수

참가자 수

2015년

대전컨벤션센터

308

577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497명의 회원이 참가, 총 316

2016년

대전컨벤션센터

304

509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표I

2017년

하이원리조트

421

677

참조). 동계학술발표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

2018년

김대중컨벤션센터

337

578

러 초청연사 섭외 및 논문투고 독려에 힘써주신 각 분과 위원장님과

2019년

웰리힐리파크

323

600

표회 사상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발표회
는 온라인 학술행사라는 제약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다소

분과 위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발표회에서는 KAIST의 김승우 교수님, OSA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최 취소
Virtual Conference

316

497

President-Elect이신 Satoshi Kawata 교수님, POSTECH의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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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총회 초청 강연 후 기념 촬영(마스크로 인해 알아보기 어려우시죠? 오른쪽에서부터
최현용 학술이사님, 신동수 수석총무이사님, 주정진 수석재무이사님, 박승한 회장님, 김승
우 교수님, 김윤호 교수님, 이윤우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글쓴이입니다.)

그림2. 온라인 학술발표회 진행 모습

교수님의 총회 초청 강연을 필두로 2편의 튜토리얼, 80편의 초청 논

표회 종료 후 진행 요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개정하

문, 124편의 구두 논문, 107편의 포스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특

였습니다. 향후 개최될 Zoom 기반 온라인 학술행사에 도움이 될 수

히 이번 동계학술발표회의 하이라이트였던 4개의 특별 심포지엄(‘미

있기를 바랍니다.

래 국방 광기술’, ‘레이저 발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첨단 미

코로나19로 인해 2020 동계학술발표회가 취소된 지 불과 1년이 지

래 측정 기술(양자 센서)’, ‘중적외선 스펙트럼 제어 원리와 응용’)이

났을 뿐인데 코엑스의 작은 컨퍼런스룸에 설치된 7대의 노트북을 통

회원 여러분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해 2021 동계학술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그림

전면 온라인 학술행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폐회식, 국내 연사의

2 참조)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

총회 초청 강연, 일부 특별 심포지엄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

니다. Zoom을 통해 아주 익숙한 듯이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면서 학회 운영 본부(코엑스)에서 현장 발표로 진행하였고(그림 1 참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학회가 오프라인 학

조), 비대면이긴 하지만 회원 간의 원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회를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논문

구두 발표의 경우 Zoom을 통한 실시간 발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

발표와 질의응답만으로는 무엇인가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느낌도 떨

다. 틈틈이 확인한 바로는 일반 세션의 경우 대략 30명, 특별 심포지

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 세션의 경우 50명을 상회하는 회원분들이 실시간으로 Zoom 미

코로나19가 종식(제발!)된 후 개최될 학술행사에 이러한 장점이 어

팅룸에 참석하였습니다. 미팅룸의 인원을 확인하면서 느꼈던 다행

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학술행사의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모습

스러움(안도감일까요?)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학회 운영에 있어 큰 사고는(네트워크가 끊긴다거나

작년 하계학술발표회를 하이브리드(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

하는... 사실 첫날 모든 세션이 종료된 후 네트워크가 끊겼던 적이 있

행한데 이어 이번 동계학술발표회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

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은 발견할 수 있었습

느라 매번 새로운 고생을 해야만 했던 한국광학회 사무국 옥현주 과

니다. 이 중 대부분은 학술발표회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장님, 심수연 주임님, 이은경 주임님, 김슬기 주임님, 오은정 주임님

막바지에 이른 한국광학회 전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개선·보

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에서 개최될 2021 하계

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행 요원을 위한 Zoom 미팅룸 운영 매뉴

학술발표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고(그림 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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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양자센서 겨울학교

제1회 양자센서 겨울학교가 지난 2월 1-3일에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양자압축 광원을 이용한 양자센싱”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되

개최되었다. 양자센서 겨울학교는 양자센서 인력양성 연구센터가

었다. 이번 겨울학교에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270여 명이 등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과가 공동주관을 하였

록하여 양자정보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3일 동

다. 이번 겨울학교에는 양자정보와 양자센서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안 약 200여명이 계속하여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활발한

강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포항공대 김윤

질문으로 강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1회 양자센서 겨울학

호 교수가 “양자토모그래피: 양자비트의 상태측정 및 정량화”로 강

교에 이어 하계 기간 동안 “양자센서 여름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을 진행하고, 둘째 날 오후와 셋째 날에는 KAIST 라영식 교수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71

MISCELLANY / 광학회 동정

국광학회 광학강의 시리즈 IV
“푸리에 광학의 원리와 최신 응용”

한국광학회 광학강의 시리즈 IV가 2월 25일~26일 양일간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대
응용 광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푸리에 광학을 기본 원리부터 최신 응용 분야까지 자세히 다뤘으며, 푸리에 광학원리와 이에 기반한 회절
렌즈, 메타렌즈, 홀로그래픽 렌즈 소자와 이를 사용하는 AR(증강현실) 광학 시스템 이론을 직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양일간 김 휘 교수(고
려대 세종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과)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는 약 100명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학생 등 다양한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강의전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석자의 교육 니즈를 사
전파악하고, 강의에 반영하였고, 강연 후의 수강 후기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본 강의 참여자들의 수강후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자주 했으면 좋
겠다.”, “주어진 시간대비 많은 내용을 담았던 강의였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시리즈들을 제작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광학강의 시리즈를 진행해
주길 바라고, 비대면의 장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다.
광학 관련 강의에 대한 사회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교육 행사였고, 무엇보다도 이번 강의를 통해 푸리에 광학원리와 이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푸리에 광학 원리와 최신 응용 분야들에 대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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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고도경 교수, 한국광학회 30대 회장 당선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고도경 교수가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2월
19일 열린 “한국광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3월 1일
부터 1년간이다. 고도경 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책임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광
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에 재직 중이며 극초단 레이저 개발과 초고속 분광학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GIST대학장 및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 등을 역임하여 교육 및 기초 연구
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2021년 제32회 정기총회 포상자
포상 부문

수상자

소속

학술대상

한상국

연세대학교

논문상

논문장려상

OSA Student Prize

광기술혁신상

도윤선

권다영

이현택

김영진

포상 부문

수상자

소속

젊은광과학자상

이겨레

한국과학기술원

국문지부문

유난이

광주과학기술원

영문지부문

김현태

홍익대학교

공로상

이병호

서울대학교

감사패

이승규

LG전자

윤봉수

성경포토닉스

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OSKJ
기여상

세종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공로상

성도광과학상

안경원

서울대학교

해림광자공학상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상: 금년도 수상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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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평의원(OSK Fellow, 28명)
No.

성명

소속

1

권일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김용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김제형

울산과학기술원

4

김지헌

한국천문연구원

5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6

노흥렬

전남대학교

7

류우찬

부경대학교

8

박수종

경희대학교

9

박지용

한밭대

10

박형렬

울산과학기술원

11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12

송장근

성균관대학교

13

신재성

한국원자력연구원

14

신희득

포항공과대학교

15

안광준

아주대학교

16

윤선규

한국광기술원

17

이종원

울산과학기술원

18

임상엽

고등광기술연구소

19

장민석

한국과학기술원

20

장승혁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21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2

정의헌

광주과학기술원

23

조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

주기남

조선대학교

25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

최우준

중앙대학교

27

한준구

경북대학교

28

황남

한국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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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국내학술회의
2021년 5월 6일(목) ~ 8일(토)

제20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2021년 5월 12일(수) ~ 14일(금)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021년 6월 29일(화) ~ 30일(수)

제4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미정

2021년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R/VR 최신기술 동향 워크샵

경희대학교

2021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미정

2021년 7월 5일(월) ~ 7일(수)
2021년 7월 7일(수)
2021년 8월 19일(목) ~ 21일(토)

국제학술회의
21/05/09
-21/05/14

CLEO 2021: Laser science and applications

OSA

San Jose, California, USA

21/06/06
-21/06/10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and Exhibition (OFC)

OSA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6/07
-21/06/11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OFS2021)

OSA

Alexandria, Virginia, USA

21/06/2021/06/24

CLEO/EUROPE-EQEC 2021

IEEE

Munich, Germany

21/07/03
-21/07/07

2021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21/08/01
-21/08/05

SPIE. Optics+Photonics

OSA/IEEE

SPIE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Hong Kong

San Diego, California, USA

+ 한국광학회

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
원으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한국광학회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으로 구
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
정되는 자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1/2쪽 광고 40만원(부가세 별도)
1/4쪽 광고 20만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3452-6560
osk@osk.or.kr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