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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장 인사말

K-Light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 1년 발간을 하면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관
일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한, K-Light를 읽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한국광학회 회원님과 독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광학회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창립 30주년 기념의 해로 정하고 노벨상
수상자 특별강연, 국제 광학 학술단체 회장단 토론회, 한국광학회-미국광학회-일본광학
회 공동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수요에 부응하
기 위한 광학강의 시리즈를 만들어 세 차례 시범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앞
으로 계속 보완하며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마무리 짓는 동계학술발
표회가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됩니다. 회원님들
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한국광학회 회원님과 K-Light 독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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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단상
2020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밝아오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알차게 세워보지만, 세밑에 이르러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계획들은 늘 마른 모래를 손으로 쥐었을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두 가지는, PT(Physical Training)를 1년간 꾸준히 해온 것과 K-Light 재발간 계획을 세우고 편집위원들과 함께 3호까지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했지만, 이제 겨우 몇 주를 넘긴 시점에서 하나 둘 작은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다행히 경자년 새해 설날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목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봅니다.
작년 과학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K-light 4월호 (Vol. 2, No 1, 12p) 에서도 소개하였던 Event Horizon Telescope (EHT)
연구팀이 찍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빛이 나올 수 없는 공간) 이미지입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분포
돼 있는 8개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해서 지구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 을 만들고 분해능을 향상시켜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주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
랙홀 이미지 관측에서는 전파 (가시광보다 1000배 이상 긴 파장)를 수집하는 전파망원경을 사용했지만 별이나 은하 관측을 위해서는
가시광이나 적외선 대역의 거대 광학망원경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이번 호
특집에서 우주나 위성용 광학계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주광학팀,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들이 관련 거대 광학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니 K-light 독자 여러분의 이
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2020년 ‘하얀 쥐의 해’ 경자년-경(庚)이 백색, 자(子)가 쥐를 의미함-을 맞이하여 K-light 독자 여러분도 흰쥐의 지혜로움과 부지
런함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먹은 첫 마음으로 365일 행복 가득한 한 해 가꿔 가시길 기원
합니다.

편집장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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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1월 16일

니다” 도표는 보도자료의 도표와 차이가 있다. 이를 보도자료의 도표

에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1. 과기정통부는 관련 보도자

와 비교하여 보면 4개 전략을 3개 전략으로 재편하면서 단순히 분류

료를 통해서 올해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과기정통부가 가장 먼저 추

만 다르게 한 것도 있지만, 두 도표의 연관관계를 잘 알 수 없는 항목

진되었고, 장소도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대통령이 방

도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다. 보도자료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문한 현장에서 간담회 및 시연행사 등과 함께 진행된 것을 강조하며

서 성과 아이템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라고 본다면 과학기술분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

야 연구자를 위한 정책방향은 업무계획 문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기술•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

것이 좋겠다.

고 홍보하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
무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선례가 매우 드물었던 것은 사실이고 거

DNA(Data-Network-AI) 기반 디지털 선도 국가

기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확실히

정부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할 연구개발 분야를 Data-

담겨있는 듯 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그런 정치적

Network-AI를 묶어 DNA라는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DNA를 “혁

메시지보다는 실제 정책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 플랫폼이자 핵심 인프라로 경제위기의 돌파구이자 국가 미래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

이에 따라 1,260명 AI 고급인력 양성과 3천억원 AI 전용펀드를 약속

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하는 등 AI 분야 집중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5G 통신망과 연계한 ICT

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분야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이

②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 많이 알려진 대로 올해부터 AI 분야가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축이

③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분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각 전략 마다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강화를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같이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도표로 정리되어

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어, DNA라는 키워드가 과학기술과

있다.

방송통신을 함께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하지만 좀 더 긴 문서로 정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

수 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계획”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음의 4개 전략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① DNA기반 디지털 선도 국가

앞에서 살펴본 첫번째 전략은 정보통신 분야에 중심을 두었다면, 과

②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학기술 연구분야의 계획은 바로 이 두번째 전략에 담겨 있다. 정책

③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사회

기조로는 “젊은 과학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하며 성장하고, 핵심기

④ 혁신을 선도하는 R&D 생태계

술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 확산해 나가는 연구환경 조성”이라

그리고 업무계획 문서에 정리된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

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면 인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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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첨부된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도표

지원 측면에서는 기초연구비를 증액하고 신진 연구자들 지원을 강

함되었다. 인공위성 발사 및 개발 계획, 독자 발사체 개발 계획, 달 궤

화하는 것,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이라는 포닥 연구자를 지원하

도선 설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추진 등이 우주기술에 담겼다. 원

는 사업 신설, 포닥 중심의 혁신형 연구단 구성 지원, 도전적 연구를

자력/핵융합 분야는 다목적 초소형 원자로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

장려하는 R&D 체계 구축이 담겼다.

장 개척, SMART 원전 중동진출 지원, 방사선 활용 의료 및 소재 원천

미래성장 원천기술 지원 분야로는 바이오, 수소경제, 무인이동체, 양

기술 사업 신설(2020년 103억원 규모), 원전해체핵심기술 예타 추

자컴퓨팅, 엣지컴퓨팅, 양자정보통신 등이 거론되어 구체적 예산 투

진, ITER 이후 실증로 개발 및 인력양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명

입 계획을 밝혔다. 광학 분야와 연관이 가장 큰 주제인 양자정보통신

시되었다.

을 보면 2020년도에 양자 ICT(암호통신, 센서, 컴퓨터) 핵심기술개

작년부터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재부품장비 기술의 투자

발에 386억원, 양자ICT 생태계 구축(인력양성, 연구 및 산업기반 조

계획도 별도로 구성되었는데, 2020년에만 1.7조원 규모의 R&D 예

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을 집중 투자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

거대·전략기술 확보에 대한 내용에는 “우주선진국 도약 및 글로벌

지막으로 R&D 창업지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교육부 및 중

신우주 패러다임 대응”과 “원자력/핵융합 신시장 창출” 두 주제가 포

기부와 함께 창업선도대학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이 보유한 창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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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문서에 첨부된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도표

망 기술에 블록펀딩을 제공, 실험실창업에 대한 특화교육 전담기관

과학기술·ICT기반 포용사회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내용이 있지만, 다른 주제에 비하여 확보 예

이 전략 항목은 과학기술 및 ICT의 활용 및 보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의 언급이 없는 등 구체성은 부족한 편이다.

“포용 국가달성”이라는 국정목표에 맞춰서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는 기초가 튼튼한 과

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1만 2,500명의 이공계 청년

학기술 강국이 두번째 전략으로 잡혀 있다가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21만명의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활용교

와 보도자료에서는 첫번째 전략으로 수정된 점이다. 그 이유가 업무

육, 100 % 전국 시내버스 공공WiFi 구축률 달성 등을 수치 목표로

보고 행사를 대전에서 과학기술인 간담회와 함께 해서인지, 청와대

제시하며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함께 누리는 디지

나 장관의 수정 지시가 있었는지, 대국민 홍보 전략인지 알 수 없고

털 포용”,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 “포용적 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언론

정정책” 등 5개 주제로 여러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내

은 과학기술 R&D 강화 정책을 먼저, ICT 분야 육성 정책은 다음으로

용은 사실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가깝게 체

보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할 수 있고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지만 정작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는 정작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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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있다. 남북간 학술교류 지원 예정분야로는 광물, 화학, 학술정보, 측
정표준, 생물자원, 에너지, 화산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혁신을 선도하는 R&D 생태계
위의 두번째 전략은 연구개발 투자 계획이라고 본다면 R&D 생태계

검토 의견

라고 키워드를 뽑은 이 전략은 정부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의 2020년 업무계획과 신년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정책 기조로는 “범부처 R&D

올해 새롭게 부각하여 강조한 내용은 AI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겠다

리더십을 강화하여 혁신을 선도하고, 과학기술•ICT 인프라를 적극

는 것과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겠

운용하여 국민 체감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여러 내용은 사실 매년 지

먼저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속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고, 연구개발 투자나 규제개혁 등 많은 부

내용으로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부처 규제개선, 연구현장

분은 작년부터 미리 준비되어 예상하고 있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

숨은 규제 혁파 등을 언급하며 연구비관리, 연구자/과제지원시스템

다. 다만, 초반에 언급했듯이 올해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이 파

등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규재 타파를 위하여 노력한다

격적이었다.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지

고 한다. 또한 2020년도 상반기에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수

방의 연구기관으로 내려오고 과학기술인 간담회, 연구성과 시연 등

립하여 미래 주력할 선도형 기술을 선정한다고 하며, 24조원에 달하

대형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포용이

는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

라는 목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듯 하다. 과기정통부의 업무계획 문서에 담긴 내용을 업무보고 자료

연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R&D “성과제고를 위한 프

로 만들 때 주요 전략의 개수와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한 점도 고려하

로세스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미션 혁신”이라는 주제에 담

면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관련한 범부처 리더십을 발휘하

겼다. R&D 평가제도를 실적관리 중심에서 심층분석 평가로 전환하

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며, 선정평가는 강화하고 중간평가는 커뮤니티 중심의 컨설팅형 토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론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다.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여 평

있지만 정작 당장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의지

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있고, 성과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유감이다. 연구자들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강

하고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출

화, 연구사업 기획 및 평가의 전문성 부족, 출연연 PBS 제도, 교육

연연구기관의 미션을 명확하게 하여 맞춤형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기관

연구현장 규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

차원의 R&D 성과분석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고, 지

부정책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 현장에서 연구 효율을 떨어

역 혁신성장판 구축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성장동력

뜨리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가 진

육성을 위한 강소특구를 확산하겠다는 계획과 지역수요맞춤형 R&D

행되었고 해결책에 대한 여러 약속들도 있었지만 정작 연간 업무계

예산으로 61억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27억원

획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

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기존 R&D 특구 체계를 정비하고 신기

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술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소기업 지원 확충도 추진한다고 한다.

행정혁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니,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ICT 외교 강화라는 주제가 있는데, 대통령의

답을 마련하도록 업무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계

신남방, 신북방 등 외교정책에 과학기술협력으로 지원하고 전략적

획이나 정책도 결국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행이 되지 않으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남북간 학술교류 지원과 백두

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산 공동연구, 표준협력 등에 대한 협력기반 조성 추진의 내용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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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LSE / 초고속 시간 분산 라이다

초고속 시간 분산 라이다
다른 파장의 빛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법(time stretch)을 펄스레이저 기반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에 적용하여, 기계적인 line scanning 없이 동작하는 기술이 최근 소개되었다. 단일 레이저와
광검출기를 사용하며, 속도는 기존 상용제품 대비 10 배 정도 빨라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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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시간
분산 라이다

그림 a. 시간분산 라이다 동작원리. b. 비행 시간법 (time-of-flight) 측정. 저작권 Springer Nature: Nature Photonics 14 14 (2020)

라이다는 원거리 대상체까지의 3차원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특히 최근 아우디 신형 차량에 적
용되는 등, 차량, 드론, 로봇과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이다에는 몇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레이저 펄스 신호를 특정 각도로 보내고,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 정보를 추
출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에서는, 한번의 측정이 한 점까지의 거리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라인
스캐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거울 등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a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개하는 기술에서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사용되지 않는다. 먼저 넓은 파장 대역폭
을 갖는 레이저 펄스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파장의 펄스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된다. 즉, 특정 시간 슬롯에
는 특정 파장의 펄스만 있게 된다. 이후, 회절 광학계를 사용하여 다른 파장의 펄스가 다른 각도로 발사된다. 이후,
반사되어 돌아온 빛은 광검출기로 보내지고,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을 기준 타이밍시간과 비교하여 거리정보를 추
출한다(그림 b). 다른 파장의 빛이 다른 각도로 회절되는 성질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움직임 없이 라인 스캐닝이 가
능하며, 다른 파장의 펄스를 시간 상에 분산시킴을 통해, 한 개의 광검출기만 사용한다. 라인 스캐닝의 해상도는 사
용된 파장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며, 스캐닝 속도는 파장의 개수와 각 파장 별 할당 시간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Nature Photonics, 14, 14 (2020)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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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 산업부와 광주시 지원 아래 종합지원센터 구축, 광융합기술 강국 도약
- 광융합산업 제2단계 도약 및 산업생태계 기반 원년의 해 마련
- ‘산업부’ 종합발전계획에 이은 전담기관에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 2일자로 4차 혁명시대 핵심기반

그동안 광융합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해온 경험을 살려 산업부

기술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해 “제 1차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에

에서 수립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광융합기술 글로벌 강국

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 계획” 발표

도약” 비전 달성 및 ▲선도기술 확보 ▲산업기반 강화 ▲수요시장

와 함께 국내 광융합기술 진흥할 전담기관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로

창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

지정 고시 했다.

실천을 위한 실행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
이다.

지난 16년 11월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절에 대표발의한 광융합기술 지원법은 총 4

광융합 기술은 빛의 성질(에너지·파동성·입자성 등)을 제어·활용하

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는 광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단체 차원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동력이다.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정보관리·보급, 전담기관 지
정·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세계시장은 ‘17년 5,300억불에서 ’22년 7,960억불로 연평균 8%이
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LED조명, 디스플레이, 광통신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광주시의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

분야 등을 중심으로 ‘18년 675억불 규모로 성장했으나, 최근 성장세

으로 산업부에서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에 국내 2,000여개 광융합 관

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을 추진해왔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정체된 광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광융합 종합지원센터를 산업부와 광주시의

산업부의 주최로 지난해 광융합기술 세미나 및 정책포럼을 시작으

지원 아래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종

로 4월에는 종합발전계획 설명회, 장병완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정

합적인 지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인력 확보 △수출마케팅 등 지

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광융합 관련 기업들의 의견이 종합발전계획에

원을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로 광융합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획이다.

앞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써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전담기관으로 지정

「광융합기술 지원법」에 따라 광융합 기술 진흥을 위한 산학연 지원

되기까지 힘써주신 산업부와 광주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

체계를 구축하고, 광융합산업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인력양성등 기

임과 역할에 걸맞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부 역량 강

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화 및 광융합산업이 명실공히 글로벌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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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광산업전시회’개최로
광주 광융합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최대 광융합 신기술·신제품 전시, 수출계약 3640만 달러
- 태국 관계기관과 MOU체결로 스마트시티 현지 시범설치 실증사업 추진
- 일본 에너지효율단체, 페루 3개지역과 MOU체결
- 해외기관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방안 모색
일본 에너지 효율단체(ECOFA)와 한-일 에
너지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페루 3
개 지역 대표단과 기업·국가 간 협력관계
증대 및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통해
현지 시장·기술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을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해외 시장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광융합산업 인력양
성을 위한 일자리홍보관 △ OLED 조명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OLED
‘2019 국제광산업전시회’ 가 수출계약 3640만 달러의 성과를 도출, 국제행사로서 지역 광융

선진화 포럼 △광융합분야 신기술 정보 교

합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 속에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류를 통해 신사업을 도출하고 기술이전 사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의 해외바이어 수출상

업화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술교류회 △사

담회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등 18개국 120명이 참가했다.

업화 유망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국내 광융합산업 업체들과 392건의 상담을 통해 1920억 원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글로우

가 산·학·연 관계자 및 참관객들의 뜨거운

원, 나눔테크, 다온씨앤티, 지오씨 등 429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해

반응을 얻었다.

외 마케팅센터를 통해 참가한 바이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부각되는 광의료제품

이외에도,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다양한 광융합산업 신기술·우수제품을 전시했다. 대표

에 대해 직접 체험할 광·의료 바이오 및 홀

적으로 나눔테크는 ‘자동심장충격기 제품 및 기술’, 명신에이텍(대표 장대성)은 ‘토털 핸드케

로그램 체험관 등 참관객들이 함께 할 수

어 LED 네일 제품’, 스카이라이팅은 ‘웹기반 원격제어 가능 LED 조명기기 제품’, 현대로오텍은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스마트 광센서 모듈 활용 안전 진단형 수배전반 기술’을 선보였다.

한편 내년부터 정부와 광주시 기업지원 예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태국 람차방시 부시장,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관계자가 방문

산이 증액되어 더욱더 많은 기업이 참가하

하여 지난 8월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람차방시 공원 내 스마트시티 가로·보안등 시범설

고 혜택을 받도록 내년 11월 19일부터 20

치 실증사업을 협의하였고, 향후 전문가 참석 아래에 현지실사 협의를 진행하고 태국 현지 실

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2전시

증 초청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장 2개홀에서 150개 사 250개 부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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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개최한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기반 마련과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활동

‘2020 국제광산업전시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내 광융합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인공지능(AI), 로봇의 흐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광융합 제품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으로 발돋움해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초점을 맞춰 전시장을 구성할 계획이다.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광주기업을 비롯한 국내

우리로, 5G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성공
- 50G baud PIN-PD 제품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 본격적인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보 서비스 저지연 이슈 등의 해결 가능

우리로가 5G(세대)용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의 상용화에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상

성공했다.

용화 과제에서 우리로는 50G baud PIN-PD 제품의 독자 개발 및 상
용화를 담당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4일 “현재 당사는 50G baud PIN-PD 제품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현재 초기 물량이 납품됐으며, 내년

해당 과제가 완료되면 데이터 처리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에는 본격적인 실적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위한 광네트워크 대용량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ARㆍVR

이어 “400G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네크워크용 광통신 부품

및 4K급 영상전송을 위한 대용량화가 가능하다. 또 커넥티드 카

광소자를 개발한 것”이라며 “5G 및 증간현실(AR)·가상현실(VR) 그

(Connected Car) 서비스와 같은 본격적인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보

리고 4K급 영상 전송을 위한 네크워크 서버 필수 부품”이라고 설

서비스에 관한 저지연 이슈 등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

명했다.

신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커넥티드카의 불안 요소 중 하나인 차량 간
통신 교류 시간 폭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로는 2019년 5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주관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상용화 과제에 참여해 50G baud

한편 우리로의 광통신 사업부문은 크게 PLC Splitter(광분배기) 모듈

PIN-PD를 개발했다. 해당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인 클라우드

과 PD(광다이오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광트랜시버의 핵심 부품

데이터 센터 확대, 5G 상용화에 대비한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인 PD 모듈은 5G 통신장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

부품 상용화 지원으로 광통신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으며, 우리로의 50G baud PIN-PD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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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세계 최초 완전 방수·방진 플렉시블 LED」개발
- 그라파이트 플렉시볼 메탈 PCB를 적용해 발열 성능 극대화
- 다이어트 벨트, 통증완화 의료기기 등에 적용시 높은 광량 공급 가능
- 전세계 LED 가로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기대

소이 플렉시블 LED 모듈은 기존 AI 메탈 PCB와 비교해 메탈층과
절연체층의 두께가 얇아 열 전달이 우수하고, LED 기판 하부와 플
렉시블 메탈 PCB가 직접 접촉해 발열 효과가 높다.
방열 특성이 우수해 방열체적을 줄일 수 있어 LED 조명 제품을 경
량화할 수 있고, 히트 싱크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제품의 수명 연장
도 기대할 수 있다. 진공 몰딩 공정을 적용해 완전 방수가 가능한
IP68 플렉시블 LED 모듈은 조명뿐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분야에
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두께가 얇고 다른 기구물이 필요하지 않아
피부에 밀착이 가능해 다이어트 벨트 또는 통증 완화 의료기기 등
에 적용 시 높은 광량을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소이는 5월에 플렉시블 PCB와 NIR LED를 사용한 다이어
트 벨트 개발을 완료했으며, 9월부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
에서 소비자에게 실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소이는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세계 시장으로부터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특히 소재, 부품 분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소이는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미국

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소이가 완

과 멕시코 현지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해 멕시코 정부의 가로등용

전 방수·방진 플렉시블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지며 주

LED 사업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중국의 대형

목받고 있다.

LED 제조업체와 경쟁해 제품의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모든 분야
에서 멕시코 정부와 미국 투자은행을 만족시키며 그 기술력을 인정

플렉시블 LED 조명 토탈 솔루션 기업 ㈜소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받게 된 것이다.

완전 방수·방진 플렉시블 LED는 현저히 낮은 제조원가로도 높은 성
능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소이는 가로등용 완전 방수·방진 플렉시

㈜소이 관계자는 “독자기술이 적용된 고퀄리티의 제품을 낮은 가격

블 LED 조명 모듈을 개발해 2월부터 국내업체에 공급 중인 것으로

으로 시장에 공급해 중국 업체들이 90% 이상을 선점한 LED 가로

알려졌다.

등 해외 시장을 잡을 계획”이라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국 업체와
경쟁해 지속적으로 전세계 LED 가로등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

그라파이트 플렉시블 메탈 PCB를 적용해 발열 성능을 극대화한 ㈜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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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기업 테크엔, 세계 일류상품 업체로 선정
- 기술력과 대외경쟁력 등 인정 평가
- 내년 미세먼지 제거장치 내장된 LED실외조명 등으로 시장공략

미세먼지 제거장치가 내장된 LED보안등,
LED가로등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
력을 생산하고 저장대기 상태에서 센서가
황사 또는 미세먼지를 감지하면 저장한 전
기로 터보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필터
가 미세먼지를 걸러낸 뒤 맑은 공기만 배출
하고, 먼지는 자동으로 걸러진 뒤 배출구에
저장된다. 테크엔은 이 제품이 대기 상에
떠도는 먼지를 정화하고, 탈취·저장하는 기
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테크엔 대표는 “외부용 필터는 방수
구조여야 하고, 필터 교환에도 어려움이 많
아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면서 “지
대구에 소재한 LED조명 전문기업 테크엔(대표 이영섭)의 주요 제품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상에 처음 내놓는 제품이라 어려움이 많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았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산업
현장이나 건강을 위해 방진마스크를 두 겹

테크엔은 KOTRA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의 대외경쟁력과 미려한 디자인을 인정받아

씩 사용하는 곳에서도 LED공장 투광등을

2019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장의 공

이어룸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기질 개선과 쾌적한 산업현장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크엔은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선정될 정도로 건실한 기업문화
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정평이 나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 강소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이영섭 대표는 기술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연구와 제품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그 결과 2020년형 신제품으로 조명과 환경이 어우러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IOT 기술을
추가한 미세먼지 제거장치가 내장된 LED보안등, LED가로등, LED공장 투광등을 개발해 시장
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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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주파수의 레이저 보상 기술을 이용한 대기중
광대역 광신호 전송기술 개발

그림. 펨토초 레이저 광 빗 기반 광주파수의 초정밀 생성 및 대기 전송

대기를 전파하는 레이저는 대기의 온도, 압력, 습도 및 바람 등의 영

선하고 도청 및 감청에 대한 보안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향을 받아 광주파수 및 위상의 안정도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대기

대된다.

가 핵심적으로 분포하는 고도 10km 이하의 대류권에서는 이와 같은

또한 펨토초 레이저 광 빗은 4 테라헤르츠(THz)에 이르는 광대역 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혹독한 대기 환경을 겪는 레이저는

파수를 보유한 레이저로, 각각의 주파수를 하나의 레이저로 이용할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려 초기에는 우수한 안정도를 갖는 레이저라

수 있어 확장성이 매우 크며 보상 채널의 한 파장으로 전체 대역을

도 대기를 통과한 뒤에는 우수성을 잃게 된다.

보상해줌으로써 펨토초 레이저 광 빗의 특성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

KAIST 기계공학과 김영진 교수, 김승우 교수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마이크로파를 통한 지상-우주간 인

위하여, 주파수 표준에 안정화된 펨토초 레이저 광 빗에서 레이저들

공위성 통신의 통신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 표준을 분배함으로

을 추출하고 그중 하나의 파장을 이용해 대기 환경변화를 실시간으

써 항법장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

로 추적했다. 연구팀은 우수한 안정도의 펨토초 레이저 광 빗을 대기

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019년 9월)’ 에 게

(18 km)에 전파시키고, 통과하는 중에 발생하는 대기의 영향을 정밀

재됐다.

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음향 광학 장치를 통해 대기 환경
변화를 제어함으로써 레이저의 우수한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
다. 그 결과 레이저의 성능이 대기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큰 차이가
없는, 우수한 안정도로 전송하는 다채널 광주파수 초정밀 대기전송
기술을 개발했다. 빛의 직진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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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전처리를 이용해 전도성이 향상된
차세대 투명전극 소재 개발

그림. (a) 레이저를 이용한 PEDOT:PSS 전도성 고분자의 내부 구조 변화에 따른 전도도 향상 메커니즘. (b) 스핀 코팅 조건(박막 두께)과 레이저 조사 조건에 따른 PEDOT:PSS 전도성 고분자
필름의 면저항 변화 곡선. (c) 레이저 처리 조사 전 후, PEDOT:PSS 고분자 박막의 3차원 상태 변화 도식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부품이 있다. 빛은 통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PEDOT:PSS 전도

시키면서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인 투명전극이다. 화면을 활

성 고분자막에 Laser를 조사하여 전기 전도도를 1,000배 향상시키

용하는 정보기술(IT) 기기에는 모두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

는 전도성 고분자 Solvent-free 전기 전도도 향상 기술을 보고하였

명전극 소재의 왕좌는 인듐주석화합물(ITO)이 차지하고 있었다. ITO

다. 마치 전선의 절연 피복이 녹아 인접한 구리선들이 연결되는 것처

는 강한 내구성과 높은 전기 전도도, 반도체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럼 전도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Laser를 이용한 나노구조 재정

장점이 있어 화면이 필요한 IT 기기 대부분에 쓰여 왔다. 이런 ITO가

렬을 통한 전도도 향상법은 기존 화학적 도핑 기술과는 다르게 원하

도전을 받고 있다. 딱딱한 소재라 한번만 접어도 손상되면서 전도도

는 전기 전도도를 제어하는 동시에 전도성 패턴 형성이 가능하였으

가 없어져버리는 특성 때문이다. 노트북이나 평평한 스마트폰 화면

며, 이를 이용하여 최초로 Laser 패터닝 된 PEDOT:PSS 막을 이용한

에서는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말거나 접고,

유기태양전지, 유연성 터치패널, Joule heater등을 성공적으로 구현

늘어났다 줄어드는 극한 환경을 이겨야 한다.

하였다.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국제학술지 ‘머터리얼스 호라이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나노·광융합기술그룹 윤창훈 박

스’ 에 실렸다.

사와 국립부경대학교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 투명
전극용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며 도전장을 냈다. 윤 수석연구원과 부
경대 등 공동연구팀은 기존 화학적 처리법 대신 세계 최초로 물리적
처리법을 적용해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 전도도를 투명전극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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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물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입자, 엑시톤-폴라
리톤을 조절하는 기술 구현

그림 1. (a) 질화물 반도체 육각형 막대 구조에서 생성되는 상온 엑시톤 폴라리톤 응축 및 이의 운동량 제어. 상온 엑시톤-폴라리톤 응축 상태의 (b) 에너지와 운동량 공간, (c) 에너지와 실제 공
간, (d)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

빛이 반도체 내부의 엑시톤과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적절한

크로 막대 구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구조를 이용하면 내부

조건이 성립되면, 서로가 강하게 상호작용하며 빛과 물질이 지닌 장

전반사의 원리를 통해 균일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빛의 모

점을 동시에 갖는 제3의 양자 입자인 엑시톤-폴라리톤이 생성된다.

드(위스퍼링 갤러리 모드)와 엑시톤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상온에서

기존 연구에 많이 사용되던 비소화물 기반 반도체의 경우, 빛을 반도

도 엑시톤-폴라리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

체 내부에 오랜 시간 가둬두기 위한 균일한 공진기 구조를 만드는 공

어진 마이크로 막대 구조에서 엑시톤-폴라리톤 입자를 형성하여 이

정과정은 잘 알려졌지만, 열에너지에 의해 엑시톤이 해리되기 때문

러한 응축 현상이 상온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고

에 극저온의 실험환경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반면 질화물 기반 반도

해상도 레이저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 엑시톤-폴라리톤의 포텐셜 에

체의 경우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엑시톤을 형성할

너지와 이의 경사도를 조절해서 엑시톤-폴라리톤 응축 현상의 운동

수는 있지만, 구조 속에 공진기를 만드는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물리

량을 제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은 구동 전류가 10배 이상

적 요인들로 인해 공간적으로 균일한 공진기 구조를 만드는 데 한계

낮은 엑시톤-폴라리톤 기반의 신개념 레이저, 비선형 광소자와 같은

가 있었다. 이러한 불균일한 공진기 구조는 엑시톤-폴라리톤의 움직

고전적인 광소자 뿐만 아니라 초유체 기반의 집적회로, 양자 시뮬레

임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터와 같은 양자광소자에 응용될 수 있으며, 2019년 10월 Optica

KAIST 조용훈 교수 연구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에 게재되었다.

공진기 구조 대신 질화물 반도체 기반의 3차원 구조인 육각형 마이

019

NEWSBREAKS
In K-LIGHT

빛이 보낸 방향으로 스스로 되돌아오는
반사체를 이용한 고감도 바이오센서

그림. 재귀반사의 특성과 활용분야

기존 광학기반의 바이오센서는 형광을 이용한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형광 기반의 광학 바이
오센서는 특정 파장대의 광원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이를 관측하기 위해 광학 필터를 비롯한 추가의
광학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학 시스템은 복잡하며 가격 또한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광학 바이오센서의 개발에 있어 한계점인 기구부의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광학계를 포함한 바이오
센서의 소형화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의 단말에서 구현이
가능한 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측정원리로 채용한 재귀반사 (Retroreflection; 반사된 빛을 그 소스로 되돌려 반사하는 현상)는 광원
에 의해 입사된 빛이 다시 광원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반사현상으로 입사광의 각도가 표면에 대하여
수직이 아닌 경우에도 광원 및 관찰자의 위치로 회귀되는 특성을 지닌다. 바이오센서의 신호검출원리
로 재귀반사현상을 이용함으로써 특정 파장대의 광원이 아닌 일반적인 백색광에서도 민감한 신호를
얻을 수 있고 배경신호가 최소화되어 과학적인 가치가 크고, 관측을 위한 복잡한 광학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지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와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결과 검출이 가능하다.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윤현철, 김재호 교수 연구팀은 나노 혹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파티클을
직접 제작하여 재귀반사체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생체물질로 수식된 재귀반사입자
를 합성하여 면역진단, 분자진단, 환경센싱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
의 주요 학술지인 ‘랩온어칩(Lab on a chip)’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어 2019년 12월 출판되었다.

020

K-LIGHT
January 2020

NEWSBREAKS
In K-LIGHT

태양전지 효율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 발견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띠를 ‘가전자대’라고 부르고, 이보다 에너
지가 커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전도대’
라고 부른다. 첫 번째로 생성된 전자-양공 쌍(가장 왼쪽)의 에너지
가 열로 낭비(1)되면서 전도대로 내려오는 반면, 캐리어 증폭이 발
생하면 (2)처럼 운동에너지를 포착하여 가전자대에 안정한 상태로
있던 새로운 전자들을 전도대로 여기시킨다. 그림에서는 총 2개의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캐리어 증폭 시 에너지 변화 모식도*

광자 한 개를 더 많은 전하입자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

이다.

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 김지희 연구위원과 이영희 단장 연

연구진은 기상화학증착을 이용,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 중에서 광

구팀은 빛 에너지에 비례해 전하 캐리어 수 즉, 전류가 늘어나는 캐

변환 효율이 좋은 몰리브덴디텔루라이드(MoTe2)와 텅스텐디셀레

리어 증폭 현상을 2차원 물질에서 최초로 관찰했다. 광자가 전하입

나이드(WSe2)를 대면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전자의 움직임

자를 일대일로 발생시켰던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 33.7%를 넘

을 펨토초(fs•1000조 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하는 초고속 분광법

어 효율을 46%까지 향상시킬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을 이용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캐리어 증폭 현상을 실시간으로 분

에너지가 아무리 커도 빛 알갱이(광자) 한 개는 전하 운반입자(캐리

석했다. 먼저 발생한 캐리어의 여분 에너지가 최대 99% 효율로 추

어) 한 쌍만 발생시킬 수 있다. 여분의 에너지는 열로 방출되는 까닭

가 캐리어를 발생시키는 것을 관찰했다. 기존에 양자점에서 관찰

에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데 이론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다만 특

됐던 최대 캐리어 증폭 효율인 약 91%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합성

정 조건에서는 발생한 캐리어의 여분 에너지가 두세 쌍 이상의 캐리

한 2차원 물질을 활용하면 변환 과정에서 캐리어의 여분 에너지

어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캐리어 증폭’ 현상이 일어난다. 2차원 물질

를 99% 활용할 수 있어 태양전지 효율을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

에서 캐리어 여분 에너지가 100% 가까이 추가 캐리어로 전환될 것

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으로 예측됐으나 지금까지 관측된 적은 없었으며, 캐리어 증폭을 일

Communications)’에 2019년 12월에 게재됐다.

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2차원 소재는 합성하기도 어려웠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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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열 감지로 초고해상도 분야 확장한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감지 기술은 초고해
상도 개념을 빔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으
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열복사를
이용한 이번 연구는 에너지를 가진 빔이라
면 무엇이든 적용할 수 있어, 레이더와 같
은 장거리 탐지 기술도 기존 해상도보다 훨
씬 향상시킬 수 있다.
제 1저자인 기욤 카시아니 연구위원은 “이
번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 스텔스
그림. 반사 시 선형 응답과 열 응답의 해상도 비교

물체의 중•장거리 감지 등의 분야에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손전등을 비춰 물건을 찾는 사람, 장애물을 피해 비행하는 박쥐, 다른 차들의 위치를 인식하는

위해 나노미터에서부터 비행기와 같은 큰

자율주행차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목표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빛, 소리, 전자기파로 목표

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물체와

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 기본 원리는 물체가 충분한 에너지를 반사했을 경우에만 사

다양한 상황에서 선명도의 크기를 이론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텔스 비행기는 빔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해버려 물체를 감지하기 어렵

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

다. 이 경우에 반사가 없는 대신 물체에 흡수된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온도가 올라간다.

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물질에 반사되는 빛이 아닌 흡수되는 빛을 이용한 감지법이 발명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Communications)’ 誌에 12월 17일자로 온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프랑수아 암블라흐 연구위원(UNIST 자연과학부·생명과학부 특훈교수)

라인 게재됐다.

은 대상의 온도 증가를 이용한 탐지기술을 이론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소
리, 전파 같은 파장으로도 현미경에서만 가능했던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빔이 만드는 온도 증가로 물체를 감지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모든 물체는 원
자들이 가진 열을 빛 형태로 방출하는데(복사) 공항에서 고열의 승객을 찾아내는 적외선 카메
라도 이 원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레이더가 아무리 큰 에너지를 전달해도 스텔스기의 온도는
아주 미미하게 증가한다.
연구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온도 상승을 이용해 복사 광선 감지가 가능함을 보였
다. 물체가 반사하는 빛이 빔 강도에 비례하는 것과는 달리, 복사로 방출되는 빛의 세기는 온
도에 따라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초선형성을 보인다. 또한 이 초선형성이 반사를 이용했을 때
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능케 함을 밝혔다. 빔을 물체에 비출 때 중심 부분이 더 데워지면
서, 복사가 빔 지름보다 작은 중심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론적으로는 복사광
선 방출 지점의 크기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극도로 가까운 두 점을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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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부착하여 콜라겐 합성 및 피부재생 등
광 치료에 응용 가능한 프리폼 OLED 개발

그림. (a) 다양한 소재 및 형태에 프리폼 OLED 구현 (b) 쥐 피부에 프리폼 OLED를 부착하였을 경우 피부재생 효과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옷으로 입는 등 어떠한 형태로도 피부 재생

양한 소재와 형태에 제작할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웨어러블/인

및 콜라겐 합성을 할 수 있는 ‘프리폼 OLED 광 치료 기술’이 개발되

체부착형으로 효율적으로 피부 재생 및 콜라겐 합성을 지속할 수 있

었다. 최경철 교수(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와 박경찬 교수(서울대

다. 또한 세포독성 테스트를 통해 국제표준화기준(ISO) 기준의 안전

학교 분당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플렉서블 OLED을 활용하여 피부

성이 검증되었으며, 각질형성세포에서는 세포증식 26% 향상, 세포

재생 및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 내용이 네

이동이 32% 향상되었고, 인공피부모델에서는 표피의 두께가 39%

이처의 자매 지인 Light: Science & Applications (IF 14.52)에 2019

향상, 콜라겐 합성 등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리폼 OLED를 직접 쥐

년 12월 게재되었다. 이 기술은 2018년 동 연구팀이 ‘OLED 반창고’

의 상처에 부착하였을 때 재상피화가 되는 등 뛰어난 재생효과를 보

기술을 개발하여, 상처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의 후속으로

였다. 최경철 교수는 “기존 디스플레이 및 조명으로 응용되었던 플렉

이루어졌으며, 인공 피부 모델 실험과 동물 피부 실험을 통하여, 피

서블 OLED 기술을 활용하여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접목한 기술”이

부재생 효과와 함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는 것까지 실험으로 확

라고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OLED를 피부재생과 콜라겐

인하였다. 기존의 점광원 LED 기반의 광 치료 기술은 유연하지 못하

합성 등의 피부 미용에 활용하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상용화

며 넓은 면적에 균일한 조사를 시키기 어렵고 발열 문제 등으로 인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 밀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광 치료 기술은 주
로 병원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설치형 광원을 이용하여 광 치료가
진행되었고, 접근성과 치료 효율이 떨어져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
해왔다. 연구팀이 개발한 프리폼 OLED는 피부, 옷, 종이, 과일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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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발광 QLED의 고효율 달성과
안정성 증가에 대한 광물리적 메커니즘 규명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동호 교수 연구팀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무

를 갖는 높은 대칭성의 코어/쉘 구조 양자점을 합성, 물질 발광 효율

기소재 Lab (장은주 펠로우 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여 온 ‘안정적

100%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양자점의 구조에서 쉘의 두께

인 고효율 InP/ZnSe/ZnS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연구가 그 우수성

와 양자점 형태의 대칭성에 따라 발광 효율과 소자의 안정성을 개선

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역사 깊은 학술지인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펨토초 시분해 분광학과 단일점 발광 분광

‘Nature’ 지에 2019년 11월 27일자로 게재됐다.

학을 이용해 QD-LED 소자의 발광 효율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광물

2017년 삼성전자가 QLED 기술을 탑재한 TV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

리적 현상과 그 원리를 양자점의 구조와 연관 지어 규명하였다. 본

이후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던 LG 전자의 OLED TV와 경

연구에서 최고 효율을 보이는 양자점은 양자 수율 100%, 발광 선폭

쟁이 맞붙으면서 더욱 치열한 기술력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QLED

35 nm, 소자 EQE 21.4%, 밝기 100,000 cd/m2, 수명 100만 시간

TV의 핵심 기술인 양자점 (QD) 기반 발광 다이오드 (LED) 는 높은

(100 cd/m2 기준)으로 기존의 비독성 양자점 기반 소자에 비해 월

효율, 정확한 색 순도 그리고 비용 효율적 제작 과정으로 대면적 디

등히 뛰어난 효율과 안정성을 달성하였고, 이는 카드뮴 기반 양자점

스플레이로의 응용에 이상적으로 여겨진다. QD-LED를 상용화하기

의 최고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독성 QD-LED 소

위한 많은 노력으로 현재 빨강, 초록, 파랑 색 발광 QD-LED는 각각

자 개발로 차세대 친환경 자발광 QLED 디스플레이 기술에 새로운

20.5%, 21.0% 그리고 19.8%의 효율까지 달성되었지만, 독성 물질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 카드뮴 조성을 환경 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한 화두
이고, 이러한 친환경 양자점의 구조에 따른 광물리적 메커니즘을 이
해하여 자발광 효율 달성과 소자 구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한 상태이다.
환경 친화적 물질인 인화 인듐 (InP) 코어 기반 양자점 소자는 카드
뮴 기반 물질에 비해 아직은 그 성능이 뒤처지는 상황이라 스스로 빛
을 내는 환경 친화적 QD-LED 디스플레이는 아직 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본 공동연구팀은 고유한 기술력으로 균일한 InP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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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자가조립을 이용한 메타분자 생산
통상 비자연적 자기적 유도를 하기 위한 공진기로 널리 알려진 구조는
split-ring resonator (SRR)이며 음굴절 메타물질에 널리 이용되어 왔
다. 문제는 가시광선 대역과 같은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는 SRR의 크
기가 100나노 이하로 줄어야 하며 이는 대면적 제조가 쉽지 않다. 대
안으로 메탈 콜로이드 나노입자를 3개 이상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SRR과 같은 자기적 유도가 가시광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메탈 콜로이
드 나노입자 클러스터를 메타분자라고 부르며, 이를 기반으로 용액형
메타물질 제조가 가능하다고 기대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 연구팀은 DNA로 메타분자를 자가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DNA 분자종이접기를 이용하면 육각형 frame
모양의 DNA 나노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다. 이 DNA 분자종이접기 6

그림1.

개 표면에 작은 금나노입자를 붙인 후 은나노입자를 성장을 시키면 마
치 벤젠 분자를 닯은 플라즈몬 메타분자를 대량으로 균일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그림1 윗 패널). 이 뿐만 아니라 벤젠 메타분자 단위를 두개
혹은 세개를 연결하여 보다 복잡한 형태의 메타분자를 정교하게 자가
조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그림 1 아랫패널).
이러한 메타분자에서 이론과 같이 Magnetism이 유도되는걸 산란 스
펙트럼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림2 윗패널), 메타분자 두개
가 연결된 경우, 각각 링에서 유도된 자기장이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갖
는 antiferromagnetism이 나올 수 있음을 실험적/이론적으로 확인했
다(그림 2 아랫패널).이 antiferromagnetism은 가시광대역에서 처음
으로 확인하였다.
이승우 교수는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통해 자가조립을 프로그

그림2.

래밍을 하고 이로부터 가시광 대역 전자기적 공진을 정교하게 조절했
다”며 “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래밍 자가조립을 나노광학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이 연구 결과
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2019
년 7월에 “Magnetic Plasmon Networks Programmed by Molecular
Self-Assembly”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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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paper-aided 헤이즈 필름의 표면적용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
교 유재수, 정재웅 교수팀은 상업적으로 이
용 가능하고 저렴한 Sandpaper 마스터 몰드
를 사용하여, PDMS (Polydimethylsiloxane)
기반 Sandpaper-aided 헤이즈 필름을 (단일
단계가 가능하고 제작 비용이 적은) 소프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로 제작하고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표면에 적용하여 광전
변환효율 개선을 보고하였다. 제작된 최적
화된 Sandpaper-aided 헤이즈 필름은 350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93.7%의 평균 투
과율로 우수한 반사방지 능력을 나타냈다.
또한 약 84.3% 및 89.8%의 높은 확산 투과
율과 매우 높은 헤이즈 투과율 값을 각각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투명면에 이
러한 필름을 적용하면 활성층으로의 광흡수
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또한 광수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 표면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소
자의 광전변환효율이 17.07%에서 20.34%
로 향상되었다. 부가적으로, Sandpaperaided 헤이즈 필름은 약 122o의 Water drop
접촉각을 갖는 소수성 거동을 나타내었으
그림. sandpaper-aided 헤이즈 필름과 이를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특성

며, 이는 또한 태양전지의 자가세정층으
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ACS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렴한 제작비용, 긴 캐리어 수명 및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지 7

우수한 광전지 성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월에 게재되었으며, 과학기술정통부 지원으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제조, 형태 최적화, 이상적인 소자구조 설계, 직접 광트래핑 구조 개

로 한국연구재단 차세대 공학자 육성사업으

발 등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다

로 수행되었다.

양한 전략 중에서, 광학 창 외부 표면 (즉, 유리)에 광트랩핑, 산란 (또는 헤이즈 (Haze)) 및 반사
방지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소자의 활성층으로의 광흡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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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구면 광학계용 측정기술
1. 서론

레이저 트레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고정형 3차원 측정기를

우주나 지구를 관측하는 지상용 천체망원경이나 우주용 망원경은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간섭계 방법은 비구면을 측정하는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하여 구경이 큰 비구면 거울을 사용한다. 광

데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학계 분해능이 구경에 비례하고 비구면 형상은 망원경의 수차를 보

는 비구면에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상하기 위해 null lens나 CGH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비구면 반사경은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

(Computer Generated Hologram)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측정 대상

이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직경 1 m

물이 바뀌면 null lens나 CGH를 새로 설계하여 제작하는 불편이 있

이상의 대형 비구면 반사경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

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조 광학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좁은

랑스 등 선진국 일부 나라에 불과하여 그 나라의 정통 광학수준을 대

영역을 겹치게 측정하여 전체 형상을 짜집기하는 stithing 방법을 사

표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약

용하기도 한다.

20여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여 직경 1 m 급 우주용 반사경을 자체

비구면 형상 측정 기술은 그림 2와 같이 대구경 비구면 모듈을 제작

제작하고 있다.

하는 단계별 측정방법들로 구분한다. 면 형성 초기에는 형상오차가

대형 비구면을 제작하려면 비구면의 형상을 가공 및 조립단계에서

크고 면이 거칠어서 빛을 이용한 측정이 쉽지 않아 3차원측정기 같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개의 대형 비구
면을 정렬한 후에는 광학계의 성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정밀하게 평
가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형 비구면의 형상
측정기술과 대형 광학계의 성능 평가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대형 비구면 형상측정기술
비구면 형상 측정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측정면의 크기와 측정정밀
도에 따라 기하학적 방법, 접촉식 측정법, 간섭계 방법등을 사용한
다. 푸코나 론키와 같은 기하광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측정법은 간
섭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

그림 1. 비구면 형상 측정법

지 않고 있다. 대신 마이크로렌즈나 핀홀 배열을 사용하는 ShackHartmann 방법이나 삼각 측량을 이용하는 deflectometry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접촉식 프로브를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정밀도가 빛을 이용하는 측정법에 많이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 1 m 급 반사경의 형상오차를 측정할 경우 10 um 이상의
형상오차를 가지게 된다. 또한 대형 반사경을 3차원 측정기 상으로
옮겨서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동
중의 파손위험성으로 대형 반사경 측정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림 2. 비구면 거울모듈 제작 단계와 관련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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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비를 이용한다. 면의 형상오차가 줄어들고 적외선 파장대역의

가공하고 측정하는 작업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적외선 간섭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면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연마하여 가시광 영역에서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shack-hartmann

ZYGO는 위상천이방법과 carrier fringe 를 결합하여 진동에 노출되

sensor나 가시광 간섭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플렉셔를 조립한 모

는 상황에서도 형상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FlashPhaseTM)을

듈은 비구면 설계값에 최적화한 널 렌즈를 사용하여 간섭계로 측정

개발하였다[2]. 또는 간섭계내에 세 대의 검출기를 설치하여 각각의

한다. 코팅과 진동시험, 그리고 우주환경시험에서 모두 간섭계로 측

검출기가 다른 위상을 가지는 간섭무늬를 찍도록 함으로서 위상정

정한다.

보를 추출하는 방법도 환경적인 요인에 둔감한 간섭계로 사용된다
[3]. 최근에는 그림 3와 같이 검출기 바로 앞에 픽셀과 같은 크기의

3. 간섭계를 이용한 형상측정

편광판을 배열하여 한번 측정에 4개의 위상정보를 가지는 간섭무늬

간섭계와 null optics의 결합은 현재까지 비구면 형상을 가장 정밀하

를 한번에 얻어 위상을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4]. PZT를 시간

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상천이방법을 이용

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한번에 고속으로 측정가능하므로 대형 반

한 간섭계는 측정의 정밀도와 반복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사경의 정밀한 형상오차를 많은 진동이 존재하는 가공 현장에서 쉽

방법의 기원은 1966년 Carre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 .기본적으로

게 사용하게 되었다.

4개의 90도 위상차이를 가지는 간섭무늬를 얻으면 검출기 각 픽셀

비구면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간섭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null

에서의 위상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위상차이를 가지는 4개의 간섭

optics 이다. 이 null optics는 간섭계와 비구면 사이에 위치하여 간섭

무늬를 얻기 위해 전통적으로는 기준면의 물리적인 위치를 90도 위

계에서 나오는 구면 또는 평면파를 비구면파로 만들어 측정대상물

상만큼씩 이동시키면서 간섭무늬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에 빛이 수직으로 입사되도록 만드는 광학부품이다. 과거에는 2~3

측정중 진동이나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여 간섭무늬에 추가 변화가

장의 구면 렌즈를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구면렌즈는 정밀하게 가공

생기면 정확한 위상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통적인

할 수 있으나 렌즈들을 조립하고 정렬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간섭계는 무진동테이블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대형반사경을

이것이 측정대상물의 형상오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그림 3. 4-D technology 사의 pixelated phase-mask를 이용한 간섭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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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puter Generated Hologram null렌즈를 이용한 비구면 형상측정

위해 근래에는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m) 이라고 하는

아 빛을 활용한 측정법에 제약을 받으므로 연삭단계에서의 정밀 경

부품을 사용한다. 그림 4는 CGH의 작동원리를 보여준다.[5] CGH는

면 측정은 쉽지 않은 기술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대

회절소자의 일종으로 회절패턴의 간격을 조절하여 빛을 원하는 방

형 반사경을 활발히 가공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한 곳인 아리조나대

향으로 꺾어주는 역할을 한다. 측정영역 바깥에 정렬을 위한 회절패

학교에서 연삭단계에서의 형상측정법으로 사용하는 laser tracker,

턴을 별도로 만들 수 있어서 CGH와 간섭계, 측정대상물간의 정밀한

Swingarm Optical CMM(SOC), IR deflectometry 에 대해 주로 설

정렬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CGH에는 여러 방향으로

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회절차수가 존재하므로 빛의 양이 감소하고 계산오차에 의

그림 5는 laser tracker를 이용한 반사경의 형상측정 원리를 보여준

해 잘못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매우 중

다[6]. Laser tracker의 각도 오차가 거리 측정 오차보다 상대적으로

요한 반사경 제작에는 재래식 null lens와 CGH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크고 빛이 먼거리를 이동하면서 공기의 굴절률 변화 효과도 겪기 때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문에 4개의 거리측정기로 구성된 보상장치를 추가하여 여기에서 나
온 빛이 반사경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준구면(SMR)에서 맞고 나오는

4. 연삭단계에서 형상측정

거리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보상하면 면의 형상오차를 1 um 이하로

연삭단계에서 면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은 대형 반사경의 제작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laser tracker가 반사경의 곡

기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연마단계에서는 반사경의 경면

률중심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원하는 정밀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

의 반사율이 좋아 앞서 설명한 간섭계를 활용한 측정법을 써서 정밀

우에 따라서 적용하기 어렵고 공간주파수도 제한적이다.

한 측정을 해볼수 있으나 연삭단계에 있는 경면은 반사율이 좋지 않

이보다 더 측정정밀도가 높은 방법이 SOC이다. 그림 6은 SOC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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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ser tracker를 이용한 대구경 반사경의 측정[5]

그림 7. Swingarm Optical CMM의 원리

리를 보여준다[7]. 두개의 막대가 적당한 각도를 이루어 회전을 하게

수 있는 반면 SOC는 원리상 구면을 따라 움직이므로 측정용 프로브

되면 막대끝에 위치한 측정용 프로브는 측정대상물의 중심위를 지

는 구면과 비구면사이의 차이만 측정하면 되므로 코사인오차 문제

나는 원을 따라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되어 중심을 지나는 라인을 따

발생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브를 바꾸어주

라 형상변화를 측정한다. 이러한 중심선을 수십개 만들어 측정한 후

면 연삭단계와 연마단계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막대의 길

이 결과를 합하면 면의 전체 형상오차를 알게 된다. 기존의 gantry

이나 막대를 돌려주는 회전판의 정밀도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많이

방식의 3차원측정기의 경우 측정기의 프레임이 면의 형상과 무관하

미치므로 사전에 정밀한 교정이 필수이다. 그리고 측정시간이 길어 측

게 직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측정 프로브가 측정을 위하여 위아

정중에 외부 진동이 들어올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래로 이동하는 양이 클수록 코사인오차가 발생하여 오차가 증가할

SOC보다 측정시간이 짧으면서 레이저트레커 방식보다 측정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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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방법이 IR deflectometry 방법(SLOTS, Scanning Long-

을 측정하기 위해 직경 1 m 기준 평면거울과 Fizeau 간섭계를 이용

wave Optical Test Systems)이다[8]. 원적외선을 내는 열선을 이동

하여 부분적인 간섭무늬를 얻고 이를 stitching하여 전체 면의 형상

하면서 반사경을 맞고 들어오는 빛을 검출기가 검출하여 반사경의

을 얻는 방법을 시도하였다[10]. 이 방법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

각 위치에서의 경사를 측정하여 이를 적분하는 방식으로 형상오차

만 측정탑, 대형 비축포물면, 기준평면거울등 많은 준비를 해야하므

를 구한다. 이 방법은 원리와 구성이 간단한데 비해 비교적 정밀한

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측정이 가능하고 거친면과 연마된 면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반면 카
메라와 광원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저차수
차는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광원으로 일반 LCD
기판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친면에서의 반사율을 높이고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적외선 광원을 사용한다.

그림 9. Ritchey-Common test의 원리[8]

그림 8. IR deflectometry의 측정방법[7]

5. 광학계 정렬 및 성능평가
대형 반사경을 사용하는 광학계의 조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광학계
에서 나오는 평행빔을 광학계로 되돌려주는 평면거울과 측정타겟에
서 나오는 빛을 평행빔으로 만들어주는 시준장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장치는 모두 광학계의 반사경 크기보다 커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직경 1 m 이상 크기의 평면거울은 형상오차를 측정하기 어려

그림 10. Stitching 방법을 이용한 대형 평면거울의 측정[9]

워 제작하기 쉽지 않다. 반사경의 형상오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
섭계에서 나온 빛이 대상물을 맞고 다시 간섭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학계 성능평가에 필요한 또다른 핵심 광학부품인 시준장치는 작

하여야 하는데 평면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므로 간섭계로 되돌릴 수

은 부피로 긴 초점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Cassegrain 형태로 많이 제

없다. 전통적인 평면거울 측정방법은 그림 9의 Ritchey-Common

작되지만 부경이 구경의 일부를 가리는 문제로 비축포물면 형태로

test로 대상물보다 큰 크기의 구면거울을 이용해 간섭계로 빛을 되

많이 제작되기도 한다. 그림 11은 Cassegrain 형태의 시준장치로 주

돌려 주는 방식이다[9]. 오목 거울은 전통적인 간섭계로 측정할 수

경의 직경은 1 m 이고 초점거리는 25 m 이며 주경과 부경사이의 거

있으므로 매우 큰 거울도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면 가공할 수 있다.

리는 약 1.8 m이다. 시준장치의 정렬은 파면수차를 측정하여 최소화

직경 1 m의 대형 평면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1.5 m 정도의 오목구

되도록 각각의 거울을 미세조종한다.[11] 그림 12는 비축포물면을

면이 필요하다. 미국의 아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직경 1.6 m 평면기준

사용하는 시준장치로 직경은 1 m이고 초점거리는 6m 이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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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하여 타겟과 비축포물면사이의 거리가 6 m 정도 떨어져

[6] T. L. Zobrist, J. H. Burge, W. B. Davison, and H. M. Martin,

야 하므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준광학계를 이

“Measurements of large optical surfaces with a laser tracker,”

용하여 개발하는 광학계의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을

Proc. of SPIE 7018, 70183U (2008).

측정함으로써 최종성능을 평가한다.

[7] M. Valente et al., “Advanced surface metrology for meterclass optics Arizona Optical Systems , 925 W Grant Rd ., Tucson ,
AZ 85705,” Proc. of SPIE 8838, 88380F (2013).
[8] T. Su, S. Wang, R. E. Parks, P. Su, and J. H. Burge, “Measuring
rough optical surfaces using scanning long-wave optical test
system 1 Principle and implementation,” Appl. Opt. 52(29), 71177126 (2013),
[9] K. L. Shu, “Ray-trace analysis and data reduction methods for

그림 11. Cassegrain 형태의 시준장치

the Ritchey-Common test,” Appl. Opt., 22(12), 1879-1886 (1983).
[10] J. H. Burge, P. Su, J. Yellowhair, and C. Zhao, “Optical surface
measurements for very large flat mirrors,” Proc. of SPIE 7018,
701817 (2008).
[11] S. H. Kim, H. S. Yang, Y. W. Lee, and S. W. Kim“, Optics
Express, 15(8), 5059-5068 (2007).

그림 12. 비축포물면 거울을 사용하는 시준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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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 국산화 개발
1. 서론

는 렌즈가 포함된 경통을 통해 빛을 모으고 CCD(Charge Coupled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작게는

Device)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휴대폰에 있는 손톱만한 카메라부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일명 대

와 같은 초점면전자부로 감광하여 빛의 세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포 렌즈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까지 다양하다. 우리 머리 위에도 이

다. 카메라에 내장된 프로세서가 이 신호를 처리하여 이미지로 만들

런 디지털 카메라가 떠 있다. 바로 인공 위성에 달린 카메라다. 이런

고 필요에 따라 JPEG와 같은 포맷으로 압축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저

카메라를 위성 광학탑재체라고 하며 심우주를 바라보면 별을 촬영

장하게 된다.

할 수 있고 지상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지도 서비스에서 보는 위성사

위성 광학 탑재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경통 부분이 망원

진을 촬영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탑재체연구부는 이

경으로 되어 있는데 곧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광학 탑재체는

런 지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

그 구경이 0.6미터에 달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

발하고 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1, 2호에 탑재 되어 국토·자원관리,

에는 렌즈를 사용한 굴절식 경통을 사용하지만 우주급 대형 망원경

재해재난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

은 일반적으로 거울을 이용한 반사식 망원경을 사용하며 무차폐 3반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1] 이번 기고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사경식, 2반사경식인 카세그레인(Cassegrain)식 또는 부분차폐 3반

광학탑재체를 통해 위성용 전자광학 카메라(EOS, Electro-Optics

사경식인 코쉬(Korsch) 방식 망원경을 사용한다. 무차폐 3반사경식

Subsystem)에 대해 알아보고 국산화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은 시야가 넓지만 조립과 정렬이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반면
카세그레인식은 부경으로 인한 광량의 손실이 있고 시야가 좁지만
주경과 부경, 검출면을 광축상에 정렬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립이 용이하다.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는 코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코쉬 방식은 카세그레인식과 유사하나 세 개의 반
사경을 이용해 광학 수차를 개선한 방식으로 정찰 위성인 키홀, 다목
적실용위성 3A, 그리고 심우주 관측용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사용하
는 방식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는 여기에 추가 보정을 담
당하는 네 번째 반사경과 공간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다섯 번째 평면
경을 추가하였다.[2]
반사경의 재료는 열변형에 안정적인 제로더(Zerodur), 실리콘카바
이드(SiC), 베릴륨(Be) 등이 사용된다. 이런 재료들은 유리와 같이 쉽
게 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설계와 제작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

그림 1.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3]

히 탑재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후면은 벌집형태로 파내 가볍게 만
들게 되는데 위성을 발사할 때 겪는 큰 가속도와 진동을 버텨야 하므

2. 광학카메라 광학계

로 강도와 무게를 모두 고려한 경량화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차세대

먼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위성 광학탑재체의

중형위성의 반사경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 및 제작 되었다. 가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상용 디지털 카메라

장 큰 주반사경의 직경은 600mm에 달하고 삼반사경은 비축비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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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세대중형위성 광학계. 총 5개의 거울을 사용한다.[2]

그림 3.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 반사경

그림 4. 반사경 후면의 경량화 설계

으로 제작되었다. 가장 크고 가공이 어려운 주반사경은 평균 23nm
의 형상 오차를 가지며[7] 이는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5 정도에 해
당하는 정도이다.
이제 준비된 반사경과 초점면어셈블리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발사시 전달되는 진동과 궤도환경에서 극한의 열하중 하에서도 광
학계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고안정 광구조체(HSTS, High Stability
Telescope Structure)가 필요하다.[8] 광구조체는 이와 같은 극한 환
경에서도 수 마이크로미터 범위 내로 치수 안정성을 유지하여 광학
계의 성능을 보존하는 핵심 부품이다.[8]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는 5개의 반사경으로 구성된 광학계
와 초점면어셈블리(FPA, Focal Plane Assembly)를 지지하여야 한
다.[8] M1 베젤은 전체 탑재체의 광학대(Optical table) 역할을 하며
주반사경을 지지하고 텔레스코프 플렉셔를 통하여 위성체와 접속한
다.[8] 부반사경은 경통 끝단에 조립되어 주반사경과의 거리를 유지
하며, 나머지 세 개의 반사경인 M3, M4, M5는 각각의 지지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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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학탑재체 시스템 개요

가지고 M1 베젤에 장착된다.[8] 그림 5는 차세대중형위성 광구조체

상을 생성하여 자료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한다.[4] 카메라제어박스

의 설계형상을 나타낸다.[8] 경통은 복합재의 적층설계를 통하여 온

는 초점면어셈블리를 운용하고, 카메라 광전자부의 상태 정보를 위

도변화에 강건한 길이안정성을 갖도록 하였다.[8] M3, M4, M5 지지

성 본체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초점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4] 카메

구조물도 복합재 및 인바(Invar)소재를 사용하여 길이안정성을 유지

라 전원 공급기는 카메라제어박스와 초점면어셈블리에 전원을 공급

하도록 하였다.[8]

하며, 카메라제어박스를 통해 초점 초절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다
시 말해 광전자부는 광학계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빛을 초점면어

3. 광학카메라 전자광학 시스템

셈블리(FPA, Focal Plane Assembly)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며 이

광구조체로 지지된 광학계에서 빛을 모아 초점면어셈블리에 투사한

중 샘플링, 게인/오프셋처리, 디지털화, 온보드 영상보정 등을 수행

다.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위한 전자와 무선통

한 후 탑재체 자료전송시스템 (PDTS, Payload Data Transmission

신의 영역이 된다. 이 또한 광학탑재체의 핵심이므로 간략하게 알아

Subsystem)으로 전송한다.[4]

보자.
그림 6에 표시된 카메라 광전자부(CEU, Camera Electronics Unit)

4. 데이터전송 시스템

는 전자광학카메라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측정된 아날로그 데이터

탑재체 자료전송시스템은 크게 영상자료처리장치(IDHU, Image

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4]

Data Handling Unit), X대역 전송기(X-band Transmitter), X대역 안

광전자부는 초점면어셈블리, 카메라제어박스(CCB, Camera Control

테나(X-band Antenna)로 이루어져있다. 광학탑재체에서 촬영된 영

Box), 카메라전원공급기(CEU Power-supply)로 이루어져있다.[4]

상은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상으로의 전송을 위해 압축하고 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점면어셈블리는 CCD 영상센서를 조립 정렬

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상자료처리장치는 광학탑재체가 촬영한

하고, 제어하여 PAN(panchromatic) 영상과 MS(multi-spectral) 영

고용량의 데이터를 압축, 저장 및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5]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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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는 국내 최초로 영상자료처리장치에 플래

5. 광학카메라 열제어

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저장장치로 사용하고 고집적화된 차세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광학카메라는 내부구성품의 보호와 최적광전

대 우주용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무게 절감,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저

자 성능을 획득하기 위해 내부온도제어를 해야 한다.[9] 탑재체 열

장 용량을 늘릴 수 있었다.[1][5]

제어 하드웨어는 크게 온도센서, 히터, 다층박막단열재, 초점면어셈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는 통신 대역으로 대기 중 산란 손실이

블리 냉각장치로 구성된다.[9]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의 경우

적은 X대역을 사용한다. 특히 대기 중에 물방울이 있으면 단파는 쉽

에도 열제어부를 구성하는 특수단열재의 설치위치, 내부온도유지를

게 산란하기 때문에 많은 저궤도 위성에서 Ku/Ka대역 보다 강우감

위한 히터용량과 위치선정, 히터제어를 위한 온도 센서의 위치 그리

쇠가 상대적으로 적은 X대역을 사용하고 있다.[6] X대역 전송기는

고 발열량이 큰 광전자부의 온도유지를 위한 독립적인 방열판 설치

영상처리장치에서 수신된 디지털 데이터를 X대역 무선 변조 신호로

등 다양한 열제어부의 설계가 수행되었다.[9] 비록 위성이 운용되는

변환하고 증폭하여 X대역 안테나로 전송한다.

극한환경 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우주급 온도 센서와 히터는 유명 해

이제 촬영한 데이터가 준비 되었으니 지상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위

외 제조사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다층박막단열재,

성이 한반도 상공의 지평선에 떠오를 때 지상에 있는 대형 수신 안

초점면어셈블리 냉각장치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한 기존 위성

테나가 기동하여 위성을 추적하며 무선 통신을 통해 영상자료를 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독자적

신한다. 마찬가지로 약 500km 상공에서 고속으로 비행중인 위성도

으로 설계, 제작, 시험 및 조립을 수행해오고 있다.[9]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 안에 대용량 자료를 내려 보내기 위
해서 고이득의 X대역 안테나가 계속해서 지상의 안테나를 지향하도

6. 광학카메라 품질보증

록 해야 한다. 차세대중형위성 광학탑재체의 영상자료를 송신하는 X

마지막으로 위성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는 임무 수행 보증을 위한 우

대역 안테나는 2축 회전이 가능한 안테나로 고속 비행 중에 지상의

주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10] 광구조체, 반사경 및 열제어부는 기

수신 안테나를 계속해서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존 사업을 통하여 자재 및 공정에 대한 헤리티지 또는 우주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계 형상에 대한 구성품 단위의 해석 및 시험
을 통하여 인증하였다.[10] 전자박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본 사업 내에서의 별도 인증 절차를 수립하였다.[10] 우주인증에 대
한 환경 및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규격은 위성체 레
벨의 운용환경 및 수명 요건을 반영하여 정의된다. 인증 절차는 체
계 제품보증 요건을 기본으로 수행하였으며, 필요시 ESA(European
Space Agency) 또는 NASA 절차서를 참조하였다.[10]

7. 광학카메라 우주환경시험
광학카메라는 조립 및 정렬이 완료된 후 발사환경(그림 8 참조) 및
우주환경시험(그림 9 참조)을 통과해야 비로서 개발이 완료된다. 발
사환경은 발사체에서 유기되는 진동을 견디는지 확인하고 핵심부품
들이 주어진 설계하중을 견디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우주환경시
험은 우주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진공 하에서 주기적인 가혹한
온도 변화에 따라 광학카메라가 성능의 저하 없이 영상을 만들어 내
그림 7. 위성 영상 촬영과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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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Quick Look시험 set up 및 target

그림 8. 발사환경시험(진동시험)

그림 11. 흑백 영상

그림 9. 우주환경시험(열진공시험)

0.5m급 광학탑재체는 해외 위성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출 등 스핀오프가 기대된다.[1] 또한 차세대

8. 광학카메라 Quick Look 영상

중형위성 1, 2호의 광학탑재체를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하면서 확립

광학카메라는 광학정렬 및 우주환경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영상

된 고해상도 광학탑재체 시스템기술 및 핵심부품의 설계 및 제작 기

(target)을 카메라로 촬영 해보는 Quick Look 시험을 통하여 흑백 및

술은 향후 더 높은 성능의 광학탑재체 개발 시 확장 적용이 가능 한

컬러채널 영상이 고스트 없이 정상임을 확인 한다. 그림 10은 시험

것이다[1]

set up을 보여주며 그림 11는 흑백영상, 그림 12은 각(Blue, Green,
Red, NIR) 채널 영상 및 합성영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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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 반사광학계기술 개발동향
1. 서론

2. 탄화규소 재료 특성

세라믹(Ceramics)이란 고대 그리스어의 ‘케라모스(Keramos)’ 즉 흙

탄화규소(SiC)는 실리콘(Si)과 탄소(C)가 1:1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으로 만들어진 또는 불에 태워서 만든 물건이란 말에서 유래하였다.

그물망형태(그림 1)로 결합되어 있는 다결정구조 재료로서 강한 공

세라믹 소재는 실리콘(Si), 알루미늄(Al), 티타늄(Ti), 지르코늄(Zr) 등

유결합성에 의해 경도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크고, 기존의 유리재

과 같은 금속원소가 산소(O), 탄소(C), 질소(N) 등과 결합하여 만든

료나 세라믹재료에 비하여 가공하기가 쉽지 않지만 강성이 뛰어나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로 이루어진다. 탄화규소는 SiC의 화학식으로

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열팽창

표시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며,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광

계수가 작고, 열전도성이 크며, 열 충격 저항성이 높다. 또한 고온까

학적 성질이 우수하다.

지 기계적 강도가 유지되며, 금속에 비해 가벼운 재료로 표 1에 나타

반사경은 유리, 세라믹, 또는 금속의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하여 빛이

난 바와 같이 여러 물성치가 뛰어나다. 기계적/물리적 성질로는 가볍

반사되게 만든 거울을 말하며, 반사광학계는 여러 개의 반사경들을

고, 취급이 용이하며 높은 용융점으로 고온 안정성 및 내열성이 있으

조합하여 빛을 필름에 해당되는 검출기에 모으는 광학시스템이라

며, 금속보다 더 단단하고, 인장력에는 약하지만 압축력에는 강하여

할 수 있다. 탄화규소 반사광학계는 탄화규소(SiC; Silicon Carbide)

내마모성이 있으나, 연성보다 취성이 커서 부서지기 쉽다. 화학적 성

재료의 반사경으로 구성된 광학계이며, 반사광학계 망원경은 렌즈

질로는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 부식에 강하다. 전기적 성질로는 전기

를 통과하는 영상신호가 매질이 가지는 분산특성으로 발생하는 렌

적 부도체로 절연체로 쓰이며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압전센서로도

즈의 색수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물렌즈 대신에 오목거울 즉, 반사

사용된다. 반사경의 재료는 가벼우면서도 높은 비강성이 요구되고,

경을 이용하고 구면수차를 줄이기 위하여 구면이 아닌 비구면 반사

온도가 증가할 때 열팽창이 매우 작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

경을 사용하여 필름에 해당하는 최종 검출기에 상을 맺는 광학 망원

도를 갖도록 열팽창계수가 작고 열전도도가 높은 열적 안정성이 좋

경을 말한다. 위성/항공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반사광학망원경으로 지

아야 하고, 우주환경의 진공에서 승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방사

구관측/해양관측/기상관측/환경모니터링용 망원경이 있으며, 레이

선 저항성이 높고,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부식저항성이 커야 하며, 낮

저를 목표물에 쏘는 방식으로 목표물과의 거리, 방향, 속도, 온도, 물

은 파면오차를 갖도록 연마성이 쉬워야 한다. 여기에 부합한 반사경

질 분포 및 농도 특성, 3D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라이다(LIDAR;

재료는 크게 유리인 ULE, 금속인 Be, 유리-세라믹인 Zerodur, 세라

Light Detection And Ranging)용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 화염을 탐

믹인 SiC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SiC는 높은 비강성과 낮은

지하여 조기에 경보를 해 주는 조기경보위성용 망원경, 행성 등 우주

열 왜곡 민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열적, 구조적 특성이 우수한 재

탐사에 활용되는 우주망원경이 있으며, 위성간의 통신이나 위성-지

료로 반사경 재료뿐만 아니라 광부품을 지지하는 구조물 재료로도

상간의 통신에 쓰이는 레이저 통신용 반사광학계가 있다. 지상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쓰이는 반사광학계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용,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용(SLR: Satellite Laser Range), 우주감시용이 있으며, 지상 전차나

3. 탄화규소 반사광학계기술 적용분야

위성, 전투기 혹은 전투함에 설치하여 레이저를 발사해 표적물을 파
괴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용 반사광학계 망원경 등이 있다. 본고에서

1) 위성용 반사광학계 망원경

는 탄화규소 반사경으로 구성된 반사광학계기술의 개발동향을 살펴

SiC 반사경의 반사광학계 망원경을 설치한 위성은 천체나 행성 등

보기로 한다.

우주를 관측하는 천체관측용 망원경탑재위성, 지도 제작이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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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와 C와의 거리, 결정구조 형상

반사경 소재
물성치 / 단위

ULE

Zerodur

Be I-70

Al 6061

SiC

ρ

밀도

kg/m3

2210

2530

1850

2700

3160

E

탄성계수

GPa

67

92

287

68

420

3

E/ρ

비강성도

MPa-m /kg

30

36

155

25

133

α

열팽창계수

10-6/K

0.015

-0.09

11.3

22.5

2.0

k

열전도도

W/m-K

1.3

1.6

216

167

190

Cp

비열

j/kg-K

770

810

1920

900

700

D=k/ρCp

열확산계수

10-6/m2/s

0.76

0.78

60.81

68.72

84.56

α/k

정적 열안정성

µm/W

0.01

-0.06

0.05

0.31

0.01

α/D

과도 열안정성

s/m2-K

0.02

-0.12

0.19

0.33

0.02

표 1. 반사경 재료 물성치 비교

목표물의 영상을 얻기 위한 고해상도 망원경탑재위성, 환경감시 및

소형이었으나 점차 고해상도 EO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대구경화

농작물 작황, 광물자원탐사 망원경 등의 지구관측용 반사광학장비

로 발전하여 고해상도 0.3m EO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구경 1.2m 인

탑재위성, 해양관측용, 대기특성에 관한 기상관측/라이다용 및 조기

프랑스 Pleiades NEO위성을 개발중에 있다. 천체관측 위성탑재용

경보용 반사광학장비탑재 위성 등이 있고, 이들의 발사년도, 반사경

에 쓰이는 SiC 반사경은 구경 3.5m Herschel위성이 2009년도에 발

크기, 영상 해상도 및 용도를 대하여 표 2에 나타냈다.

사하여 2013년까지 운용하였다. 특히 반사경뿐만 아니라 광부품을

미국에서는 위성용 반사광학계 망원경에 최초 SiC 반사경을 사

지지하는 구조물까지 SiC 재료를 사용한 위성탑재 All-SiC 반사광학

용하여 10m 해상도의 흑백영상과 30m 해상도의 다중분광영상

계 망원경은 프랑스 Astrium 사에서 개발한 Formosat-2, THEOS,

을 얻은 ALI 카메라를 탑재 EO-1(Earth Observing-1)위성은 New

NAOMI Series(Spot-6/7, SSOT, VNREDSat-1, AlSat-2, KazEOSat-1,

Millennium 프로그램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구원격탐사의 임무로

PeruSat-1), Herschel, GAIA, GOCI, Sentinel-2, 독일 ECM에서 제작

2000년 11월에 발사하였으나 계속된 영상자료 소요로 2016년 까

한 실험 조기경보 위성 SPIRALE, 미국의 EO-1, LORRI 등이 있으며

지 연장하여 운용고, SiC 반사경을 사용한 위성탑재 지구관측 망원

그림 2는 SiC 반사경을 적용한 위성탑재용 반사광학계 탑재체들을

경은 초기에는 저해상도 EO 영상을 획득하는 구경이 60cm 이하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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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국가)

년도

고도

구경

해상도

용도

EO-1(U.S.A)

`00

705km

0.125m

10m

지구관측(EO)

FORMOSAT-2(Taiwan)

`04

891km

0.62m

2m

지구관측(EO)

Seviri(ESA)

`05

GEO

0.5m

1km

기상관측(EO/IR)

HiRISE(NASA)

`05

300km

0.5m

0.3m

화성관측(EO)

AKARI(Japan)

`06

750km

0.68m

-

천체관측(IR)

LORRI(U.S.A)

`06

478km

0.21m

-

천체관측(EO)

THEOS(Thailand)

`08

822km

0.6m

2m

지구관측(EO)

SPIRALE(France)

`09

HEO

0.26m

조기경보(IR)

Herschel(ESA)

`09

SE-L2

3.5m

천체관측(IR)

GOCI-COMS(Korea)

`10

GEO

0.15m

480m

해양기상관측

SSOT(Chile)

`11

620km

0.2m

1.5m

지구관측(EO)

VNREDSat-1(Vetnam)

`13

704km

0.2m

2.5m

지구관측(EO)

GAIA(ESA)

`13

SE-L2

1.5x0.5m

-

천체관측(EO)

Spot-6, 7(France)

`14

694km

0.2m

1.5m

지구관측(EO)

AlSat-2(Algeria)

`14

670km

0.2m

2.5m

지구관측(EO)

KazEOSat-1(Kazakhstan)

`14

750km

0.64m

1m

지구관측(EO)

ASNARO(Japan)

`15

504km

0.65m

0.5m

지구관측(EO)

Sentinel-2(ESA)

`15

786km

0.4x0.2m

10m

지구관측EO/IR)

PeruSat-1(Peru)

`16

700km

0.2m

2m

지구관측(EO)

Aladin(ESA-NASA)

`18

320km

1.5m

-

기상관측(LIDAR)

NIRSpec(ESA-NASA)

`18

SE-L2

0.3x0.3m

-

천체관측(UV/IR)

Pleiades NEO(France)

`20

700km

1.5m

0.3m

지구관측(EO/IR)

EarthCARE(ESA, JAXA, NICT)

`22

394km

0.62m

30m

기상관측(UV)

Euclid(ESA)

`22

SE-L2

1.2m

-

천체관측(EO/IR)

GEO-Oculus(ESA)

`22

GEO

1.5m

10m

지구관측(EO/IR)

표 2. SiC 반사경의 반사광학계 망원경탑재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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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RI

LORRI

Herschel

HiRISE

Spirale

Euclid

GOCI-COMS

NAOMI Series

그림 2. 위성용 SiC 반사경의 반사광학계 망원경

2) 항공기용 반사광학계 카메라

Zerodur 주반사경과 352mm SiC 부반사경으로 구성되어 2010년

항공기나 기구(Balloon)에 탑재하여 지상표적이나 천체관측을 위

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여 20년 기대수명을 가진 천체관측 망원경인

하여 개발한 SiC 반사광학계 카메라는 프랑스 탈레스에서 Mirage

SOFIA 및 구경 1.1m 기구탑재 반사광학계 카메라를 표 3 및 그림 3

2000 전투기에 EO/IR 정찰장비를 포드에 장착하여 운용중인

에 나타냈다.

RECO-NG가 있으며, 보잉 747 여객기를 개조하여 구경 2.5m

장비명/플랫폼

제작사

운용년도

고도

구경

비고

RECO-NG/Mirage 2000

Thales

`09

18km

313mm

지상표적(EO/IR)

SOFIA/Boeing 747 SP

NASA, DLR

`10

13.7km

352mm

천체관측(IR)

Zoidac II/Balloon-borne

NASA/JPL

`16

38km

1.1m

천체관측(IR)

표 3. 항공기 탑재 반사광학계 카메라

RECO-NG

SOFIA
그림 3. 항공기/기구용 반사광학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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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체관측용 망원경

(E-ELT), 25미터 Cornell Caltech Atacama Telescope(CCAT)망원

세계적으로 운용중인 직경 8∼10미터급 지상 천체관측 망원경은 13

경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 천체관측 망

대가 있다. 이들은 구경 10.4미터 Gran Telescopio Canarias(GTC),

원경중 SiC 반사경을 적용한 것으로 표 4 및 그림 4에 나타냈다. 하

10미터 Keck 망원경, 10미터 South African Large Telescope

나로 구성된 대구경 반사경의 최대 크기는 직경 8m Zerodur 이며

(SALT), 9.2미터 Hobby-Eberly Telescope (HET), 8.4미터 거울 2개

SiC, ULE, Be 반사경 적용 망원경은 1m 크기의 반사경을 여러 조각

를 사용하는 Large Binocular Telescope (LBT), 8.2미터 Very Large

들을 붙여서 수십미터급 반사경을 만들 수 있다. E-ELT 지상 천체관

Telescope (VLT), 8.1미터 제미니(Gemini) 망원경, 8.2 미터 수바루

측망원경은 주반사경이 39.3m 로 직경 1.45m x 두께 50mm 육각형

(Subaru) 망원경이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들보다 한 단계 더 큰

거울이 798 개가 모여 하나의 반사경이 만들어지며, 반사경 후보 재

25∼42미터급인 25미터 거대마젤란망원경(GMT : Giant Magellan

료로는 SiC, Zerodur, ULE가 있다.

Telescope) 및 42미터 European-Extremely Large Telescope

프로그램명

위치/개발기간

구경/적용반사경

비고

CCAT(CU, JPL)

Atacama Chile/`05-

25m M1 SiC or ULE

Solar system and star

E-ELT(ESO)

Cerro armazones Chile/`10-`25

39.3m M1/M5(2.7x2.2m) SiC

Extrasolar Planets

EST(EAST)

Canary Islands Spain/`14-`27

4m M1/M2(0.8m) SiC

Solar physics

DKIST(NSO)

Hawaii US/`13-`20

4.24m M1/M2(0.65m) SiC

Solar physics

표 4. 지상 천체관측 SiC 반사경 망원경

CCAT

E-ELT

EST

DKIST

그림 4. 지상 천체관측 SiC 반사경 망원경

4) 우주감시용 망원경

고 관찰한다. 특히 미국, 러시아는 우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우주물

우주감시는 위성 발사 때 또는 사용 중인 자국위성의 보호와 우주폐

체의 대기권진입 예측, 미사일 발사 조기경보, 기존 우주물체의 목

기물이나 우주물체와 자국위성과의 충돌방지, 타국 정찰위성의 감

록 및 신 우주물체에 대한 탐지추적 등의 우주감시정찰활동을 수

시권에 있는 상공 통과시간대, 이동경로, 탑재수단 등을 분석하여 적

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활용하는 전자광학 망원경 및 레이저 정밀

절한 상황조치 및 비정상 위성과 우주물체의 추락 예상지역, 시간에

추적장비에 반사광학계를 적용한다. 표 5 및 그림 5에는 미국 Trex

대한 예측과 경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우주

Enterprises Co.회사가 지상에서 우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우주를

감시체계와 레이저 정밀추적 및 전자광학 우주감시장비를 활용하

감시하는 SiC 반사경을 적용한 망원경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 탐색, 탐지, 추적하고 식별, 분류,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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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위치

구경

비고

구경

비고

SOR(AFRL)

Kirtland AFB, NM(`98)

3.5m SiC

LEO 우주물체 감시

313mm

지상표적(EO/IR)

AEOS(Navy, AFRL U.S)

Maui Haleakala Mt.(`99)

3.67m SiC

탄도미사일과 LEO/GEO
우주물체 감시(MWIR)

352mm

천체관측(IR)

ROBS(Navy)

PMRF, BS, Kauai(`01)

0.5m SiC

LEO 우주물체 감시

1.1m

천체관측(IR)

표 5. 우주감시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망원경

SOR

AEOS

ROBS

그림 5. 우주감시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망원경

5) 레이저 통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빔의 세기를 변조시켜

레이저는 발산각이 적기 때문에 RF 송신기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소

정보를 전달하는 장거리 레이저 통신용으로 많이 활용한다. 위성-위

형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재밍하기 어렵고, 데이터 전송율이 높은

성간 레이저 통신(LEO-LEO, LEO-GEO), 위성-항공기간 레이저 통

프로그램명

년도

전송영역

전송속도

구경

파장대역

SILEX(SPOT4-Artemis)

`01

LEO-GEO(45,000km)

10Gbps

250mm

0.83um, Laser

Sentinel-1, 2(ESA) /Alphasat(ESA)

`14/`13

LEO-GEO(45,000km)/
LEO-LEO(5,100km)

1.8Gbps/ 5.6Gbps

135mm/125mm

1.06um, 2.2W/0.7W, Laser

ISS OPALS(JPL)

`14

ISS-Ground(400km)

50Mbps

220mm

1.55um, 2.5W, Laser

Mars HiRise(JPL)

`22

Mars-Ground
(55,000,000km)

1Gbps

500mm

1.06um, 20W, Laser

표 6. 레이저 통신용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SILEX LCT

Sentiel-2 LCT

OPALS LCT

그림 6. 레이저 통신용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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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UAV-GEO), 위성-지상간 레이저 통신, 위성-잠수함간 레이저 통

나타낸 바와 같이 위성간 레이저 통신과 위성과 지상간 레이저 통신

신 등에 활용되는 송수신기에 반사광학계가 적용되며, All-SiC 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광학계 혹은 주 반사경 재질로 SiC 채용한 실례로 표 6 및 그림 6에

6) 레이저 무기

상배치형 전술 고에너지 무기(THEL : Tactical High Energy Laser),

레이저의 발진원리는 가스등의 기체분자, 루비, 반도체 등과 같은 물

항공기 탑재형 레이저 무기(ABL : AirBorne LASER)와 위성 탑재형

질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 물질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높은 에너

레이저 무기(SBL : Space Based Laser)에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SiC

지 준위로 여기 되며, 이때 전기에너지의 공급을 중단하면 전자가 낮

반사경 광학계를 적용할 수 있다. 소형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가면서 공급받았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

50~60kW급이, 대전차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해선 100kW급이,

게 된다. 이 빛을 밀폐된 관 속에서 반사경으로 반사시켜 증폭시키면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면 300kW급으로 출력이 높아져야 한다.

강하면서 파장과 위상이 일정한 순도 높은 빛을 만들 수 있으며 빛이

미 국방부 미사일 방위국 및 미공군에서 실험용 등으로 개발한 고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지향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

에너지 무기용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프로그램을 표 7 및 그림 7

은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지

에 나타냈다.

플랫폼

제작사

구경

비고

Missile Seeker Telescope

Entergris(MDA)

12.7cm

SBIR Project

High Energy Laser

Trex(AFRL)

75cm

SBIR Phase II Program

High Energy Laser

Schafer(AFRL)

50cm

SBIR Phase II Program

표 7. 고에너지 무기용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Missile Seeker Telescope

High Energy Laser

그림 7. 고에너지 무기용 SiC 반사경 반사광학계

4. 국외 탄화규소 반사광학계기술 개발동향

광학계장비에 적용한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 유럽
이며, ESA 프로그램과 프랑스 Astrium Boostec, Sagem-REOSC,

1) 유럽

Seso, 독일 ECM, Carlzeiss, 벨기에 AMOS 등의 회사가 개발에 참

위성탑재용, 지상 천체망원경, 우주감시용 지상망원경, 레이저 통

여하고 있다. ESA 프로그램은 천체관측, 레이저 통신, 기상 및 환

신용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SiC 반사경을 반사

경감시 등에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영상정보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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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며 지구관측분야는 세계 각 국가에서 프랑스나 독일 전문기

3D Scan mirror dml SiC 반사경의 연마, 코팅, 조립을 수행하였다.

관 및 업체에 지구관측 반사광학장비를 개발 의뢰하여 활용하고

독일 ECM은 항공기 탑재용 반사광학장비인 RECO-NG, 시험모델인

있다. 특히 프랑스 ASTRIUM은 2004년 발사한 All-SiC 반사광학

프랑스 조기경보위성 SPIRALE A/B, TET-1 카메라 구조물, MERTIS,

계를 적용한 FORMOSAT-2 (Taiwan) 개발을 필두로 Seviri(ESA),

Gregor Telescope M2/M3, LSST structure 등에 HB-Cesic 재질

THEOS(Thailand), SSOT(Chile), VNRDSat-1 (Vetnam), Spot

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8은 프랑스 군사위성인 Helios/CSO 후속위

6/7(France), AlSat-2(Algeria), KazEOSat-1 (Kazakhstan), Sentinel-

성으로 구경 1.5m급 SiC 반사경을 적용하여 고도 700km에서 해상

2(ESA) 등을 개발완료하여 운용중인 장비와 PeruSat-1 (Peru),

도 20cm 영상정보를 얻는 ARCTOS, 상용위성인 Pleiades 후속위

Aladin(ESA-NASA), ATLID(ESA, JAXA, NICT), ARCTOS/OTOS

성으로 구경 1.5m SiC 반사경을 적용하여 고도 700km에서 해상도

(France), GEO-Oculus(ESA), NIRSpec(ESA-NASA), Euclid(ESA),

30cm 영상정보를 얻는 Pleiades-NEO, 아프리카지역의 환경감시

SPICA (JAXA-ESA) 등 개발중인 장비를 합하면 20 여 장비에 SiC 반

위성으로 구경 1.5m SiC 반사경을 적용하여 해상도 20m 영상정보

사광학계를 적용중이며, 천체관측용 직경 3.5m의 Herschel, GAIA

를 얻는 GEO-Oculus 와 GAIA를 보여주고 있다.

등이 있다. Sagem-REOSC는 Formosat-2, Spirale, GAIA, INSAT-

CSO-1, 2, 3, Ø1.5m

Pleiades-NEO, Ø1.5m

GEO-Oculus, Ø1.5m

GAIA, 1.45x0.55m

그림 8. All-SiC 반사광학계(ASTRIUM)

2) 미국

NASA/JPL, NOAA, USAF, Navy 등과 NMP DS-1/MICAS, GIFTS

미국은 SiC 반사경을 적용한 위성탑재용 반사광학계 지구관측망

EO-3 scan mirror, NPOESS，GBI, NMP EO-1/ALI, LORRI,

원경으로 EO-1, 천체관측 망원경으로 LORRI, 항공기 탑재 SiC 반

JMAPS, LaserCOMM Transceiver, HIRDLS scanner, SBIRS,

사경을 부경에 적용한 SOFIA, 지상 천체관측 거대 망원경 TMT,

HEL/DE, THEL, LaWS, HELTD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RB SiC

우주감시용 SOR, 레이저 통신용 LLST 및 레이저 무기인 Missile

반사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 Northrop Grumman AOA-Xinetics

Seeker Telescope 등 SiC 반사경 적용한 전 분야에 소요되는

은 NASA/GSFC, AURA 등과 WFIRST, E-ELT M5, Zodiac II, CCAT,

장비를 개발하거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25년간 운용중인 구경 2.4m 허블 우주망원경의 후속으로 개발 중

SiC 반사경 제조업체로는 TREX, Northrop Grumman`s AOA-

인 구경 9.2m로 허블보다 17배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차

Xinetics(NGX), Entegris, L-3 IOS SSG, Coorstek 등이 있으며

세대 망원경(ATLAST) AHM, OPTIIX 및 구경 Ø45cm All-SiC 망

Trex은 NASA, MDA, AFRL, U.S. Air Force, Navy 등과 ROBS,

원경인 ACESat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CERAFORM SiC 반사

3DATA, MDOS, AIT, AEOS, SBIR/STTR, HEL 등의 프로그램에 참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을 그림9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하여 CVD SiC 반사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L-3 IOS SS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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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at All-SiC Ø0.45m

LSST Ø8.4m

그림 9. 대형 SiC반사경 적용 반사광학계(미국)

3) 아시아

대형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중/원적외선

일본에서는 천문관측용 AKARI(JAXA, Ø71cm, 2006∼2011.11월)

에 최적화된 관측기기를 탑재할 예정으로 성간 물질 및 은하의 형

위성에 Ibiden사의 Porous SiC을 적용하여 운용되어오다가 2011

성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측 자료를 제공하며 여기

년도에 위성수명이 종료되었고 후속 천문관측용인 SPICA(일본,

에 사용할 3.5m의 대형 반사경을 C/SiC 로 제작할 예정이다. 인도

Ø3.5m, `18년 발사예정)위성의 반사경에도 All-SiC 반사광학계로

는 ADITYA-1 (2020년 발사예정) M3 반사경 및 INSAT-3D(2013

제작할 예정이다. 일본의 민간업체인 NEC는 NEXSTAR 플랫폼으

년 발사) Scan mirror에 SiC 재료를 적용하였고, 인도우주연구기

로 NT SiC 반사경(일본, Ø70cm, 2014.11.6 발사)을 적용한 망원경

구(ISRO) 산하 LEOS에서 70cm 구경의 CVD SiC 반사경의 연마,

으로 해상도 0.5m의 지구관측탑재체를 발사하여 운용 중에 있다.

코팅, 제작, 조립 등을 수행하였다. 중국은 구경 4.03m RB-SiC 창

일본은 최근에 관련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직경 0.5 m 정도

춘광학정밀기계 및 물리연구소(중국광학원 산하)를 중심으로 대구

의 다양한 SiC 거울을 우주용으로 제작하여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경 SiC 반사경을 적용한 반사광학계 망원경을 제작, 운용예정이다.

2027년에 일본의 HII-A로켓으로 발사할 적외선 대형 우주망원경,

그림 10은 일본, 중국이나 인도에서 개발완료 및 개발중인 위성탑

SPICA프로젝트는 일본 주도의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

재 SiC 반사경 적용 망원경을 나타내었다.

으며, 유럽 ESA의 Herschel, 미국 NASA의 JWST와 함께 대표적인

AKARI

ASNARO

RB-SiC Ø4.03m

INSAT-3D

그림 10. 위성탑재 SiC 반사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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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결공정 및 CVD SiC 제조공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반도체 제

SiC 반사광학계 개발 기술은 반사경 등 광학부품의 원소재를 제작

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반응소결 탄화규소는 카본/탄화규소로 이루

분야, 반사경 원소재를 가지고 광학설계대로 형상을 가공(Grinding,

어진 성형체에 용융 Si을 침윤시켜 용융 Si와 성형체내 카본과의 반

Polishing, Figuring)하는 가공분야, 반사경면에 반사율을 높이기 위

응으로 β-SiC를 형성시켜 탄화규소 입자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나

한 광학코팅분야 및 광학부품들을 광학설계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

머지 기공은 Si으로 채워져 기공이 없는 탄화규소 소결체를 제조하

배치하여 최종적으로 영상 신호가 검출기 초점에 모이게 광학부품

는 방법이다. 용융 Si의 침투방법을 이용한 반응소결 탄화규소 제조

들을 구조물에 장착하여 조립체를 형성하게 하는 조립/정렬 기술분

공정은 일반적인 탄화규소 소결체 제조공정과는 달리 Si의 융점이

야로 구성되며, 가공할 때와 조립/정렬할 때 및 광학성능시험평가/

상의 온도에서 기공이 없는 탄화규소 소결체를 짧은 시간 내에 제조

환경성 시험평가할 때 필요한 치구설계/제작기술 분야가 있다.

할수 있으며, 반응소결후 성형체의 치수와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공만으로 원하는 형태의 탄화규소 제품을 제조

1) 탄화규소 반사경 소재 제작분야

할 수 있어 높은 경제성을 갖는다. 국내 광학용 반사경 원소재를 생

SiC 반사경 원소재제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산하는 업체는 오렌지 E&C가 유일하며, 대구경 반사경 및 대형 광

탄화규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탄화규소를 이용하여

학구조 제조에 적합한 반응 소결법을 개선한 국내 순수 제조공정인

성형체를 제조한 후 소결공정을 거쳐 치밀화 시켜 제품을 제조하게

ACM(Advanced Ceramic Material) 법을 개발하여 2000년부터 독

된다. 원재료 분말을 혼합하여 정수압으로 압력을 가하여 분말을 하

자적인 SiC 제조공법으로 밀도 3.05 g/cm3, 탄성계수 417 GPa, 열팽

나의 벌크로 만드는 성형공정, 여기에 수분을 제거하고 기계가공에

창계수 3.7 um/m℃, 열전달계수 201.5 W/mK, 곡강도 580 MPa 등

견디도록 강도를 부여하기 위한 소성공정, 기준 형상을 얻고 경량화

우수한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경 1.5m의 반사경

를 위해 반사경 뒷면에 살빼기를 하는 기계가공공정, 최종적으로 반

을 제작할 수 있는 확산로와 공정기술을 가지고 있다. 최근래에 개발

사경의 강도와 경도를 부여하는 확산공정으로 탄소 벌크에 Si를 침

한 반사경으로는 항공기 및 위성에 탑재가능한 EO/IR 카메라용 반사

투시켜 SiC로 변화시키기 위해 진공로에서 1440℃로 용융하여 침투

광학계에 적용할 30～70cm 반사경 및 1m 옵티컬 벤취를 제작하였

시켜 반응이 이루어지게 한다. SiC 원소재는 공유 결합성이 높아 일

다. 그림 11은 위성 및 무인기에 탑재할 반사광학계에 적용할 오렌지

반적인 SiC 소결법으로는 치밀한 SiC를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E&C에서 제조한 SiC 원소재로 경량화 및 경량화, 연마, 코팅을 완료

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크게 대표적인

한 SiC 반사경과 이를 적용한 All-SiC 반사광학계를 보여주고 있다.

탄화규소 제품 제조공정은 가압소결 공정, 재결정화 소결 공정, 반

Ø70cm SiC mirror(위성탑재용)

All-SiC 반사광학계(위성탑재용)

Ø30cm SiC mirror(무인기탑재용)

그림 11. 오렌지 E&C 제조 SiC 반사경 및 All-SiC 반사광학계

048

All-SiC 반사광학계(무인기탑재용)

K-LIGHT
January 2020

탄화규소 반사광학계기술
개발동향

2) SiC 반사경 소재 가공 및 연마 기술분야

영하고 있다. 2013년까지는 연마공구를 제작하며 교정하는 작업이

고정밀 SiC 반사경을 가공하고 연마하기 위해서는 가공장비인 3축,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샘플을 2차연마까지 수행하는 작업을 별도로

5축 또는 7축 CNC와 연마장비인 Zeeko사의 IRP(Intelligent Robotic

진행하였다. SiC 샘플을 사용하여 공구영향함수(TIF; Tool Influence

Polishers), QED 사의 MRF(MagnetoRheological Finishing)장

Function)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은 주로 2014년에 수행하

비, OPTEG사의 IBF(Ion Beam Figuring)장비, Ohmori Materials

였으며 이를 이용한 연마기법개발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정교한

Fabrication Laboratory 사의 ELID (Electrolytic In-process

TIF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연마공구가 제작되

Dressing) 등을 구비해야 하며, 가공 및 연마 중에 원하는 형상이나

어야 하는데, 천문연구원에서는 연세대학교와 함께 연마공구를 개

치수대로 가공 혹은 연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 정밀도에

발하였다. 한국전광은 구경 Ø70cm 반사경을 가공 및 연마할 수 있

상응하는 광학성능 측정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적합한 국내

는 3축, 5축 CNC와 구경 Ø1.2m 반사경을 연마할 수 있는 IBF장비,

업체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광, 그린광학, 져스텍 등이 있

광학성능측정을 할 수 있는 간섭계를 구비하고 있다. 져스텍은 구경

으며 표준연은 Ø2 m, Ø1.5 m, Ø1 m 직경의 대형 비구면 반사경의

Ø1.8m 반사경을 가공 및 연마할 수 있는 고정밀 연마장치를 자체적

형상오차를 10 nm 수준까지 연마할 수 있는 대형 CNC 장비와 최대

으로 제작하였으며 광학성능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2 m 직경의 반사경 형상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CMM, 레이저 간섭계
를 이용한 실시간 비구면 형상 측정장치인 4D PhaseCam Dynamic

3) SiC 반사경 증착 및 광학코팅 기술분야

Laser interferometer,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m) 및

SiC 반사경 코팅 기술분야는 Cladding layer 증착과 광학코팅으로 나

Null 렌즈 연동시 비구면 실시간 정밀평가 가능하며, 광학계 성능평

눌 수 있다. 반응 소결로 제작된 SiC (RS-SiC) 반사경의 경우, 내부에

가용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측정 장치, 직경 Ø2 m

Si와 SiC 두 상(Phase)이 공존하므로 반사경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

반사경까지 진공도 10-7 torr, -50∼100 °C 열진공 시험 가능한 우주

한 연마가 매우 어렵고, 기공을 없애기 위하여 반사경 역할을 할 경

환경시험을 위한 대형 열진공챔버 및 직경 Ø2m 까지 광학박막 증착

면에 추가로 Cladding layer를 입히는 공정을 거친다. CVD를 이용한

-7

가능한 8 채널 E-beam sputtering 방식인 6 x 10 torr 진공도인 대

Cladding layer 증착은 증착 재료로 SiC 나 Si로 하는데 SiC cladding

면적 광학박막 증착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린광학은 NOAO와 공동

layer는 반응 소결로 제작되어 Si가 공존하더라도 대부분이 SiC로 구

으로 SiC 소재 연마 기술력을 개발,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Ø1.5 m

성되어있는 반사경 몸체와 열팽창계수, 접착력 등에서 가장 잘 어

직경의 대형 비구면 반사경의 형상오차를 10 nm 수준까지 연마할

울리는 재료이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iC CVD

수 있는 대형 CNC 장비인 IRP 1600, 직경 Ø30cm 을 연마할 수 있

코팅 설비를 갖추고 구경 Ø1m SiC 반사경을 SiC CVD 코팅 두께를

는 MRF 연마장비, 비구면 간섭측정장비, 직경 Ø30cm까지의 비구

0.5mm 이상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회사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하나

면을 포함한 자유곡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ASI 장비, Fizeau 간섭

머티리얼즈가 있다. 반사경 광학코팅은 크게 1차 코팅과 2차 코팅으

계, 4D 갑섭계 등 각종 광학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

로 나뉜다. 1차 코팅은 반사물질을 코팅하는 금속막 코팅을 말하고,

국천문연구원은 보현산천문대 Ø1.8 m 망원경, 태양망원경 그리고

2차 코팅은 1차 코팅막의 보호, 또는 1차 코팅의 반사율 증대의 목적

소백산 61 cm 망원경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원내의 기기개

으로 코팅되며 over coat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차 코팅에 주로

발 프로젝트에서는 IGRINS 광학계 정렬, 그리고 ARGM-M의 40cm

쓰이는 물질은 알루미늄(Al)이다. 싸고 높은 반사율 및 증착하기 쉬

망원경 광학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원외 기술지원은 각종 공사립

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사율만 보자면 은(Ag)이 더 높으

천문대의 망원경 검수 업무와 광학계와 제어부 등의 기술 부분에 대

며 가장 높은 반사율을 보이는 물질은 현재까지 금(Au)으로 알려져

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광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Fizeau 간섭계,

있다. 2차 코팅은 보호막코팅(Protected Al) 등으로 불리우며 SiO2,

4D 갑섭계, ASI 장비 등 각종 광학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TiO2, MgF2 등이 사용된다. 각 물질의 반사율은 조금씩 틀리며 순수

있다. ㈜그린광학의 광학가공 장비 MRF를 설치하여 ASI 와 같이 운

알루미늄 코팅에 비해 일부 코팅은 다소 반사율을 떨어뜨린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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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이 쓰이는 코팅은 SiO2코팅이다. 순수 SiO를 증착시키면서 O2

및 조립/정렬, 시험평가 기술과 함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빔을 쏘아 SiO2로 완전 산화시켜 투명하고 단단한 막을 형성한다. 보
통 순수 알루미늄코팅은 90%, Protected Al은 87%, Enhanced Al

5) SiC 반사광학계 적용분야

은 93%, 은 코팅이 98%, 금 코팅이 99% 정도의 반사율을 보인다.

위성 및 항공기탑재용, 지상 천체망원경, 우주감시용 지상망원경, 레

국내 대구경 비구면 반사경 광학코팅을 할 수 있는 설비와 신뢰성 및

이저 통신용 등 우리나라에서도 Sintered SiC Ø140mm반사경의 광

내구성 있는 공정을 보유한 곳은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학계로 제작된 해양 탑재체(GOCI)가 탑재된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이 있다.

통신해양기상위성(COMS)를 2010년 6월에 발사하여 현재 운용 중
에 있다. 이밖에도 많은 프로그램, 즉 지구관측위성탑재, 천문관측위

4) SiC 반사광학계 조립/정렬 기술분야

성탑재 및 지상천문대, 항공기탑재용 장거리 EO/IR장비 등의 반사경

대구경 비구면 SiC 반사광학계의 조립/정렬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및 광부품지지 구조물 등 광학계 전반에 탄화규소 소재를 적용할 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한화탈레스, 한국표준연구원, 한

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천문연구원, LIG, 국방과학연구소가 반사광학계 설계, 해석, 제작

육각형 조각 반사경을 18개, E-ELT(Zerodur 재료, 구경 Ø39.3m)

6. 탄화규소 반사광학계의 기술발전 추세

는 1.45m 육각형 조각 반사경을 798개, TMT(CLEARCERAM-Z 재
1) 조각거울(Segment mirror) 반사광학계 망원경

료, 구경 Ø30m)는 1.44m 육각형 조각 반사경을 492개를 붙여서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천체 및 지구관측 망원

하나의 반사경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SiC 재료의 조각반사경을 여

경의 반사경의 구경은 이전보다 훨씬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대

러 개 붙여 거대한 반사경을 하나의 반사경으로 제작되어 개발 중인

구경 반사경을 하나의 몸체 거울(Monolithic mirror)로 만드는 데

프로그램 실례로는, ATLAST(Ø16.8m, SiC 2.4m x 36개 조각거울),

는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Zerodur, ULE 재질로 제작된 반

HDST(Ø12m, SiC 1.3m x 54개 조각거울)는 직경 Ø12m 의 거대 우

사경의 최대 구경은 Ø10m를 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주 망원경으로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과 육각 거울을 붙인 형태이며,

편으로 위성탑재 천체관측이나 지구관측용 반사광학계 반사경을

이를 접어서 차세대 로켓인 SLS에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발사하여

대구경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각으로 구성된 반사경을 붙여서 하나

육각형 거울을 펼쳐서 운용한다. 그림 12에 조각거울을 붙여 하나의

의 반사경을 만드는데 GMT( Zerodur 재료, 구경 Ø24.5m)는 직경

거대 반사경으로 구성된 위성탑재 천체관측용 반사광학계 망원경을

Ø8.4m 조각 반사경을 7개, JWST(Be 재료, 구경 Ø6.5m)는 1.32m

보여 주고 있다.

ATLAST Ø16.8m

JWST Ø6.5m

HDST Ø11.7m

그림 12. Large Segment mirror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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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거울(Deployable mirror) 반사광학계 망원경

부 반사경을 전개하고, 접혀진 일부 주반사경을 전개하여 전체 반사

반사경이 대구경화 됨에 따라 지구관측 및 천체관측용 위성탑재 반

광학계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운용한다. 전개거울 반사광학계

사광학계의 부피가 기존 탑재체에 비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로

망원경은 직경 Ø1.5m, 고도 500km에서 해상도 25cm의 영상을 획

켓에 실어 발사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

득할 수 있는 3개의 SiC 반사경을 접어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공

사광학계를 접이식으로 하여 발사체 페어링에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간에서 전개하여 운용한다. AOA Xinetcs에서는 직경 Ø30m, 고도

발사하고 우주공간에서 펼쳐지도록 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36,000km에서 해상도 NIIRS 6(국제 영상판독 가능척도 6, 해상도

하는 전개거울 반사광학계 망원경이 최근래 개발 추세이다. 그림 13

0.4m～0.75m)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1.34m x 70개의 SiC 조각

은 JWST 반사광학계 접이형상에서의 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발

거울을 붙여 하나의 반사경을 제작하여 Atlas V 발사체를 이용하여

사체 페어링에 주반사경과 부 반사경을 연결해 주는 스파이더와 조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그림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각 반사경 일부를 접어서 탑재하여 발사하고 발사 후 우주공간에서

그림 13. JWST 반사광학계 접이형상에서의 전개과정

그림 14에서 보인, JWST, HDST, ATLAST는 주반사경과 부 반사경을

학계를 이룬 후 운용하게 되며 수백개의 조각거울로 이루어진 대구

연결해 주는 스파이더와 주 반사경 조각거울 일부를 접어서 발사체

경 반사광학계를 위성에 탑재하여 운용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페어링에 탑재하여 발사하고 운용고도에서 이를 펼쳐 전체 반사광

Fizeau Synthetic Aperture Ø1.5m

JAOA Xinetcs, Ø30m

JWST

HDST

ATLAST

그림 14. Large Deployable mirror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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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츄에이터 거울(Actuated mirror) 반사광학계 망원경

417-980790, ADD, 1998

위성탑재 혹은 지상에 설치된 반사광학계 망원경을 이용하여 영상

[3] Y. Toulemont, T. Passvogel, G. L. Pilbratt, D. de Chambure,

을 획득할 때, 우주의 천체에서 오는 빛을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에서

D. Pierot, and D. Castel, “The 3.5-m all-SiC telescope for

영상을 획득 혹은 지구 표적에서 나오는 영상신호를 위성탑재 망원

HERSCHEL,” Proc. SPIE 5487, 1119-1128 (2004).

경에서 획득하는 과정중에 이런 영상들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불균

[4] M. R. Krödel, P. Hofbauer, C. Devilliers, Z. Sodnik, and

일한 굴절률을 갖는 대기권 매질을 통과하면서 광파면이 왜곡되어

P. Robert, “Recent achievements with a cryogenic ultra-

광학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왜

lightweighted HB-CesicⓇ mirror.” Proc. SPIE 7739, (2010).

곡된 광파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보정하여 더 나은 영상을

[5] Y. Toulemont, T. Passvogel, G. L. Pilbratt, D. de Chambure,

획득하기 위하여 반사경에 액츄에이터를 장착하여 반사경 광파면을

D. Pierot, and D. Castel, “The 3.5-m all-SiC telescope for

변형시켜 최적의 광파면을 형성하도록 보정하는 기술을 적응광학기

HERSCHEL,” Proc. SPIE 5487, 1119-1128 (2004).

술이라고 하며 반사경이 대구경화되면서 대부분 적응광학기술을 적

[6] M. R. Krödel, P. Hofbauer, C. Devilliers, Z. Sodnik, and

용하는 추세이다.

P. Robert, “Recent achievements with a cryogenic ultralightweighted HB-CesicⓇ mirror.” Proc. SPIE 773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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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망원경 현황과 망원경 소재
1. 망원경의 진화

국 대륙에는 Large Binocular Telescope, Multi-Mirror Telescope,

갈릴레이는 천체망원경을 발명하여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Hobby-Eberly Telescope들이 있고, 카나리제도에는 스페인의 Gran

발견하는 등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이후로 우주를 좀

Telescopio Canarias가 있다. 남반구는 칠레에 Gemini-South, Very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관측하려는 열망에 부응하여 망원경도 갈수

Large Telescope 4 대, 마젤란 망원경 2 대가 있으며, 남아프리카공

록 커져가고 있다. 망원경의 구경이 커지면 집광력과 분해능이 높아

화국에는 Southern African Large Telescope가 있다. 그림 2는 망원

져서 어두운 천체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작 뉴튼경이 반사망원경을 발명하면서 망원경을 무한히 크게

현재는 25 ~ 40m급의 차세대 지상망원경이 3 대 개발되고 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은 제작된 망원경의 크기에 대한 추이를

다. 첫번째는 구경 25.4 미터의 거대마젤란망원경(Giant Magellan

보여주고 있다.

Telescope, GMT)으로 미국, 대한민국,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망원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절에 기술한다. 두번째는 구경 30
미터의 Thirty Meter Telescope(TMT)로, 캘리포니아공대가 주축이
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가 참여
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장 큰 망원경은 구경이 39 미터인 The
European Extremely Large Telescope(E-ELT)으로서, 유럽연합 산
하의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가 개발 주체이다. TMT와
E-ELT의 주경(Primary mirror)은 둘 다 똑같은 크기인 1.45 미터의
육각형 거울을 이어붙이는데, 각각 492장과 798장이 소요된다. 이
렇게 얇은 조각거울을 이어붙임으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회절
현상에 의해 상(image)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거울은 반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면에 주로 알루미늄 코팅
을 하는데, 주경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재코팅을 한다. 거울을
떼어내서 재코팅을 한 후에는 다시 붙이고 광축조정을 하여야 하는
데, 최종적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정을 마친다. 그러므로 500

그림 1. 망원경의 크기 진화[1]. 삼각형은 굴절망원경들인데, 1893년에 제작된 구경 102
cm의 Yerkes 천문대 망원경이 두번째로 큰 굴절망원경이다. 최대의 굴절망원경은 파리천
문대의 122 cm 망원경이다. 원형은 반사망원경들로서, 뉴튼이 발명한 이래로 그 크기가 기
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장의 거울을 2년마다 재코팅하려면 매년 250장을 재코팅하고 설치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4 미터급의 망원경이 개발되었고, 다시 50

도의 장기간 동안 반사효율이 지속되는 코팅방법을 아직도 연구개

여 년만에 두 배 크기의 망원경들이 개발되어서, 현재 6~10 미터

발 중이다.

하여 광축조정을 마쳐야 한다. 결국 많은 시간을 재코팅하는데 할애
하여야 해서, 관측시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된다. 그래서 4~5년 정

급 망원경이 전세계적으로 16 대 설치되어 있다. 북반구인 하와이
에는 Gemini-North, Subaru, ‘Keck Telescopes 2대가 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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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세계의 망원경 크기 비교. 왼쪽 위 부분에는 과거의 대표적인 망원경들을 표시하고, 왼쪽 아래부분에는 허블우주망원경 등의 우주망원경을 같이 보여준다. 거대망원경은 테니스장과
농구장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2. 거대 마젤란 망원경(Giant Magellan Telescope: GMT)

2.1 마젤란망원경

거대마젤란망원경은 기존의 마젤란망원경을 성공적으로 설치•운

마젤란망원경은 2 대의 구경 6.5 미터 망원경으로, 칠레의 라스 캄

영한 후, 이를 이어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거대망원경이다. 우선

파나스 천문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

마젤란망원경에 대해 알아본 후 거대마젤란망원경에 대해 세부 내

는 미국 카네기재단의 연구소 중 하나인 카네기천문대(Carnegie

용을 알아본다.

Institution for Science)가 1971년부터 사용하여 온 천문대로서,
Swope 1 미터 망원경, Du Pont 2.5 미터 망원경도 있다. 이곳은 해
발 2,400 미터 산정에 위치해 있어서 해발 4,000 미터 이상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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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유수한 천문대들보다는 고도가 낮으나, 매우 건조하고 연중

같은 비축 비구면이다. 거울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실제 집광력

11 달 동안 관측할 수 있는 우수한 기상조건과 최상의 시상(seeing)

은 24.5 미터의 단일거울과 같은데, 이는 2.4 미터의 허블우주망원

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가 낮은 덕분에 오히려 고산증을 겪을 염려도

경에 비해 100배 큰 집광력이다. 또한 분해능은 10배가 되는데, 이

없다. 천문대의 전경이 그림 3에 있다.

는 대기에 의한 시상왜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마젤란망원경은 카네기천문대가 주축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교, 시
카고 대학교, 아리조나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2 대의 망원경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첫번째 망원경은 2000
년에 완성되어서 Walter Baade 망원경이라 명명하였고, 두번째 망
원경인 Landon Clay는 바로 2002년에 완성되었다. 마젤란망원경
은 구경 8 미터의 다른 대형망원경보다는 집광력이 약 30% 낮지만,
IMACS, MIKE 등의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분광기들을 갖추고 있어
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림 4. 거대마젤란망원경의 조감도.
그림 3.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의 전경. 오른쪽의 Campanas peak에 GMT가 설치된다.

2.2 거대마젤란망원경
거대마젤란망원경은 마젤란망원경의 뒤를 이어서 2006년부터 개
발되고 있는 구경 25.4 미터의 차세대 거대망원경이다. 현재의 장
비와 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거울의 최대 크기인 8.4 미터 거울 7장
을 망원경 구조 위에 배열해서 지름 25.4 미터가 되는 것이다. 그림
4는 거대마젤란망원경의 조감도이고, 그림 5는 그 광선추적도를
보인다.[2,3] 부경(Secondary mirror)도 구경 1 미터의 조각거울 7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경과 1대1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즉, 7
개의 8.4 미터 망원경이 하나의 구조에 묶여서 거대한 망원경을 이
루는 것이다.
표 1은 GMT의 사양을 보여준다. 주경과 부경 모두 타원 오목면으로
이루어진 그레고리안 형식의 망원경 광학계를 이루고 있으며, 7장의
조각거울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거울을 제외한 나머지 6장은 모두

그림 5. GMT의 광학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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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Descriptions

Telescope optics

Gregorian

Primary mirror (M1)

D 25.4 m, Effective diameter 24.5 m
8.4 m * 7 segments
f/0.71, K -0.9983 Ellipsoid concave

Secondary mirror (M2)

D 3.17 m, R 4.2 m
1.06 m * 7 segments
f/0.65, K -0.7169 Ellipsoid concave

Telescope System

F/8.16 (Effective focal ratio)
Field of View 20”
BFD 5.83 m

Height

35 m

Weight

2,100 tons

Enclosure

Diameter 55 m * Height 50 m

Site

Las Campanas Observatory, Chile

표 1. GMT의 사양 [4]

거울의 초점비는 주경이 0.7이고, 부경도 0.76이다. GMT의 기본 철

2개 완성했고 3개의 거울을 가공 중이다. 즉, 3번 거울은 앞면을 가

학은 기존의 성숙된 기술을 토대로 가능한 최대 크기의 거대 망원

공(grinding)하고 있으며, 4번과 5번 거울은 용광로에서 거울형태를

경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기관인 아리조나 대학이 보유한

만든 후 뒷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는 중이다. 주경 거울의 소재는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8.4 미터의 거울을 만들고, 이들을 배열해서

일본 오하라 사의 E6 Borosilicate 유리로서, 거울 한 장을 만드는데

25.4 미터의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점비가 1보다 훨씬

18 톤의 유리가 소요된다.

짧은 대형의 비축 비구면을 가공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다.

GMT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관측지의 하나인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GMT 개발은 Magellan 망원경이 완성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

산에 설치될 예정인데, 마젤란 망원경이 설치된 산의 바로 옆 봉우리

되었다. 역시 카네기 천문대가 주축이 되어서 미국내의 대학들과 스

이다. 이곳의 높이는 해발 2,514 미터이다. GMT에 대한 자세한 내용

미소니언 천문대,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였다. 미국 내 참여 대학은

은 웹페이지 www.gmto.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아리조나 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우리나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표 기관으로서 2009년부터 GMT

A&M University, 시카고 대학이다. 호주는 호주국립대학과 호주 내

국제협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대형망원경 구

천문관련 기관들의 연합체인 Astronomy Australia Limited가 참여

축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여왔다. 1997년에 4 미터급 적외선망원경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브라질의 상파울로연구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의 구축사업을 승인받았으나, IMF 금융위기로 무산되었었다. 이후

데, 이들 각 기관은 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 GMT

2003년부터 다시 기획하여, 멕시코와 공동으로 6.5 미터 망원경 2

에 대한 개념설계가 만들어졌고, 한국이 참여한 2009년부터 본격적

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2005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다.[5]

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2013년에 예비설계검토회의를 성공적으

그러나 카네기 천문대로부터 GMT 사업에 참여하기를 요청받고 사

로 마쳐서 제작단계에 돌입했으며, 2029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업방향을 변경하였다. 이때까지의 국제사회는 8 미터급의 대형망원

하고 있다.

경을 보유한 국가들만이 거대망원경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경 거울은 아리조나 대학이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 비축면 거울을

분위기였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거대망원경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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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참여자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뜻밖의 기회를 얻은 우리

•거울 소재의 내면 응력이 적어야 한다. 가공 시 소재 일부를 갈아

는 곧바로 사업방향을 틀었다. 2008년에 간이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내도 변형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응력이 풀려나오면 안된다.

사업변경을 승인받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2009

•거울의 표면 형상이 수 십년 지나도 동일해야 한다. 1949년에 관

년부터 GMT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측을 시작한 미국 팔로마천문대의 5 미터 망원경은 70년이 지난

한국천문연구원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참여하고 있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 구경 1 미터의 부경 조각거울 개발을 위해 거울 시제품과 tip-tilt

•주변의 온도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제어부의 기술을 확립했다.[6-9] 관측기기 중에서 외계행성을 관측

•대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장 민감한 기기인 GMT-Consortium Large Earth Finder를

•다루고 설치하는데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하버드대학과 함께 개발 중이고[10], 새로운 분광소자인 담금격자를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고, 경면 코팅이 가능해야 한다. 반

이용한 고성능 적외선분광기인 GMT Near Infrared Spectrograph

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울 표면에 알루미늄이나 은을 입힌다. 적

(GMTNIRS)을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11]

외선 관측용은 금도 코팅한다.

그리고 GMT가 완성되면 관측시간의 10%를 사용하는 권한을 가
진다.

•극저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재로 ZerodurⓇ 등이 많이 사용되었던

3. 망원경 소재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소재는 깨지기 쉽고 무거운 단점이 있어서, 이

망원경의 핵심 소재는 단연 광학계 소재인 유리 또는 세라믹이다. 광

를 보완하는 새로운 소재가 꾸준히 개발되어오고 있었다. 특히 인공

학 소재는 독일, 미국,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독일이 소재 개발

위성용 망원경의 경우에는 로켓에 실려 발사될 때의 높은 진동과, 지

을 선도하면, 미국과 일본이 뒤따라 개발하는데, 일본의 영향력이 갈

구 공전궤도 상에서의 낮과 밤의 심한 온도 차이를 견뎌야 한다. 대

수록 커지고 있다.

체 소재로 다양한 재료가 연구개발되어 왔다. 금속 재료로서 알루미

대형망원경용 거울의 소재로는 독일의 Schott 회사에서 1970년대

늄 소재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표면은 갈수록 정밀하게 가공되

부터 생산하고 있는 ZerodurⓇ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GMT의

고 있으나, 응력과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

부경도 ZerodurⓇ나 이와 유사한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유사한

다. 허블우주망원경의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James Webb Space

소재로는 러시아의 LZOS가 제작•가공하는 Sitall과 일본의 오하라

Telescope는 6.5 미터 주경의 소재로 베릴리움을 사용하는데, 가벼

사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발한 ClearCeramⓇ-Z이 있다. 이

우면서 단단한 금속이지만 열팽창계수가 크다. 그렇지만 열전도성

들 소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열팽창률이 10-8/C 정도로 매우 낮다

이 좋아서 열제어를 하면 열팽창과 수축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베

는 것이다. 이것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이렉스 내열유리의 열팽창

릴리움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유해한 소재여서 아주 조심히 다루어

률보다 100배 정도 낮은 값이다. 열팽창률이 낮은 광학소재로 미국

야 한다. 액체 소재가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수은을 원통에 넣고 회

Corning사에서 개발한 ULEⓇ도 있다. 그렇지만 지상망원경과 우주

전시켜서 타원면을 만들어서 주경 거울로 사용하는 방안으로서, 불

망원경 모두 거울 소재로는 ZerodurⓇ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안정하고 머리 위의 천정만 보는 단점이 있다.

반사망원경용으로 사용되는 거울은 렌즈에 비해서 특성이 까다롭지

신소재인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를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

않다. 높은 투과성이 요구되는 렌즈는 재질의 투명도, 색 등에대해

되고 있는데, 열팽창률이 높고 소재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매우

매우 민감하지만, 거울은 투과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대형망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장점을 살려서 인공위성용 망원경의 거울로

원경은 가공하기 쉽고 비싸지 않은 거울을 이용하여 반사망원경으

사용되고 있다. 열전도성이 좋아서 베릴리움과 마찬가지로 열제어

로 제작한다. 그렇지만 망원경 거울로 사용하기 위한 소재는 아래의

를 하여 사용한다. 유럽우주국이 개발했던 허셸우주망원경의 구경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1]

3.5 미터 주경이 SiC로 만들어졌으며, 보잉 747 항공기에 설치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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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인 Stratospheric Observatory for Infrared Astronomy의 352

for the GMT FSM Secondary - Off-axis Aspheric Mirror

mm 부경도 SiC로 제작되었다. 중국 ROCSAT의 60 cm 망원경은 거

Fabrication,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 31 (4),

울 뿐만아니라 지지 구조 전체를 SiC로 제작하였는데, 동일한 SiC 소

341-346 (2014).

재로 구조 전체를 가공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또한 열제어가 간단해

[9] 김영수, GMT 거대망원경의 부경 시험모델 개발, 광학과 기술 ,

진다는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SiC 망원경을 독자 개발하

20권 1호, 9-15 (2016)

였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주)한화와 함께 한국천문연구

[10] A. Szentgyorgyi, D. Baldwin, S. Barnes, et al., The GMT-

원도 참여하여, 구경 70 cm의 SiC 거울을 장착한 망원경이다.

consortium large earth finder (G-CLEF): an optical echelle

망원경 거울은 과학용과 국방용 대형망원경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spectrograph for the Giant Magellan Telescope (GMT), Proc.

태양광 집적 등의 에너지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국

SPIE , 10702, 107021R (2018).

가 전략부품이다. 그러나 거울의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산업기반은

[11] D. T. Jaffe, S. Barnes, C. Brooks, et al., GMTNIRS: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탄화규소 등의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

progress toward the Giant Magellan Telescope near-infrared

면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비교적 쉽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spectrograph, Proc. SPIE , 9908, 990821 (2016).

는 광학분야의 부품소재 개발도 힘써서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하고 높은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거대망원경 국제공동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높은 기술수준을 갖
추게 될 것이고, 천문우주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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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누이며
아는 이가 와인은 눕혀 보관하란다
와인은 코르크가 마르며 생명을 다한다고
와인을 길게 누이며
곁에 누워 보고픈 마음이 든다

삶의 대부분을
발은 땅을 딛고 머리는 치켜들고 살아와
말라버린 코르크가 된 뇌를 가진 우리들

말라버린 뇌의 틈을
가는 실핏줄들이 힘겹게 헤집는다
바위에서 자라는 석란의 잔뿌리처럼

오늘부터라도
종종 와인처럼 길게 누워
마른 틈을 힘겹게 헤집는 실핏줄들에게
혈액이라도 공급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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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을 위한 편지

지난 연말, 내 일상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현실감 있게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소박

하나는 정기 인사이동으로 정들었던 ‘평촌’을 떠나 압구정동에 소재

한 듯 하지만 본질을 꿰뚫는 표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추억을 소

한 ‘강남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 무렵

환하고 공감을 안겨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에 큰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한 것이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라는 정서를 남긴다.

익숙했던 근무지를 떠나 대한민국 부富의 중심지인 ‘강남’에서 새롭

사랑하던 사람과의 헤어짐도, 늘 곁에 계시던 부모님과의 이별도, 다

게 근무를 시작하게 된 나나, 군 입대 후 긴장되고 불편한 나날들을

니던 학교를 졸업하면서 끊긴 발길도 다 그렇다.

맞이하게 된 아들이나 그 심정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낯설고, 어

특히 갑작스런 이별보다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아

색하고, 답답한…

쉬움의 강도가 더 큰 것 같다.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

문득 가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함 때문이리라. 사무실 책상서랍에 담겨있던 내용물들을 하나 둘 상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

자에 담을 때, 훈련소 앞에서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낯익

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은 것들과 결별을 해야할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할

이 노래가 발표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군 입대 문화가 과거와 많

때…

이 달라졌음에도 지금도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진솔한 진짜 감정’을

이별 앞에서 익숙했던 풀 한 포기나 친구 얼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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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느껴진다는 노래 가사가, 정들었던 직원들과 헤어지면서 느

용기 있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에 대한 그리움

껴야 했던 내 복잡한 감정과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이 잠시 사리분별을 못하게 가로막은 것 같다. 동굴 같은 네 방을 그

순간에 아들이 느꼈을 감정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지 않았을까?

렇게 쉽게 아무나 치울 수 있는 게 아닌데… 진퇴가 분명한 아빠는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일보 후퇴하기로 마음 먹었다. 엄마가 쉬는 날

경자년 설 명절도 지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최전방을

같이 하기로… ㅎㅎ.

지키는 아들은 군인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강남 스타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네 방을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조

에 맞는 역량과 태도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만간 실행해보련다. 정리가 되는대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늘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고, 적응하고, 극복하면

탈바꿈한 네 방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마

서 살아간다. 그것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날의 생-삶과 인

또 소식 전하마. 사랑한다. 아들!

생–이 아닐까?
흔들리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p.s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병

[191231 위문편지] 070번호는 스팸번호인가???

시절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므로 편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소식

070번호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방금 전해

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군인들

들었다.

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더 캠프”라는 앱

어제 내게도 070 전화가 한 통 오긴 왔거든. 난 그 번호가 세상 모든

(Ap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스팸 전화번호인줄 알고 냉정하게 차단을 시

* “더 캠프” 앱을 통해서 훈련병에게 보낸 아빠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켜버렸지~ㅠㅠ.

^^

그게 군대에서 네게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
라를 지키는 늠름한 군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
데… 앞으로는 차단하지 않고 잘 받도록 하마. ㅎ

[191230 위문편지] 보고 싶은 아들에게 !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게임이나 핸드폰, 인터넷 등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은 몇 시간도 금방

엄마는 핸드폰에 ‘파주’를 등록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

가는데, 학교 강의를 듣거나 군대의 교육훈련 등은 똑같은 시간인데

는 일이 그곳의 날씨와 기온을 체크하는 일이란다.

도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네가 입대한 지 벌써 7일이 지났구나. 너에게는 고작 일주일 밖에 안

하지만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났겠지만~ㅋㅋ.

누군가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족한 듯 보이는 게

처음엔 네 방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그래서 불을 켜 놓

시간이다. 체감 속도만 다를 뿐 동일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도 하고, 괜히 한번 들어갔다가 둘러보고 나오기도 했단다. 컴퓨터

게 시간이니 550일이 언제 지나가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게임을 하느라 24시간 상시 불이 켜져 있던 네 방에 전등이 꺼지고

지난 26일이 네 생일이었는데 주인공이 없으니 ‘앙꼬(앙금) 없는 찐

문이 닫혀 있으니 얼마나 어색하던지. 퇴근하고 귀가하면 방에서 나

빵’ 같은 밋밋한 날이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생일을 챙겨주나 모르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던 네 모습이 아직 눈앞에 선하다.

겠구나? 아들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구나. 곁

어제는 네 방 책상도 어지럽혀져 있고, 책꽂이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에 있을 때 좀더 잘 해줄 걸, 먼 길 떠나 보내고 나서 이렇게 립 서비

서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팔을 걷어붙였다가 이내 포기했다.

스만 해대는 아빠를 비난하렴… ㅎ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이고, 2시간 후면 보신각종 타종이 시작

061

MISCELLANY / 이등병을 위한 편지
/ 글 김재정 _ 현대차증권 강남지점장

되겠구나.

분리수거 할 사람이 없어서 네가 그립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ㅋㅋ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훈련 잘 받기 바란다. 역경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다. 그렇게 오늘은 네가 그리

이기고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운 법이다. 힘든 과정도 잘 견디고 이겨

운 날이다.

내는 멋진 군인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늘 널 사랑하고 응원한다.
12월에 태어나서 나이도 한 살 공짜로 먹더니, 군대도 12월에 가서
벌써 입대한 지 2년차가 되었구나. 그러다가 금방 제대하는 거 아니
냐???

[200105 위문편지] 좋은 습관을 가져 보렴
오늘은 일요일인데 종교행사는 다녀왔니?
아빠도 훈련병 시절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온갖 종교행사를 다
다녀봤는데 기독교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200104 위문편지] 하루 종일 네가 그립더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아침에 드디어 네 전화를 받았다.

주기도 하고, 간절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엄마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다가 070전화에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라 더 좋았던 것 같다.

받으시더라.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추운지역에서 고생

군대가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

하는 네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겠지.

내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자

그런데 넌 곧바로 엄마에게 친구들 전화번호부터 물었고, 엄마는 미

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해 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리 준비해둔 번호들을 네게 알려주고는 금세 서운해하는 눈치다. 군

들 말이다.

대를 가서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1순위가 여전히 친구인 아들. 오랜

살면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어쩌면

만에 전화해서 친구들부터 챙기니 엄마가 서운할 만도 하겠다 싶다.

군대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아빠는 오늘 네게 고맙다.

시기가 아닌가 싶다. 컴퓨터 부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맷을 하듯

네 성격에 정말 답답한 환경일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군대는 사회에서의 잘못된 습관을 다 지우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통화해줘서 고맙다. 네 동생도 옆에서 ‘의외로 우리 형이 군대에 적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응을 잘하는 것 같다.’고 놀라워한다.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오늘 오후에 네가 입고 갔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우체국 택배를 통

습관은 자주 또는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고, 이런 반복이 쌓여서 조금

해서 도착을 했더구나. 박스 한쪽에 정성스럽게 글도 써 놓고, 네가

씩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뇌는 반복하는 일은 무엇이든 고수

지내고 있는 내무반 풍경도 그려 놓은 걸 보고 우리 아들이 군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만 네게 유익한 습관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긴 갔구나, 싶었다.

지속한다면 그런 뇌의 속성도 쉽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군대

불침번 서면서 받은 편지를 읽어본다는 말과 벌써 집밥이 그립다는

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 시간들이 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말에 옛날 아빠가 군대에서 생활하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더라.

람이다.

네 방은 여전히 쓰레기장이다. 김장할 때처럼 지원군이 필요한데 엄

햇병아리 훈련병이 멋진 군인이 되고, 나약하던 아들이 듬직한 사나

마 근무 쉬는 날을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생각이다. 든 자리는

이가 되는 시간.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네가 맡아서 하던 수요일 분리수거가 삐걱

누에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멋진 나비가 되어 푸른 창공으로

거린다. 너는 때가 되면 칼같이 했는데, 네 동생은 자꾸 잊어먹는 건

날아오르듯 지금 이 시간들이 네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

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건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날이 많다.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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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핸드폰 사용
을 허용하면서 휴일에도 체력훈련이나 축구를 하기보다는 핸드폰만
들여다 보는 병사들이 많아서 상관들이 골치 아파한다는 얘기도 들

[200109 위문편지] 사격? 부전자전?

리더라.

오늘도 고된 훈련을 잘 마쳤는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2주차부터 육체적인 훈련에 들어간다는데, 아들이 잘 견딜 수 있을

하지만 함께 식사라도 하려면 아들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만 하

지 엄마는 부쩍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고, 외식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먹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

특히 사격훈련이 있었다는데 그 후로 전화가 안 온다며 걱정을 하신다.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빠가 “총 잃어버리면 돈 주고 사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식사 후에는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부모

엄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얼마나 하는데?” 하고 물어봐서 한참을

자식간 거리감도 없애고 싶었는데,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해도 너희들은

웃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기 무섭게 핸드폰 들고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도 탱크 고장 내서, 총기 잃어버려서 고향 부

때론 강압적으로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

모님께 돈 보내달라고 했다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이런 농담이 네

다가 한편으론 잡아 놓고 윽박질러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엄마에게 먹힐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ㅎ

하고….

엄마가 내게 “당신. 군대 있을 때 총 잘 쐈어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꽁치찌개와 오리구

“아니. 사격 성과가 좋지 못해서 PRI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라고 대

이, 그리고 너와 함께 담은 김장김치와 김 등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답했더니, PRI 가 뭐냐고 되 묻는다.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

네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가 갈리는 훈련을 일컫는 말이야.”라고 했더니 아빠 닮아서 사격을

엄마가 오늘 훈련소에서 게시한 사진들을 봤는데, 사진 속의 네 얼

잘 못해서 그런 훈련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다.

굴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걱정을 하더라.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

아빠는 안경이 깨질까 싶어서 총기에 밀착을 안 해서 사격을 잘 못한

얼굴 때문에 ‘힘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 보더라.

거고, 아들은 안경도 안 썼으니 사격을 잘 못한다면 그건 부전자전이

아빠가 그런 엄마에게 원래 우리 아들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찍

아니라 순전히 네가 사격에 소질이 없는 거다. ㅎ

더라도 늘 무표정하게 찍는 스타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늘 네 건강이 염려가 되는 모양이다. 식사 후에 지금도 소화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가 잘 안되는 건 아닌지, 추운 날씨에 감기로 고생하는 건 아닌지, 편

아마도 사격훈련, 수류탄 투척 훈련, 화생방 등으로 이어지는 고강도

지 쓸 때 물어봐 달라고 하는구나.

훈련 때문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렴. 또 소식 전하마.

아무튼 오늘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은 밤이 좋다. 내일이 일요일이라

사랑한다. 아들!

서 그런지… ㅎ
사랑한다. 아들!

[200111 위문편지] 토요일은 밤이 좋다
주말은 잘 보내고 있니?

[200112 위문편지] 기상시간? 영화 <천문>을 봤다.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군대도 토, 일요일은 조금 느긋한 휴식과

훈련소 생활은 할만 하니?

정비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구나.

취침과 기상시간 적응이 잘 되나 모르겠구나. 널 군대 보내고 나서

아빠 군 시절엔 토요일이 반공일이어서 오전에는 교육훈련을 받고

제일 걱정했던 것은 ‘기상시간에 제 때 일어날 수 있을까?’였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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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9 위문편지] 민간인? 군인?

워낙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와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에 쉽
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ㅠ

지금은 관등성명을 댈 때 ‘000번 훈련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궁

난 네가 군 복무를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익혀서 아침형 인간

금하구나.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익숙했던 습관을 벗고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군인이 되어 사고하고

규칙적이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이고, 그 성실함에 노력이 가미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다

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는 금방 나오게 되니까. 군대나 사회나

른 병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라.

게으른 천재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건 마찬가지일 게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와 통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오늘 엄마와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다.

신 막사로 이동함에 따라 작업량이 많아서 바빴다는 이야기도 들었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로,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시간

다. 사회에 있을 때도 바빴던 우리 아들은 군대를 가서도 늘 바쁘구

이 금방 지나갔다고 느낄 만큼 흥미롭더라. 조선시대에 별자리를 이

나.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바쁠까? ㅎㅎ.

용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때와 시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

신 막사에는 따뜻한 물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

에 많이 놀랐다. 진정한 발견과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풍경이나 물

셨다. 찬물을 싫어하는 너를 생각하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건을 찾거나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발점이어야 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다.

군대에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동기들과 훈련소에서 재미있게

점심은 극장 인근에 있는, 엄마가 추천하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정말

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 훈련소 수료하고 자대 배치

맛있더라.

받는 일정이니, 이제 널 다시 볼 날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구나.

엄마는 네가 휴가 나오면 이곳으로 같이 식사하러 오자고 하던데, 그

그날은 동생도 함께 간다고 하니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건 부모의 바람이고 휴가를 나온 네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해

을 것 같다. 동생을 만나거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충고 좀 해주고, 수

줄지 모르겠구나.

요일은 아빠가 술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리 수거를 방

휴가 나온 아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치하지 말고 알아서 제때 처리하라고 잘 좀 이야기해 주라. ㅎ

고 싶은 것이 부모의 바람이긴 한데, 민간인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일
이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될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훈련소 수료 후 점심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려다오. 잠깐의 외

군인이나 예비군이나 같은 사람 아니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출시간이나마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엄마와 상의를 해 보도록

는 말도 있고~ ㅋ.

하마.

일요일이 또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

남은 훈련기간 동안 몸 건강히 훈련 잘 받기 바란다. 벌써부터 다시

새로운 한 주도 힘내서 교육 잘 받고, 힘든 시간 잘 견뎌내기 바란다.

만날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구나. 그날은 민간인 티를 완전히 벗어

힘든 일도 견디다 보면 참아지고, 참다 보면 적응할 만해지고, 적응

던진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하다 보면 그 시간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아들!

참, 네 방은 엄마를 기다리다가 성질 급한 아빠가 한나절을 고생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것에 대한 답례로 엄마가 아빠에게 영화를 보
여준 것 같다. 아들, 완벽하게 정리된 네 방이 너를 기다린다. 무사히
군 복무 마치고 빨리 돌아와라… ㅎ.
사랑한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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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UNIST)
나노광에너지 연구실

[UNIST 나노광에너지 연구실 단체사진]

들어가며

부 인턴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대학원생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내부에는 다양한 종

들이 합류하여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수행

류의 소자가 들어가 있고, 소자 제작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특성

할 예정입니다. 연구는 크게 새로운 광 측정 기술 개발과 나노소재

의 소재를 사용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특성 분석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뉘며,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은 광학의

소재 단위에서의 특성 분석 및 검사가 선행되고, 이후에 소자 단위,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측정 장비를 구축하며, 이를 이용하여 기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측정 및 검사를 수행하고 제품으로 출시

존의 측정 장비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나노영역에서의 응집물질 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의 측정과 분석은 높은 수율의 제품

리 및 분광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비파괴 검사를 위해서 주로 빛을 이용한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나노현미경 개발 및 저차원 양자물질 분석/제어 연구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물리학과의 박경덕 교수 연구실에서는 다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소재, 소자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관련 기술

양한 소재/소자의 구조적, 화학적, 광학적, 전자/전기적 특성을 수십

의 개발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디스플레이 산업 전분야의 급속한

나노미터의 공간분해능으로 복합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광 계측 기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로 이용되고 있는 덩어리

을 개발하고, 기존에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리 현상들을 발견하

(Bulk) 상태의 반도체 소재, 소자들은 물성 활용의 한계점에 이르렀

고 이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2018년 11월에

기 때문에, 차원 감소(Dimensional reduction)을 통해 저차원 (0D,

시작한 신생 연구실로 현재 한 명의 박사후과정 연구원과 다수의 학

1D, 2D) 양자물질에서 새로이 발현하는 탁월한 광학적 특성과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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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 바 있습니다 (그림 E). 이러한 탐침증
강 제어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실에서
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개발되는 신 양
자물질의 나노분광 측정-분석-제어의 세
단계를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진행
함으로써 기존의 나노분광 연구에서 시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Tip-enhanced
electroluminescence spectroscopy, Tip[그림] 연구된 (A) 단일 층 WSe2의 TERS/TEPL 이미징 결과, (B) 이중 층 그래핀의 도메인 경계 규명 결과, (C) tipenhanced second harmonic generation을 이용한 단일 층 MoS2와 단결정 YMnO3의 도메인 경계 이미징 결과, (D)
TEPL을 이용한 단일 층 WSe2의 dark exciton 상온 관찰과 제어 결과, (E) tip-enhanced strong coupling (TESC) 분광법
을 이용한 단일 양자점의 plexciton의 상온 관찰 및 결합 세기의 능동적 제어 결과. 연구 결과는 Nano Letters, Advanced
Materials, Nature Nanotechnology, Nature Materials, Science Advances 등에 발표됨.

induced photo-current spectroscopy 등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나노분광 원천기술
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및 상업화 연구도 수
행할 예정입니다.

물질 간 상호작용의 규명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자
응용에 가장 중요한 Photoluminescence (PL) 특성과 결함 검사를 위한 Raman 산란 측정을

나오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Micro-PL/Raman spectroscopy가 이용되지만, 빛의 회절 한계에 의해

나노스케일 영역에서 물질을 탐구하다 보

약 500 nm의 공간분해능을 가지기 때문에 주로 50 nm 이하의 나노스케일에서만 발견되는

면 기존 회절한계 수준에서 정립된 과학적

저차원 양자물질의 새로운 PL/Raman 특성을 탐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사실들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과

Tip-enhanced Raman spectroscopy (TERS)와 Tip-enhanced PL (TEPL) 나노 분광법은 빛을 강

마주하게 됩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수

하게 국소화시키는 나노광학 안테나탐침 (Nano-optical antenna-tip)을 이용하여, 20 nm 이내

많은 Open scientific questions에 대한 답

의 공간분해능과 10,000 배 이상의 신호 세기 증강이 가능하므로 나노결함의 구조적, 전기적, 광

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

학적, 진동 분광학적 특성을 전천후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기심을 갖고 시작한 여행이지만 흥미로운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의 구체적인 예로써, TERS와 TEP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하이브리

탐험거리가 없을 때에는 때론 좌절감을 느

드 탐침 증강 분광법을 개발하여 2D TMD 물질의 도메인 경계와 가장자리에서의 나노결함 특

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성을 분석하고, 상온에서의 엑시톤 분산 거리를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림 A). 또한 TERS와 Tip-

나아가다 보면 ‘나노광학 측정과 분석’이라

enhanced second harmonic generation 분광법을 이용하여 그래핀, MoS2, 단결정 YMnO3의 도

는 보편적인 연구의 틀을 넘어, 실시간 측

메인 경계 특성을 새롭게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림 B-C). 향후에는 이를 응용하여 저차원 양자

정과 동시에 ‘나노스케일에서 빛과 물질 간

물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소자의 소자 구동 특성을 변화시키며 TERS/TEPL 신호를 측정

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새로

함으로써, 나노결함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진동 분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

운 영역을 맞이하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

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정밀 광 계측 기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 본 연구팀의 이러한 기초과학 연구가

또한, 본 연구실에서는 단순히 TERS/TEPL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노스케일에서 발

밑거름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양자나노소

생하는 빛-물질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응용 연구를 수행

재/소자 연구 개발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층 반도체 물질의 암흑 엑시톤(Dark exciton)을 상온에서 관

나노광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

찰하고 스위칭과 모듈레이션 등의 능동 제어를 선보인 바 있으며 (그림 D), 단일 양자점의 엑

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톤과 플라즈몬의 강한 결합을 유도하여 상온에서 플렉시톤(Plexciton) 발광을 관찰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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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광학강의 시리즈 I,II,III가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
최되었다.
가장 먼저 광학강의 첫 번째 시리즈는 “푸리에 (Fourier) 광학의 원리
와 최신 응용 (AR/VR/HUD)”라는 주제로 2019년 11월 15일(금) - 16
일(토) 양일간 각각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8동 5층 대강
당,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104-1동 3층 도연홀
에서 열렸으며, 김 휘 교수(고려대 세종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과)
와, 이병호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연사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광학회 광학강의 시리즈 두 번째로 2019년 12월 20일(금) 개
최되었다. 박남규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와 노준석 교수(포
항공대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를 연사로 “메타물질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메타물질은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들을 이
용하여, 파동이 기존에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성질을 갖도록 하
는 것으로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광 메
타물질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Hyperbolic
metamaterial, 메타표면(Metasurface)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제
작하기 위한 공정 기법과 응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한국광학회 광학강의 시리즈 그 마지막으로는 “광학과 레이저”를 주제
로, 2019년 12월 23일(월) - 24일(화) 양일간 개최되었다. 연사로 이병
호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와 정윤찬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
부)가 초빙되었으며, 광학과 레이저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시리즈가 진행되었으며, 광학과 레이저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관분야 종사자로서 광학과 레이저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한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시리즈 별로 I은 약 200명, II는 약 100명, III는 약 150명의 학
계, 연구기관, 산업계, 학생 등 다양한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강연 후
의 피드백 또한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광학 관련 강의에 대한
참석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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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Photonics
Conference 2019)가 지난 2019년 12월 4
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 포토
닉스 관련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
가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제품전
시 및 홍보를 통한 효과적인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OE
Solutions의 박용관 대표이사와 서울대학
교 전헌수 교수의 기조강연과 분과별 초청
강연, 산업체 세션을 포함한 3개의 특별세
션, 단기강좌 등이 구두 및 포스터 발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10곳의 업체와 기관의
홍보 및 전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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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에서는 The 9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DHIP 2019)를 2019년 12월 17일에서 20일에 걸쳐
한국광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매년 한-일 광학회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
는 본 워크샵은 한-일 양국간의 광학 학술교류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금번 행사는 3
박 4일간 26편의 초청 발표와 41편의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한-일 양국에서 100명 가
까운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3박 4일간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매년 한-일 학생우수논문을 시상하여 젊은 학생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차기 DHIP 2020은 일본 벳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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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상수 회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에 국산 레이저를 최초로 개발한 광학자인 故 이상수 前 카이스트 원장 (한국광학회 초대회
장) 등 12명을 새로 지정했다고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일반
국민이 존경할 만한 우수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故 이상수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개발에 힘쓴 광분해 옥
소레이저는 독일, 러시아에 이은 큰 성과였고, 고출력 이산화탄소레이저도 창의성을 세계적
으로 인정 받았다. 레이저개발과 광학 이론을 발전시켜 한국의 광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신용진 회원, 한국광기술원 원장 취임]
한국광학회의 부회장과 감사를 지낸 신용진 회원이 한국광기술원(KOPTI) 제7대 원장으로
2019년 11월11일 취임했다. 신용진 원장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에
서 석사, 미국 뉴욕 폴리테크닉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부터 조선대 물리학과교
수로 재직해왔다. 신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광기술원이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광융합 거
점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광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융합산업 육성 추진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광
융합산업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운영,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병호 한국광학회 회장, SID Fellow 선정]
한국광학회 이병호 회장(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 미국에 위치한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SID)의 석학회원(Fellow)로 선정되었다. SID는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최대 국제학술단체이다. 시상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Display Week 학술대회
에서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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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회원, OSA Fellow 선정]
최원식 회원(고려대 IBS)이 미국광학회(OSA)의 2020년 석학회원(Fellow)로 선정되었다. 최
원식 회원은 세포 토모그래피와 산란매체 내의 광 이미징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인정받
았다.

[박경현 회원, 박용근 회원, SPIE Fellow 선정]
박경현 회원(ETRI)과 박용근 회원(KAIST)이 SPIE릐
2020년 석학회원(Fellow)로 선정되었다. 박경현 회원
은 테라헤르츠 포토닉스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인
정 받았고, 박용근 회원은 Quantitative Phase Imaging
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인정 받았다.

[부고: 이재형 고문]
한국광학회 이재형 고문(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이 2020년 1월 18일 별세하였다. 이
재형 고문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국광학회 제10대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2007년 8월에 서울 COEX에서 열린 CLEO Pacific Rim의 조직위원장으로도 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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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에서 주최하는 2020 광기술 워크샵이 2020년 4월 22일(수)부터 24일
(금)까지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광기술분과 위원장 양호순

특집
•TBD

논문 모집 분야
•광학 설계
•광측정
•광학 가공

2020
제30 회 광기술 워크샵

•광학 코팅
•광기계 및 응용광학계
•기타 광기술 현안

논문 투고 요령

30 th

The
Workshop on
Optical Technology 2020

•2 페이지 초록 (광학회 학술대회 양식 사용)
•투고처 : 총무간사 박성종 (spark@kriss.re.kr)

우수 논문 시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대상자는 학생에 한함

후원사 및 광고사 특전
•후원 2명, 광고 1명 등록비 면제

주요 일정 안내
•객실 예약 마감 : 2020. 02. 29

• 일시 : 2020.4.22(수) ~ 24(금)

•초록 접수 마감 : 2020. 03. 31

•장소 : 오션스위츠 호텔(제주)

•사전 등록 마감 : 2020. 04. 11
•사전 등록 :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Home > 학술행사 > 분과학술대회 >
2020년도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 한국광학회

국내학술회의
2월 19일 (수) ~ 21일(금)

제31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0 동계학술발표회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4월 22일 (수) ~ 24일(금)

2020년도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5월 6일(수) ~ 9일(토)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 (ALTA 2020)

제주 서귀포 칼호텔

5월 27일(수) ~ 29(금)

2020년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20)

부산 한화리조트

국제학술회의
20/02/01
-20/02/06

SPIE Photonics West

SPIE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0/03/08
-20/03/12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and Exhibition (OFC)

OSA

San Diego, California, USA

20/05/10
-20/05/15

CLEO 2020: Laser science and applications

OSA

San Jose, California, USA

20/06/08
-20/06/12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 2020)

OSA

Alexandria, Virginia, USA

20/07/05
-20/07/09

2020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IEEE

Taipei, Taiwan

20/08/02
-20/08/06

2020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CLEO-PR)

IEEE

Sydney, Australia

20/08/23
-20/08/27

SPIE. Optics+Photonics

IEEE

San Diego, California, USA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학회

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으
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특별회원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

특별회원 가입안내

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

가입대상

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한국광학회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회비
100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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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
회에서 인정되는 자

특별회원 가입 시 받는 혜택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와 영문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
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
행하는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단체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

•동 · 하 계 학 술 발 표 회 프 로 그 램 북 광 고 게 재 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등
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행하는 광융합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
료로 등재해 드립니다.

분야 매거진(K-LIGHT)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동·하계 학술발표회 프로그램북 광고게재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
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 등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료로 등재해 드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립니다.
-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가입 방법
•홈페이지(http://www.osk.or.kr) 접속하여 특별회

4. 단체회원

원가입 클릭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계좌이체를 이용한 회비 납부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예 금 주 : (사단)한국광학회
계좌번호 : (기업은행) 600-034920-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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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