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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어느새 반을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눅눅한 날씨가 3주째 이
어지고 있는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한 달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
을이 성큼 다가올 겁니다.
이번 주 초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광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라 걱정이 많았는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
면서 무사히 끝나 다행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학회 모임이 없었던 터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지인들을 뵐 수 있어서 개인
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았던 여러 얘기들 중에서 어느 대학교수님의 온라인 강의에 관한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사전 녹화 강의와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됐는데 녹화강의보다 실시간 강의가 더 편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보고 혼자서 얘기
해야 하는 녹화 강의보다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강의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우
리 인간은 서로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이 맞나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두고 어떤 분들은 불필요한 모임이 없어져서
오히려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 사실 저 역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 현
재의 언택트 삶이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삶은 결코 독립적인 게 아니며 다른 누군가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
면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인 만남이 더욱 그립기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언택트 문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크게 확산 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호 정
책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태도나 성장 모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온라인 전시회
라든가, 랜선 오케스트라 등의 새로운 시도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
니다. 코로나-19 는 기존의 당연시 되던 기회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기회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특집에서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광학 이미징 기술 - 특히 고심도, 고해상도를 얻기 위한 방법들 – 을 소개합니다. 적
응광학이나 파면 제어 기술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독자 여러분께서는 소개 글을 읽으면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기
술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새로운 응용분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숨가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틈틈이 여유를 가지면서 즐겁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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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
새로운 성장모델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어내는 지난 몇 달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러스들이 일으킨 증상이 단순 감기에 불과했던 반면, 사스 환자 중

사회, 산업, 교육,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전과 같은 형태로

20~30%는 혼자서 호흡을 하기 힘들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만 했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올여름 일찍 시작한 30도를 넘는 무더위

다. 사망률도 10%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속에서도 코로나의 확산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의 ‘사

후 2015년 또 다른 변종인 메르스(MERS)가 발생했다. 메르스는 증

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

상이 더욱 심각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했으며, 사망률도 훨씬 올랐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앞선 두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례에 비하면 치명률이 낮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파력이 엄청나

본 글에서는 우선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기본에 보다 더 효

기 때문이다. 6월 22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9백 만 명을 넘어섰다. 치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

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자수가 메르스와

보고,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

사스를 합친 것보다 많다.

로운 성장과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아직은 필요하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의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대중강연을 진행한
우창윤 내과 전문의는 ‘닥터프렌즈’라는 유익한 유튜브채널을 통해
서 의학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 친숙한 상황이다. ‘감기’라는 이름으로 흔하
게 걸리는 질환 중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란다. “기

출처: WHO, 질병관리본부,Johns Hopkins CSSE, 의과학정보연구센터, 2020.04.04.기준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 -Sciencetimes 재인용

존 감기의 10~3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경증

2 국가마다 사망률이 각기 다른 이유

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도 큰 어려

발생한 214개 국가마다 각기 치명률이 매우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

움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왜

이유는 ‘환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 했는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갖는다고 한다. 중요한 이슈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제한’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가 한바탕 들끓었던 그 해 코로나 바

이 있기 때문에 우라 나라와 같이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비된 나라는

이러스 중 하나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해 변이 되

2% 이내의 치명율을 보이지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의

면서 폐렴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존재로 탈바꿈 했다. 이것이 2002

나라에서는 치명율이 10%을 훌쩍 넘어 심한 경우 16% 정도에도 이

년 말부터 유행한 사스(SARS)이다. 우 전문의는 “이전 코로나 바이

른 나라도 있다. “환자가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회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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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한계를 넘었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전문

4 마스크, 등급 상관없이 확산방지에 효과 확실하다

가들은 지적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병원에서 다루는 질병이

“감염된 사람일지라도 마스크를 쓴다면 배출하는 바이러스 숫자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의료 시

가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크스 착용

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어가면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년 5000명의 의료진을 동원한 연구결과

자도 늘어나기 마련이어서 결국에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 질

“N95 등급 마스크와 일반 덴탈 마스크 둘 다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것이다. 우 전문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 잘 달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라붙도록 변이를 해 왔으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배출되는 숫자

연구이기는 하지만 비말에 의한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가 훨씬 많아 감염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분명하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져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
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흡이 어려운 마스크 보다는

3 바이러스, 생각보다 오래 물체에 남아 있다

호흡이 편한 덴탈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등 본인에게 적합한 마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손에 비말을 묻힌 상태로 얼굴을 만지

스크를 찾아서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직도 근본적인 대처법

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손과 접촉함으로써

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같다.”

감염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강력한 보호막이기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전염병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

때문에 바이러스가 절대 뚫을 수 없다. 따라서 코나 입 등의 점막을

되지 않는다면 점차 사그라들어서 사멸될 것이다. 위의 한국과학기

통해서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온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얼굴

술원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 될수

을 만지는 횟수가 1시간에 16번 가량 된다는 사실은 그 위험성을 더

록 급격한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긴 싸움이 되어서

해 준다. 주목할 점은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물체에 남아 있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있다 하지만, 사회와 가

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하철 손잡이와 플라스틱

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

카드 손잡이에 최대 3일, 택배 상자와 같은 두꺼운 종이에는 최대 1

로 확산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무

일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편의점 등에서 자주 접

엇보다 온라인 수업 후 문을 연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우리

하는 유리문의 경우 길게는 4일까지도 위험한 수준이다. 따라서 사

아이들이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청소년 시기에 마스크를 끼고 힘들게

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매우 중요한 방역의 한 방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학교에서 수업

편이 된다.

을 받고 있고, 홀로 먹는 밥에 준하는 급식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 -Sciencetimes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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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내야 할 미래의 새싹들이 지키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어른들
이 더욱 잘 지켜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거리는 두지만, 모두가 서
로를 격려하는 마음의 나눔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 ” 하면서 마음속으로나마 크게 외쳐보길 권장한다.

“예술과 과학” 새로운 기회를 맞을 가능성을 엿본다
많은 산업이 침체되어 힘들지만 그 중 특히 예술계 사정이 더욱 좋지

출처: ©케티이미지
“예술과 과학, 코로나 19가 새로운 기회” -Sciencetimes 재인용

않아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등은
잠정 휴업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전환
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
은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유튜브에서 아카이브형태로 자신
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소개하는 내용들이 종종 소개되었다. 과학
적으로 접근하면 이전과는 새로운 관람 문화가 오히려 대중문화를 확
산시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지난 5월 29일 ‘2020 온라인 과학축제-사이언스토크쇼’에서는 국
출처: “예술과 과학, 코로나 19가 새로운 기회” -Sciencetimes 재인용

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이 나와 “침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달라질 ‘변화’에 주목해야한
다”고 강조 하였다. 이날 연사로 나온 미디어아티스트 반성훈 KAIST

인 관람으로 전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관람 방

박사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개발 및

식의 변화는 이제까지 깨지 못했던 관성을 벗어나 예술계가 새로운

이를 이용한 예술적 표현방식을 연구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코

소개했다. 또한 함께 참가한 이정섭 KAIST 박사는 “새로운 기술을 이

로나-19 사태가 최근 온라인 개관을 통해서 미술계에 새로운 기회가

용한 실험적인 공연 작품 제작을 실제 안무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된 것처럼, 이전에는 당연히 예술 공간에 사람들이 직접 와서 경험해

밝혔다. 가수 박새별 씨는 KAIST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앨

야 한다는 인식이 전환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술계가

범 작업에 인공지능 과학기술을 음악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

많이 잃어버린 기회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

다고 소개했다.

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될 수 있는 기회도 있

이들은 기존의 생각을 깨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포스트코로나

는 것 같다. 문화, 종교, 예술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렵고 힘

시대의 예술계에 대해 전망했다. 현재 공연 및 전시들이 축소 폐지되

들지만 바꿔 말하면 새롭게 도전할 내용이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면서 예술계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향후 몇 년

낼 수도 있다. 이점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

간 지속되거나 최악의 경우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로운 장르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고 점쳐본다.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운데 공연예술계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을 찾아야 한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지만, 수백 년

는 말이 나온다. 온라인을 이용한 Virtual 예술 관람 방식을 한 예로

전부터 과학과 예술은 접목되어 왔고 그 대표적 예가 19세기 인상주

들 수 있다. 공연장은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매우 취

의 화가들에서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인상주의는 서양 근대 미

약한 편이라서 대학의 비대면 화상강의처럼 무용 공연도 가상 온라

술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미술 사조이다. 인상파 화가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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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 밖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채건
호 박사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유화물감이 ‘튜브’라는 기술을 통
해 시장에 등장했고 화가들은 이전에 자신의 기억에 의해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
다”며 “자연을 보면서 포착한 인상을 화폭에 담아내게 되었고 인상
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발전하게 된 것” 이라고 언급했다. 최
근 예술계도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는 것이 큰 화두로 꼽힌다. AI의
등장으로 예술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한
영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융합한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 음악작업을 하는 가수 박새별 씨는 “인간이 하는
것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예술가

출처: ©deepdreamgenerator.com/ 고호의 그림을 재해석한 AI의 그림
“예술과 과학, 코로나 19가 새로운 기회” -Sciencetimes 재인용

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창조성이나 예술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성을 찾아가게 될 것”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고온에서 증식률이 높아지는 살모넬라균, 콜레

라고 전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는

라균의 창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긍정

정에서 벌어지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는 감염병의 확산과 직결

적인 측면에서 예술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르네상스 시

된다.

대에 화가들은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그릴 것인가를 연구했다. 하지

에이즈바이러스, 신종플루, 에볼라 등 최근 80년간 발생한 전염병

만 사진기가 발명되고 사진이 나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

의 대부분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그중에서도 70%가 서식지를 잃

꼈다. 오히려 사진이 나옴으로써 화가들은 기계(사진기나 복사기)와

고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온 야생동물이 옮긴 것이다. 한 마디로

는 다른 차별화를 위해 화법을 개발하고 바꾸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

야생동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농장에 가

다. 즉 과학기술이 인상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다. 예술가

깝게 이동하면서,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영역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걸

지난 1998~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해 100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져감과 동시에 그것들이 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

신종 뇌염 바이러스 니파(Nipah)이다. 이 바이러스의 숙주였던 과일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한다.

박쥐가 사람과 접촉하게 된 이유는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 그
로 인해 양돈농장에 침입하게 된 과일박쥐가 돼지를 감염시키고 잇

“맺음말”

달아 사람까지 감염시킨 것이다. 김 회장은 이에 더해 생산량 증대를

1. 기후변화가 주는 영향도 크다

목표로 한 집단 사육 환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다. “보편화된 대규모

최근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회장(김명자)은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공장식 축산 환경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고, 가축끼리 주고

도 연관 된다”라는 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받다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 발생의 확률을

있는 글로벌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회가

높이고 있다. 비좁은 사육장과 비위생적인 도축 그리고 무분별한 유

아닌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리스크는 “기

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동물에게서 나온 병균과 바이러스가 서

후변화, 자원위기, 환경오염, 보건안보, 빈부격차” 등 이라고 역설했

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 훨씬 강력해지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 “기후 위기가 깊어지는 한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출현하게 될 것
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병원체의 변종 가능성이 늘어나고, 시간

2.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환경

이 지나면서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병원체가 진화할 확률도

그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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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케티이미지
“코로나 19 창궐, 기후변화와도 연관된다” -Sciencetimes 재인용

출처: ©케티이미지
“코로나 19 창궐, 기후변화와도 연관된다” -Sciencetimes 재인용

는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를 불러온다. 오늘날 지구 일촌시대로 세

데믹과 문명’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한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팬데믹

계화, 도시화,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고령화, 초연결의 세상은 바이

과의 투쟁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는 과정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필

러스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로서는 별 수 없는

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

산업화의 결과이며 위기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여행이 보편

를 찾고자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어쩌면 너무나

화되면서 바이러스는 비자도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반면 전염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김 회장의 주장과 필자의 의견은 이점

병이 유행하면 국가마다 병원체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봉쇄

에서 매우 일치 한다. “궁극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문명의 위기에서

정책을 쓰게 되고, 그에 정비례해서 경제 충격과 침체의 골이 깊어지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게 된다. 역사적 사례분석에 의하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다시 살펴보고 짚어보는 작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명

1/3은 감염병 확산이 원인이고, 2/3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에 기인

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로운 가치를 갖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전모델과 자연과 인류의

또 하나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불평등이다. 보건인프라는 물

공존을 위한 환경에 대한 각별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

론이고, 경제적, 제도적 수준에 따라 질병이 끼치는 피해에는 큰 차

래본다.

이를 보인다. 그는 “말라리아와 설사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은
영양실조와 겹쳐있고, 특히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서 더 심각합니
다. 저개발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이 특지이고, 한 국
가 내에서도 빈곤층과 고령층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사태는 필연

* 위의 글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K-Light 정책팀이 인용하여 재구
성 한 것임을 공지 드립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아래의 원 자료
에 있음.
- “예술과 과학, 코로나 19가 새로운 기회” 2020. 06. 17. Sciencetimes 재

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김 회장은 “이들 전염병의 위
협으로 찬란한 문명이 소멸에 이르는 등 격변을 거치며 인류는 오늘

인용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토크쇼(4)-나는 과학으로 예술
한다. 2020. 05. 04. 김은영 객원기자
- “코비드-19 창궐, 기후변화와도 연관된다” 2020. 06. 17. Sciencetimes 재인용

의 보건안보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문명사 속의 전염병과의 투쟁을
책으로 정리해서 출간했다. 어찌 보면, 인류 문명사는 한 마디로 ‘전
명병과의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신

[인터뷰] 김명자 (사) 서울국제포럼 회장(1) 2020. 06. 17. 김청한 객원 기자
-“코로나-19, 온라인 과학 콘텐츠로 극복하자” 2020. 06. 17. Sciencetimes
재인용 [사이언스올, AR 교육부터 실험영상까지...다양한 재료제공]
2020. 03. 19. 김청한 객원기자

종 감염병이 출현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문명이 소멸하는 등 팬데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2020. 06. 17. Sciencetimes 재

믹과 문명의 관계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다. 이번 코로나-19 바이

인용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클래스(1) 우창윤내과 전문의
2020. 04. 08. 김청한 객원기자

러스도 그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이 이번 ‘팬

009

LIGHT PULSE / 디스플레이 서브 픽셀 용 전자식 초박막 가변 초점 렌즈

디스플레이 서브 픽셀 용
전자식 초박막 가변 초점 렌즈
최근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초점을 가변할 수 있는
13nm 두께의 초박막 렌즈 기술이 소개되었다.
작은 면적으로 인해,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서브 픽셀에 적용될 수 있어서 안경이 필요 없는
3D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시각화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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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Springer Nature: Light: Science and Applications 9 98 (2020)

최근 연세대학교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그래핀 초박막렌즈는 활모양의 그래핀 리본
(arc graphene ribbon)으로 구성된 Fresnel zone plate (FZP)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핀 리본은 빛을 투과시키
지 않으므로 그래핀 리본 사이로 투과한 빛이 회절되고 간섭하여, 그래핀 FZP는 특정한 초점 거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초점 거리는 리본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핀 리본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래핀 리본의 가장자
리에 전자 혹은 전공이 모이고, 이때 전자 혹은 전공이 집중된 곳은 광 투과도가 높아져 빛이 통과하게 된다. 그 결
과 빛을 투과시키는 그래핀 리본 사이의 폭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초점거리가 달라지게 된다. 제안된 그래
핀 FZP렌즈는 서브 픽셀별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면적을 갖고 있다.

전압에 따라 광투과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살펴보면, 그래핀은 밴드갭이 없는 밴드구조(band structure)를 갖고
있는데, 접압을 가해 전자 혹은 전공을 주입하여 페르미 에너지 준위(Fermi energy level; EF)를 위쪽으로 혹은 아
래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전자 혹은 전공(hole)이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 밴드의 전자는 외부에서 입
사한 광자(photon)를 흡수하여 위쪽 밴드로 이동하고, 그 결과 그래핀은 낮은 투과도를 갖는다. 반면, 전자 혹은
전공의 주입으로 변화한 페르미 에너지 준위값의 크기가 외부 주입 광자의 에너지의 절반보다 크게 되면, 전자가
interband transition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래핀의 광 투과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Light: Science & Applications (2020)9:98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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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상시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으로
글로벌 마케팅 수출지원 강화
- 올해 12월까지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다자간 회상회의 지원
- 24시간 온라인 수출상담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상시 활용지원
- 현지 15개국 24개소 해외마케팅센터를 활용한 유망바이어 매칭 상담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해 상시 온라인

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상담 실시로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코로나 19로 당분간 기존 전통적 대면 접촉을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6일 당초 8월26~28일 서울코엑스에서 2020

기반으로 하는 해외 판로개척이 어려운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해 광융합기업 대상 수출상담을 진

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물류비’, 수출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담

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상시

보하는 ‘수출보험료’, ‘해외 홍보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더욱

온라인 수출상담을 실시해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

강화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오는 11월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20개 업체·기관, 200개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올해 12월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기업 수요에

부스 규모로’2020 국제광융합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전시

따라 한국광산업진흥회 직원이 통역을 담당해 국내기업과 해외바이

회 기간동안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질 계약성과를 도출할 예

어 간 상담을 지원한다. 영어 이외 외국어는 사전 통역원 신청접수를

정이다.

받아 전문통역원을 배정해 기업제품과 기술을 습득한 후 상담진행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융합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진출의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기업의 글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 온라인 수출상담 종

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해외진출을 적

합상황실을 구축하여 국내기업 방문시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

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한다. 종합상황실은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 공간을 활용하여 24시
간 직원이 상주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5개국 24개소 해외마케팅센터를 구축·운영하
고 있으며 국내기업 300개사, 해외 400명의 바이어 모집을 목표로
해외마케팅센터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자체 발굴한 바이어 참여
로 국내기업과 상시 상담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센터는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3), 캐나다, 페루,
러시아, 독일(2), 체코,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인도(4), 일본, 태국
(2), 베트남(2),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2), 말레이시아 등이다.
미국(동부)·인도 바이어는 광ICT 분야, 러시아·베트남·일본·페루 바
이어는 광융합조명 분야, 캐나다·볼리비아 바이어는 광의료 분야 국
내 기업들을 집중 상담하여 국내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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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코로나19 여파
광융합기업 비대면 마케팅 지원 강화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광융합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브로슈어, 기업 소개 및 제품을 2분 내외의 고해상도 동영상으로 만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든다.

진흥회는 대면 접촉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

진흥회는 또 코로나19로 해외 유망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의

융합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

마케팅을 위해 수출에 필요한 해외물류비, 수출보험료, 전시회 영상

그 등을 제작하는 ‘글로벌홍보체계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콘텐츠 제작에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해 1억원 보다 늘어난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
씩 지원한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지역 광융
합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진출의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의 글로

외국어 홈페이지 분야는 기존 국문홈페이지를 영문홈페이지로 번

벌 진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지원을 함

역하거나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에게 신규로 PC 및 모바일용으로 제

으로써 위축된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해준다. 또 해외바이어에게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와

LG이노텍, “자동차 램프,
넥슬라이드가 예술작품으로 바꿔놨죠!”
- 세계 최초 차량용 플렉시블 입체조명 ‘넥슬라이드-HD’로 자동차 조명 패러다임 바꿔
- 3D 입체 등 모든 조명 디자인 구현,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밝고 고른 조명 가능
- CES 2020에서 선보인 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 문의 이어져

올초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전시회 CES2020의 주요 화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도

두는 ‘모빌리티’(이동)였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와 비행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교통수단과 ICT,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산

LG이노텍은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2012년부터 차량용 조명 사

업이 결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 회사는 자동차의 첫 인상을 결정 짓는 후

특히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는 운송 공간에서 라이프스타일

미등(Rear), 방향지시등(Turn Signal), 주간주행등(DRL, Daytime

공간으로 진화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Running Lights) 조명 모듈 등 10여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차 성능은 물론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한층 뚜렷해지고 다양

특히 LG이노텍이 CES2020에서 선보인 ‘넥슬라이드-HD’ 제품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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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 관계자들의 높

※ 넥슬라이드(Nexlide)란? 차세대 광원의 의미를 담은 LG이노텍

은 관심을 받았다.

의 자동차 조명 브랜드로 다음을 뜻하는 ‘Next’와 빛의 ‘Lighting’, 기
기·장치의 ‘Device’를 합성해 만들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박형 A타

■ 불가능을 가능하게, 신제품 ‘넥슬라이드-HD’

입, 초박형에 입체감을 더한 3차원 형태의 C타입, 초슬림 라인조명 L

‘넥슬라이드-HD(NexlideHigh Definition)’는 LG이노텍이 지난해 8

타입, 패턴표현이 가능한 P타입, 플렉시블 입체조명 HD등이 있으며,

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플렉시블 입체조명모듈이다. 이 제품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은 한층 밝고 고른 빛을 내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밝기, 신뢰성, 높
은 가격 등으로 실제 자동차 외장 램프에 적용하기 어려운 OLED의

■ 차별화된 차량용 조명 기술 적용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넥슬라이드-HD’를 비롯한 ‘넥슬라이드’ 제품은 모두 LG이노텍의 독

‘넥슬라이드-HD’는 일반 램프 조명에서는 볼 수 없는 선명하고 고

자 기술로 만들어진다. LG이노텍은 회로/방열/광학 기술을 융복합한

급스러운 색감과 3D 입체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차량용 면광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용 면광원 기술’은 넓은

CES2020 참가 고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면적에서도 하나의 매끄러운 면처럼 균일하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넥슬라이드-HD’에 주요 자동차 기업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하나다.

핵심 기술이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다.

는 ‘제2회 신기술(NET)’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련 특허도 400여개에

이 제품을 적용하면 직·곡선, 물결, 입체도형, 자동차 로고 등 다양한

이른다. 또한 전력 효율이 높고 수은을 포함하지 않는 LED를 광원으

디자인의 조명을 제작할 수 있다.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 일반 램프

로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조명 제품 대비 유연성을 2배 높여 구부림 등 변형이 자유롭고, 다양
한 각도와 모양에서도 끊김없이 매끄러운 빛을 내기 때문이다.

■ 넥슬라이드 주요 성과

또한 후미등은 물론 자동차 전면의 주간주행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LG이노텍은 국내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전세계 40여개국 62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 포지션등을 하나로 합친 모듈로도 제작이

개 차종에 넥슬라이드 제품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가능하다. 자동차 외장 램프는 안전상의 이유로 램프 위치에 따라 일
정 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넥슬라이드-HD’는 고광도 제품으

■ 차량용 조명시장 시장 전망 및 LG이노텍 향후 계획

로 자동차 모든 위치의 램프 광도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차량용 조명시장 규모)

예를 들어 주간주행등은 대낮에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400칸델라

시장조사기관 욜디벨롭먼트(Yole Development)에 따르면 차량용

(cd, 광원 밝기 단위)이상의 밝기가 요구되는데 ‘넥슬라이드-HD’는

조명시장은 2019년 304억 달러에서 2023년 373억 달러로 연평균

제품 최대 밝기를 650칸델라까지 끌어올렸다. 자동차 램프용 OLED

5.3%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확대되면서 차

제품의 경우 주간주행등에 필요한 최소 밝기를 낼 수 없으며, 시중에

량용 조명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LED가 아닌 일반 램프 조명은

적용된 일반 주간주행등 조명도 빛을 고르게 내지 못해 특정 위치에

발열,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전기차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

서는 일부 어둡게 보인다.

재 글로벌 차량 LED 조명 적용 비율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이 밖에도 ‘넥슬라이드-HD’를 자동차 외장 램프에 장착하면 일반 램

2024년7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 조명 두께의 30% 수준으로 램프를 슬림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

(차량용 조명 트렌드)

너렌즈 등 빛을 고르게 만드는 별도 부품이 필요 없어서다. 글로벌

자동차 조명은 점차 ‘디지털 라이팅(Digital Lighting)화’할 것으로 업

자동차 업체들의 컨셉트카 디자인이 점점 더 날렵해지고 슬림해지

계는 보고 있다. 즉 자동차 조명이 단순 신호 표시 역할을 넘어 사람

는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진다.

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발전한
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 후미등이 단순히 붉은색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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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뒷차에 ‘경고’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향후에는 애니메이션, 문자

LS(Lighting Solution, 라이팅솔루션)사업담당으로 조직을 강화했다.

등을 사용해 ‘STOP’, ‘SLOW’ 등의 의미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뿐만

또한 마케팅 조직을 사업 담당 직속으로 개편해 개발, 상품기획, 마

아니라 자동차 조명으로 도로 바닥에 글자를 비춰 뒷차 운전자가 볼

케팅의 시너지를 높여 나가고 있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Keeyoun Jang (차량LS일등사업추진TDR)고객의 안

또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운전자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자동

전과 니즈, 디자인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첨단 차량용 조명 제품

차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안에서 엔터테인

을 지속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

먼트, 휴식,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내부 조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

명도 더욱 스마트해진다. 예를 들어 독서, 취침, 영화관람 등 운전자

할 예정이다.

상태에 최적화된 조명 밝기, 색 등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LG이노텍 향후 계획)
LG이노텍은 자동차 조명시장 확대에 따라 차량용 조명사업을 더
욱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이노텍은 지난해 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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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센서로 혈관 막힌 곳 찾는다…
지오씨, 혈압 측정 시스템 개발
국내 대표적 광섬유 제조기업인 지오씨가 광센서를 활용한 혈관 내

지오씨 박인철 대표이사는 “이 시스템 개발로 심혈관계 의료기기 수

혈압측정 장치 개발에 성공, 관심을 끈다.

입대체 효과는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오씨는 2016년부터 연구 개발해 온 관상동맥 혈관 내 혈압측정
시스템(FFR Display System)의 제품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1일

2001년 설립된 지오씨는 광케이블제조 전문업체로 다양한 광케이

밝혔다.

블과 광기술 융합 광 응용 센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압력측정 센서를 단 광섬유를 혈관에 삽입, 협착 부위의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포르투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생산

혈압 차이를 확인해 막힌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기술이다.

거점을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시스 광케이블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원
자력발전소용,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 등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심혈관계 병변을 찾아내는 효능이 기존의 혈관 조영술을 통한 진단
기법에 비해 5배나 높다.

초소형 분광기, 광학식 수질 모니터링 센서, 혈관 내 혈압측정용 심
근분획혈류예비력(FFR)센서, 사물인터넷(IoT80) 대기환경 센서를

혈관 협착 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혈관 확장 스텐트 삽입 횟

개발했다.

수를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스텐트 삽입에 따른 시술 상 고통은 물론
의료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월드클래스300 기업, 첨단기술기업
으로 선정됐으며 연간 매출액의 약 75%를 수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

지오씨는 이 시스템의 핵심인 머리카락 3개 굵기의 압력측정 센서를
세계에서 6번째,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혈관 내 혈압 측정 센서 시스템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5억4천만달러로 평가되며, 2025년까지 연평균 10.5%의 성장을 보
일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과 협업해 인체모형 시험과 대동물(돼지) 전임
상 실험 등을 진행해왔다.

내년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지역 의료기기 인증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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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광학, “NASA와 우주용 렌즈 함께 만들죠”
- “광학렌즈로 세계시장 승부수” 고부가 우주용 렌즈 개발 주력
- 에어버스·인도 우주국에 통신위성 카메라 렌즈 등 공급

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광학전시회에 참석한 뒤 미래 먹거리로
우주광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1년 말 회사에 우주광학연구소
를 세워 기술 개발에 나섰다. 2013년 한국의 과학기술위성에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며 실적을 쌓았다. 해외로 눈을 돌려 5년 전부터 우주
기술력을 보유한 NASA와 함께 우주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를 제
조하고 있다. 레이저 광통신 부품인 비축비구면 미러를 실리콘과 탄
소 화합물인 실리콘카바이드(탄화규소)로 개발했고 이를 개량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도와의 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2년여 전부턴 인도우주국(ISRO)에 1m 이상의 대형 우주용 렌즈를
우주탐사선과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

공급하고 있다. 태양 감시카메라와 우주 감시카메라에 필요한 핵심

다. 우주 궤도에 올라가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압력과 온도 변화를 견

부품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입찰을 통해 유럽 에어버스가 주관하

디면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상에서보다 더 견고하면

는 통신위성에 레이저 통신용 광학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선정됐

서 정밀한 렌즈가 필수다.

다. 조 대표는 “우주광학에 기울인 투자가 올해부터 결실을 본다”며
“인도에서 올해 1000만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학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다.
그린광학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우주용 카메라에 들어

조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광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가는 렌즈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광학업체다.

국내에 단 하나뿐이던 광학 관련 학과(청주대 물리공학과)에 진학한
이유다. 졸업 후 일본계 광학회사에 들어갔다. 여기서 반도체와 디스

조현일 그린광학 대표는 “한국 광학산업의 미래가 우주에 달려 있

플레이 공정의 핵심 장비인 스테퍼와 극자외선(EUV) 노광설비 등을

다”고 강조했다. 정밀 광학렌즈가 필요한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하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지만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다 한국
업체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제품을 국산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999년 그린광학을 창

조 대표는 “지상에서 쓰는 카메라용 렌즈 가격은 100만원도 안 되지

업한 배경이다. 반도체 핵심 설비에 들어가는 광학부품을 제조하는

만 우주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용 렌즈는 열 배 이상 비싸다”며 “일반

데서 시작했다. 정교한 광학장비는 방위산업 무기에도 필수다. 국산

산업용 광학제품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우주광학에 뛰어들어야 하

지대공 유도 미사일에도 정밀 렌즈를 공급하며 회사를 키웠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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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 정도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국내 대표 기업에 제품

랜 기간 지연되고, 사고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되는 등 불운이 겹쳤

을 공급했다. 그 결과 2017년 매출은 39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 올 들어 우주광학 분야에서 매출이 나오며 실적이 반등했다. 올
상반기에만 2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예상이다.

위기가 찾아왔다. 이듬해부터 2년 동안 거래처의 신제품 출시가 오

카네비컴,‘라이다 센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공급 나선다
㈜카네비컴(대표이사 정종택)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개발

장서고 있다”며, “레이저를 이용하는 라이다(Lidar)뿐만 아니라 전파

업체에 라이다(Lidar) 센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다(Radar)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

보조장치란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음성으로 경고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선박, 도로교통시스템 등 앞으로 다양한 분야

안내를 해주고, 녹색 신호 시 신호가 켜졌음을 음성으로 안내해 보행

에서도 활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한편, 카네비컴은 해당 라이다의 개발과정에서 자동차융합기술
2017년 경찰청 표준지침이 개정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

원(JIAT, 원장 이성수)으로부터 LFT소재(Long Fiber reinforced

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횡

Thermoplastics, 열가소성수지를 장섬유로 강화한 고분자복합소재)

단보도를 이용할 때 사고 위험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를 이용한 자동차부품 제작 및 최적화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결과, 라

이번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카네비컴의 라이

이다의 케이스에 신소재를 적용하여 외산 제품에 비해 전자파 차폐

다는 4개의 채널을 이용해 영역 내 보행자의 유무뿐만 아니라 보행

성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각종 고전압 전기시스템

자의 이동 방향(진입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

및 5G 중계기 등의 각종 통신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인해 부

해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드는지, 반대로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별할

품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다. 카네비컴의 라

로 기대된다.

이다가 탑재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추후 다수공급자계약
(MAS)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각 수요기관들이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카네비컴 관계자는 “카네비컴은 이미 연간 35만대의 뷰게라
(VUGERA) 블랙박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롭기
로 유명한 자동차 분야의 품질경영 인증인 IATF 16949 인증을 획득
하고, SMT 라인을 포함한 생산 라인을 이미 확보하는 등 라이다 센
서의 양산 능력을 확보해 국내 라이다 센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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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움직임을 가장 빠르고
밝게 포착하는 ‘전자카메라’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영욱 박사팀이 세계에서 원자의 운동을 가
장 잘 포착하는 전자카메라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기존보다 원
자의 운동을 3배 이상 빠르면서 100배 이상 밝게 관측할 수 있
어서 향후 물성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
발한 전자카메라는 ‘초고속 전자회절 장치’라 부르는 장비로, 32
펨토초(10-15초)의 시간분해능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원자와
분자의 운동을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장비의 개발로 과학자들이 꿈꿔왔던 아토초(1018

초) 대역의 시간분해능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초고속 전자회절 기술을 활용해 지금은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원자 내 전자의 움직임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 중
의 하나가 분자 자극을 주는 레이저 펄스와 분자 구조를 측정하

사진1.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초고속 전자회절장치

는 전자빔 사이의 시간을 제어하는 문제이다. 두 빔이 시료에 도
달하는 시간이 정확하고 일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세한 주
변 환경의 변화로 매번 불규칙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원자력연
구원은 이러한 시간흔들림(jitter)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을 처음으로 구현했으며, 아토초 대역의 문턱인 수 펨토초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측정기술의 정밀도를 더 높이면 아토초 대
역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기태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로 초고속 분
자구조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빠르면 2021년
부터 해당 장치를 많은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
공해 국내 관련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밝
혔다.
이번 성과는 광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포토닉스 4월호에
게재됐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UCLA의 무스메치(Pietro

사진2. 분자구조 변화에 따른 촬영 결과(위) 및 촬영 모형(아래)

Muscumeci) 교수는 이번 호 해석기고를 통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빠른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
을 남겨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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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비선형 현상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나노구조 개발

그림. (a) 2차 조화파의 발생 기전. 방위각으로 편광된 1570 nm 파장의 빛( 로 표시)이 가운데의 나노실린더 구조에 입사되어 785 nm 파장의 2차 조화파(2
차 조화파의 측정 결과. 입사된 파장과 나노실린더 구조의 지름에 따라 측정된 2차 조화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

로 표시)로 변환되는 과정. (b) 2

비선형 광소자는 광센서, 광스위치로 개발되고 고속의 광통신 및

훨씬 간단하게 비선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처리 등에 응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질이 비선형성이 크

BIC 현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노실린더 구조를 ITO 물질이 코팅된

지 않고, 강한 세기의 입사 빛을 이용해야 하며, 위상정합(phase

유리 기판 위에 올려놓았다. 이 기판은 입사된 빛에 대해서만 거울로

matching)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비선형 변환 효율이 매우 낮

동작하여 빛과 나노실린더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하게 만

다는 문제가 있다.

든다. 또한 방위각으로 편광된 입사 빛을 이용해 측정함으로써, BIC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홍규 교수(극미세 나노선 광소자 창의연구

현상을 통해서만 비선형 효과가 발생하도록 실험을 디자인하였다

단)와 호주국립대 키브샤 교수의 국제공동연구팀은 나노구조를 이

(그림 a).

용하여 2차 조화파(second harmonic generation)의 비선형 변환 효

실험 결과, 나노실린더 구조에서 매우 강한 비선형 효과를 확인하였

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새로운 나노광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

다. 특히 나노실린더 구조를 통과하는 1570 nm의 빛을 그 절반인

은 고효율의 비선형 광소자를 구현하기 위해 빛을 작은 영역에 강하

785 nm 파장의 빛으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림 b). 편광 및

게 집속시키는 BIC (bound states in the continuum) 현상을 이용했

먼장 측정과 같은 체계적인 광학 실험과 새롭게 개발된 이론적인 분

다. 특히, BIC 현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노실린더 구조를 제작하고

석을 통해, 이러한 실험 결과가 BIC 현상에 의한 비선형 효과임을 확

이를 통해 빛의 색깔을 변환시키는 비선형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했다.

이번 연구는 유전체로 이루어진 단일 나노실린더 구조에서 빛을 매

BIC 현상은 공진기 안의 모드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멸 간섭을 통해

우 작은 영역에 집속시키는 BIC 현상을 최초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품위값이 매우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팀은 AlGaAs 비선형 물

관측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 현상을 이용한 비

질로 이루어진 나노실린더 구조를 지름의 크기는 약 930 nm로, 높

선형 나노광소자 역시 최초로 구현했는데, 비선형 변환 효율을 기존

이를 635 nm로 제작하여 BIC 현상을 최적화 하였다. 입사된 빛은 세

의 나노구조체보다 100배 이상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연구결과

기가 약하더라도 BIC 현상으로 인해 나노실린더 구조와 강하게 상

는 2020년 1월 Science 지에 게재됐다.

호작용한다. 또한 나노구조에서는 위상정합이 자동으로 만족되므로

020

K-LIGHT
July 2020

편광으로 제어되는 양자점 인공분자의
미세 에너지 구조 규명
양자점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태양전지와 같은 현대광기술에 쉽게

경우, 두 양자점이 수직이 아닌 수평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 역

접목될 수 있지만 양자정보통신과 같은 도전적 미래기술로서도 많

시 광학적 제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MBE 장치로 성장되는 전통적 반도체 양자

김광석 교수 공동연구팀은 쌍극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양자

점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인공원자”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원자 에

점 인공분자는 미세에너지 준위, 편광의존성, 선택률, 형광시간, 편

너지 준위의 분광학적 특성을 분석하며 진행된 후 공초점현미경

광의존성 모두 기존 양자점과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다는 것을 확

(confocal microscope) 장치와 HBT (Hanbury-Brown Twiss)가 실

인하였다. 또한 여기광의 편광방향을 바꿈으로 엑시톤과 바이엑시

험에 도입되어 하나의 양자점으로부터 단광자나 얽힘 단광자 쌍을

톤의 파동함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 미세 에너지 구조를 지니는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양자점을 결합시킨

양자상태를 광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여기 광의 편광방향이

“인공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양자제어기술이 제안되었고 유

양자점 결합방향과 나란한 경우, 두 개의 양자점에는 엑시톤과 국소

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직방향으로 결합된 양자점을 성장시켜 “인

엑시톤이 각각 존재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양자점의 엑시톤이 분

공분자”의 양자상태를 제어해 양자비트, 양자논리소자, 얽힘 광자쌍

자처럼 결합한 결합바이엑시톤을 형성한다. 각각의 엑시톤, 국소바

을 추출하는 연구가 한 때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자점이 수

이엑시톤, 결합엑시톤들은 양자 중첩상태의 미세준위를 지니고 있

직방향으로 결합되는 경우 제어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공간적 제약

으며 결합엑시톤이 두 개의 이종 엑시톤으로 분리되는 전이과정 또

이 존재하며 실제의 “인공분자”는 크기가 미세하게 다른 두 개의 양

한 양자제어의 많은 응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네

자점이 결합하고 있어 에너지 준위는 훨씬 복잡해진다. 또한, 전자와

이처> 출판사의 광학 분야 자매지 Light-Science and Applications

정공이 결합한 엑시톤, 두 엑시톤이 결합한 바이엑시톤까지 고려하

에 6월 11일 출판되었다.

는 경우 이론가들의 단순 모형에서 벗어난 여러가지 현상들이 추가
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광석 교수는 영남대 김종수 교수,
KIST 송진동 박사와 함께 수직 방향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결합된 양
자점 인공분자를 제작해 10 여 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명
물방울 성장(Droplet method) 기법을 활용할 경우 양자점의 모양과
크기의 정밀 제어가 용이해 마치 두 개의 왕릉이 결합된 경주 “황남
대총”을 나노스케일로 축소한 듯한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양
자점 사이의 거리가 10 nm 이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하가 에너지
장벽을 뚫고 지나가 결합하는 터널링방식이 아니라 전자-정공 쌍(엑
시톤)의 전기쌍극자들이 원격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쌍극자 간 상호작용은 쌍극자의 정렬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양자점을 여기시키는 빛의 편광 방향을 통해 두 양

그림. 선편광 방향이 양자점 인공분자의 결합방향에 나란한 경우(왼쪽 상하)와 수직인 경우
(우측 상하) 생성되는 바이엑시톤과 엑시톤의 에너지 준위와 광학적 전이 방식은 상이하게
다르다.

자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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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양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분자의 정렬이
광학 정상파에 의한 분자 산란에 미치는 영향

그림.(a) 비공명 광학 정상파에 의한 분자 산란 실험의 개략도. (b) 광학 정상파를 지나는 분자 경로 전사 모사. (c) 정상파를 지난 분자들의 속도 분포와 그 프로파일. 두 개의 이미지는 각각 실험
결과와 정렬 효과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단일 양자 상태를 갖는 분자의 표본은 기초 과학 연구에 폭넓게 이용

기는 분자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될 수 있다. 이형태체나 광학이성질체의 분리뿐만 아니라, 기체상에

연구팀은 정렬 효과를 고려했을 때(실선)와 그렇지 않을 때(점선)의

서의 X선이나 초고속 전자빔 회절, 고차조화파 발생, 혹은 개별 양자

분자 궤적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의 분자의 속

상태의 반응성 같은 다양한 연구들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

도변화를 설명하였다(그림1b). 분자가 정상파를 지날 때, 정렬 효과

지만 분자의 양자 상태를 골라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아직

때문에 유효 편극률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정상파를 지나는 분자의

전반적인 분자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양자 선택 방법은 개발되지 않

궤적 변화도 커진다. 그림 1c와 같이 실험 결과(회색 영역)는 정렬 효

았다.

과를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점선)보다 정렬 효과를 고려하여 계

조범석 교수 (UNIST 화학과) 연구팀은 레이저장(비공명 광학 정상

산한 시뮬레이션(실선)과 더 잘 일치한다.

파)을 지나는 분자의 회전 양자 상태가 다르면 정렬 정도가 달라지

실험 결과 및 분석으로부터 저온 분자빔과 움직이는 정상파를 적용

고, 최종적으로 운동궤적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비

하는 등의 실험 방법을 최적화 하면 서로 다른 회전 상태의 분자를

극성 분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상태 선택 방법 개발의 초석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단일

마련하였다.

양자 상태 분자 표본들은 다양한 후속 첨단 연구에 이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주 보며 진행하는, 선형 편광된 적외선(IR) 레이저

올해 4월 Science Advances 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UNIST 기초과

빔들로 비공명 광학 정상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회전 온도가 낮

학연구소 연구비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이

은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CS₂) 분자를 분산시켰다. 분산된

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글로벌박사양성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분자들을 탐침 레이저 빔을 통해 이온화하여, 정상파를 지나면서 생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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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이용한 광역학 치료로 비만 대사성 질환
치료 가능성 제안

그림. 내시경 광역학 치료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비만대사술의 개념

오늘날 위 크기를 줄이거나, 소장과 위 사이에 우회로를 만드는 비만

방 축적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K-세포를 광역

대사 수술(위 조절밴드 및 소매절제술, 루와이 위 우회술 등)이 실행

학 방법으로 조절하여서 비만 및 당뇨의 적인 GIP농도를 낮추기 위

되고 있다. 이는 수술에 대한 부담, 해부학적 장기구조 변화에 따른

한 연구를 진행했다.

부작용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술보다 쉽고 간단한 치료방

K-세포는 지방 및 탄수화물을 인식하기 위해 여러 수용체가 발현되

법으로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어 있는데, 연구팀은 이를 착안하여 지방산을 광응답제에 접합해 K-

하다.

세포 표적 광응답제를 설계했다. 비만 및 당뇨가 유도된 생쥐모델에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나건 교수 연구팀은 비

서 K-세포 표적 광응답제를 경구 투여했을 때, 비표적 광응답제에 비

만 환자의 지방 축적을 돕는 장 호르몬 GIP(Gastric inhibitory

해 십이지장에 약 3배 더 많이 축적되었다. 십이지장에 내시경을 통

polypeptide)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한 표적 광응답제를 개발했다.

해 빛을 조사하면, 광응답제에 의해 생성된 활성 산소는 K-세포를 사

GIP는 지방 및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 십이지장에 밀집된 K-세포가

멸시킨다. 20일간의 모니터링 결과, 혈장 내 GIP농도가 낮아지고, 몸

분비하며, K-세포 표적 사멸은 비만 및 당뇨 질환 완화에 긍정적인

무게 및 지방량이 감소하여 비만 및 당뇨 질환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

효과를 유도하게 된다.

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

기름진 음식에 의해 상부 소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아 다량의 GIP

구지원사업(중견연구, 기초연구실)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성과

를 분비하면, 하부 소장은 자극이 충분하지 못해 혈당조절에 중요한

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터리얼즈(Biomaterials)’에 게재되었다.

GLP-1을 분비하지 못한다. 또한, 정상 체중 사람에서 GIP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지만, 비만 환자의 경우 이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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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비선형 전기 편극세기를 증대할 수 있는
동물뼈 유사구조 초고비선형 광메타소재 개발
- 비선형 광학에서 60년 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거대비선형 광소재 개발
- 빛의 속도로 동작하는 인공 신경망, 초고속 광통신 소자 등 고효율의 작은 비선형 광소자 응용 기대

동물의 뼈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벽돌담과 비슷하게 보이는 구

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것은 그 증대 크기가 훨씬

조가 있다. 작고 단단한 미네랄 판이 부드러운 단백질 안에 층마다

향상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동일한 미시 비선형 전

서로 엇갈려 박혀있는 구조가 그것이다. 벽돌담에서 모르타르 자리

기 편극세기에서 시작해도 거시 비선형 전기 편극세기를 넓은 주파

에 물렁한 마시멜로나 고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그 구조를

수 대역에서 수 크기차수 이상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찾

보면 문득 의문이 들게 된다. “미네랄 판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힘

았다는 점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0년에 레이저가 발

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힘이 직접적으로 가해

명된 것은 인류 최초로 “강한 빛”을 만든 일로서 비선형 광학분야를

지는 물질은 단백질인데, 왜 뼈는 단백질처럼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

연 발명이었다면, 본 발명은 최초로 비선형 전기 편극세기가 증대

단할까?”

되는“강한 물질”을 만든 일로서, 앞으로는 약한 빛으로도 광대역에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신종화 교수와 장태용 박사과정 학생

서 비선형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이 주도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뼈가 그 구성성분인 단백질보다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견한 비선형성 증대원리는 광학 뿐만 아니

수천 배 단단할 수 있다는 역학적 원리와 유사한 수학적 원리로 광학

라 역학, 전자기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 다양한 물리 분야에도 적용

적 비선형성이 기존 물질 대비 수천에서 수십억 배 큰 신물질이 개발

할 수 있기에 그 폭넓은 응용이 기대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되었다. 비선형성이란 입력값과 출력값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성

지원을 받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

질이다. 광학에서 큰 비선형성을 확보하면, 빛의 속도로 동작하는 인

즈 피직스(Communications Physics)’ 5월 8일 字 온라인판에 게재

공 신경망, 초고속 통신용 광 스위치 등의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됐다. (논문명 : Mimicking bio-mechanical principles in photonic

기존에도 비선형성을 증대시키는 메타물질이나 양자우물 구조 등

metamaterials for giant broadband non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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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처럼 떼내고 접고 자를 수 있는 마이크로
LED패널 제조

그림. 박리·변형·재단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의 발광 사진. (a)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마이크로 막대 LED 어레이의 발광 사진. (b) 임의로 구기거나 얇은 모서리에 접어서 부착된 LED 패널의 발
광 사진. (c) LED 패널을 레고Ⓡ 미니 피규어 다리 형태에 맞게 가위로 재단 후 부착, 다양한 자세에서의 LED 발광 작동 사진.

기존의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는 단결정 웨이퍼

특성이 잘 유지되었으며, LED패널을 접거나 종이 구기듯 구겨도 전

상에 박막형태로 에피제조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면적에서 청색 면발광 작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LED패널을

서는 미세블레이드나 레이저로 작게 가공한 후에 유연한 기판에 배

떼어낸 사파이어 웨이퍼를 재사용하여 동일한 발광색, 강도 및 전기

열하여 부착하는 등의 복잡한 공정을 활용해야만 했다.

적 특성을 가지는 LED패널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

세종대학교 홍영준, 홍석륜 교수팀은 리모트 에피택시(remote

여 LED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이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epitaxy) 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이 코팅된 사파이어 웨이퍼에 결

있음을 입증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새로운 에피택시 방법을 이용

정학적으로 배향되어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LED를 수만개/cm2 밀

하여 대면적 유연 반도체 광원을 제조하는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을

도로 제조하였다. 그래핀이 LED 또는 웨이퍼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

인정받아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기 때문에 마이크로LED들을 패널 형태로 접착 테이프로 쉽게 떼어

Science)에서 발간하는 Science Advances지(IF=13.116)에 “Remote

낼 수 있었고, 가위로 재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구부러진 표면에도

heteroepitaxy of GaN microrod heterostructures for deformable

부착하여 작동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곡률반경 10 mm로 1,000

light-emitting diodes and wafer recycl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6월

회 이상의 반복적인 굽힘 조작에도 LED패널의 전기적 특성과 발광

3일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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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에 따라 스스로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

그림.(a) 금속-하이드로겔-금속 공진기 구조 및 공진기 두께에 따른 공진기 투과색 변화. (b) 제안된 공진기와 태양전지가 결합된 수분센서 및 모사장치. (c) 외부습도에 따른 센서 전류 변화.

햇빛의 강도에 따라 투과도가 변해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

있도록 설계하였다. 새로운 센서 플랫폼은 자연광, LED, 실내등에 관

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는 냉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로

계 없이 작동하여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전원이 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마철이나 한여름 바깥 습도에 따라 색이 변하

요 없으며, 필터의 색 변화에 따라 대략적인 습도도 알 수 있다는 특

는 창문은 어떨까? POSTECH 노준석 교수와 KAIST 기계공학과 박

징을 가지고 있다. 노준석 교수는 “본 센서의 습도감응 색 변환 특성

인규 교수 공동 연구팀이 키토산 기반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금속-

은 스마트 디스플레이 적용을, 자가발전 특징은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하이드로겔-금속 공진기 구조를 이용하여 수분가변형 컬러 필터를

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스마트 윈도우, 헬스 케

개발하고, 이를 태양전지와 결합하여 자가발전 수분센서를 구현하

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기반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는데 성공했다.

기대되며 IoT기술과 결합 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말

기존의 금속-유전체-금속 공진기에서는 한번 제작된 이후로 투과되

했다. 연구성과는 나노·광학분야 전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는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없어서 가변형 센서에 사용하기에는 어려

머터리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에 5월 4일 게재되었고,

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주변의 습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하는 키토산 하이드로겔을 금속-하이드로겔-금속 형태로 제작할 경
우, 주변 습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투과되는 빛의 공진 파장이 변하는
특성을 응용하여 수분 가변형 파장필터를 태양전지와 결합한 자가
발전 수분 센서를 개발하였다.
필터의 공진파장을 태양전지의 흡수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파장대와
겹치도록 하여, 주변 수분량에 따라 태양전지의 흡수량이 변하고, 이
변화가 시스템에 흐르는 전류변화로 이어져 주변 습도를 감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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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효율 진청색 인광OLED 개발
(a)

(b)

그림1.(a) 새로운 질소-헤테로 고리 카벤 기반 이리듐 복합체 분자구조, (b) 카벤 기반 이리듐 복합체를 이용하여 제작된 진청 인광OLED의 외부양자효율.

(a)

(b)

그림2.(a) 디바이스 에너지 다이어그램, (b) 도핑농도에 따른 전자 및 정공이동 모식도

OLED는 넓은 광시야각, 빠른 응답속도, 높은 발광특성 및 유연한

새로 개발된 카벤 기반 이리듐 복합체는 강한 MLCT(metal to ligand

소자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발광소자로 관심을 받

charge transfer)발광 특성을 확인하였다. 강한 MLCT발광 특성에도

고 있다. OLED는 형광 및 인광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불구하고 필름상태에서 극성 매질내 적색편이가 현상을 억제하여

형광의 경우 내부양자효율이 25% 달성이 가능한 반면에 인광의 경

NTSC 기준색상을 만족하였다. 또한 높은 도핑농도를 통하여 발광층

우 내부양자효율을 100%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전하균형을 유도 하였으며 농도소광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따라서 OLED는 형광물질에서 인광물질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높였다.

추세이다. 적색 및 녹색 인광OLED는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

청색 인광OLED의 경우 여전히 매우 낮은 효율, 낮은 휘도 및 NTSC

(IF=25.809, 논문명 :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xceeding

기준색상을 만족하지 않아 실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하기에 부

24% with CIEy Value of 0.08 using a Novel Carbene‐Based

적절하다.

Iridium Complex in Deep‐Blue Phosphorescent Organic Light‐

부산대학교 진성호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질소-헤테로 고리 카벤 기

Emitting Diodes)에 6월 9일자로 게재되었다.

반 이리듐 복합체를 이용한 고효율 진청색 인광OLED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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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광 상호 작용과 능동 광 파면 조작을 통한

고심도 광 이미징 기술
1. 서론

광학 이미징 깊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빛과 생체 조직의 상호

의·생명 이미징 기술은 사용하는 파동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빛은 생체 조직과 흡수와 산란 두 가지 상호

이 분류된다. X 선(X-ray)을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작용을 하는데, 이 중 이미징 깊이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은 산란 상

Tomography; CT),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호 작용이다. 흡수는 광 정보(혹은 에너지)가 손실되는 과정이며, 산

resonance tomography; MRI), 감마선을 사용하는 양전자 방출

란은 광 정보가 보존되지만 복잡하게 교란되는 과정이다. 이 때, 상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음향파(sound

호 작용의 빈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균 자유 경로(mean

wave)를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 빛을 이용하는 광학 이미징이 그 예

free path)가 있는데, 이는 서로 인접한 상호 작용 지점 사이의 행로

이다. 이 중에서 광학 이미징 기술은 1µm이하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

(travel length)의 길이로 정의된다. 생체 조직내에서 산란 평균 자유

지를 제공하며, 광자의 에너지가 생물 분자의 에너지 준위와 유사하

경로는 30 µm 내외이며 흡수 평균 자유 경로는 1,000~10,000 µm

여 풍부한 생화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사

이다[2]. 즉, 산란 상호 작용이 흡수 작용 보다 10~100배 가량 자주

성 피해로부터도 안전하기 때문에 의·생명 연구에서 필수적인 이미

일어남을 의미한다. 즉, 광학 이미징 깊이 문제의 원인은 광 정보의

징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실이 아닌 교란이며, 이는 교란된 정보를 해독(decoding)하거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광학 이미징은 관측 깊이(accessible depth)가

산란 과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미징 깊이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

생체 내에서 1mm이하로 제한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1].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대비도, 고해상도의 광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생체 조직 내에 회절

본문에서는 산란 제어 기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초음파-광 상

한계의 빛 초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산란 특성이 강한 생체 심

호 작용 기반의 능동 광 조작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산란 제

부 내에는 일반적인 렌즈로 빛 초점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

어의 근간이 되는 능동 광 조작기술을 소개하고, 초음파의 전파 특성

림 1).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광 현미경은 관측 대상(생체 조직)을 얇

과 빛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체 조직 내부 특정 지점의 광 정보를

게 잘라 시료를 만들어야하며, 따라서 인체를 직접 이미징하거나 살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기법-음향광학 기법, 광음향 기법-을 소개한

아있는 시료의 생체 현상을 직접 관측하는데에는 활용성이 제한되

다. 이어서, 초음파-광 상호 작용과 능동 광 조작 기술을 결합하여 생

어 왔다.

체 깊은 곳의 광 이미지를 얻거나 광 초점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하
고, 마지막으로 중적외선 기반의 분자 영상을 광음향 기법을 통해 고
해상도로 촬영하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능동 광 파면 조작 기술
능동 광 파면 조작 기술(complex wavefront shaping)은 공간 광 변
조기(spatial light modulator; SLM)를 이용하여 1000개 이상의 높
은 자유도로 광 파면을 조작하는 기술이다[3] [4] . 공간 광 변조기는
그림1. 생체 조직 내 광 이미징 깊이 한계. (a) 1mm이하의 얇은 생체 조직. 직진광이 주요
성분(직진광>>산란광)으로 초점 생성이 가능하다. (b) 두꺼운 생체조직. 산란광이 주요 성
분이라 초점이 생기지 않는다. 삽입도: 산란에 의한 파면 왜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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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의 각 픽셀에 전압을 조절하여 액정 분자의 방향이나 마이크로

는 광 파면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거울의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입사된 평면 광 파면을 원하는 광

구현되었다[5]. 공간 광 변조기의 한 픽셀에서 생체 조직 너머의 특

파면으로 조작한다. 공간 광 변조기 기술의 개발에 기반하여, 능동

정 점으로 진행되는 빛은 복소 평면의 위상자로 표현된다. 위상자의

광 파면 조작기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생체 내 다중 산란 현상을

크기과 각도는 각각 세기와 위상 기여를 의미한다. 공간 광 변조기

극복하고 광학 이미징 기술의 깊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

의 서로 다른 픽셀은 서로 다른 세기와 위상으로 기여하므로, 무작위

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적인 크기와 각도를 가지게되며(검은 화살표), 무작위 행보(random
walk)의 결과로 스페클 패턴 한 지점의 세기(빨간 화살표)가 결정된

2-1. 반복적(iterative) 광 파면 최적화 기술

다 (그림2a 아래). 무작위 행보에 의한 광학 장(optical field)의 앙상

능동 광 파면 조작 기술은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파면 왜

블 평균 진폭(amplitude)은 행보수, 즉 공간 광 변조기 픽셀 수(N)의

곡을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산란 극복에 활용된다. 산란매질을 투

제곱근 (√) 으로 결정된다.

과한 빛은 그 파면이 매우 복잡하게 왜곡된다 (그림1 삽입도). 파면의

반복적 최적화 방식은 공간 광 변조기 각 픽셀의 위상을 조절하여 복

왜곡은 빛의 위상이 지연된 결과인데, 산란 경로가 짧으면 위상 지연

소 평면 상에서 위상자의 방향을 정렬하여 한 지점에서 스페클 패턴

의 정도가 작고 산란경로가 길면 위상 지연의 정도는 커진다. 생체

의 세기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다(그림 2b 아래). 공간 광 변조기 각 픽

조직을 전파하는 빛은 무수히 많은 독립적인 산란 경로를 거치므로

셀의 위상을 하나씩 조절하여 세기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

무작위적인 위상 지연이 발생한다. 무작위적으로 위상이 지연된 빛

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위상자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광학장의

은 서로 중첩될 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며,

진폭은 N 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능동 광 파면 조작을 통해 최적화

그림2a의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스페클(Speckle) 패턴으로 관측된

된 지점의 세기(=진폭2)는 일반적인 스페클 패턴의 세기에 비해 N 배

다. 능동 광 파면 조작 기술의 핵심 원리는 공간광 변조기를 이용해

(=N2/(√ )2) 증가하게 된다. 이 때,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 수(N)는

산란 경로에 의한 위상 지연을 미리 보상한 파면을 입사하여 산란의

105-6개에 달하므로 광 초점의 대비도(=광 초점의 세기/주변부 스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그림2b).

클의 세기)도 역시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광파면 조작을 통한 산란 극복이 가능한 이유는 산란 매질이 빛을 매
순간 무작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미세 산란자들의 구
조와 배열에 따라 결정된(deterministic)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체 내부에서 산란자의 역할을 하는 세포와 세포내 구조의
배열은 시간에 따라 매우 빠르게 (<1 ms) 변하기 때문에 광 파면 최
적화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적 최적화 방식은 105-6개
의 많은 픽셀의 위상을 개별적으로 찾아야하는데 그 시간이 수시간
에서 수십시간이 걸리므로 생체 조직 적용에 난점을 가진다.

2-2. 광 위상 반전기술 (Optical phase conjugation)
광 위상 반전 기술은 광 파면 최적화 기술과 같은 원리인 선택적 보
그림2. 광 파면 조작 개념도. (a) 파면 조작을 하지 않은 평면파가 산란매질에 입사할 경우,
다중산란에 의한 무작위 위상 지연으로 스페클 패턴이 형성된다. (b) 파면조작을 통해 위상
지연을 미리 상쇄하여 초점 영역에서 위상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보강 간섭을 유도한 모습.

강 간섭으로 산란을 극복하지만, 최적화 광 파면을 측정을 통해 한
번에 찾는 방식을 이용하여 능동 광 파면 조작의 속도를 1,000배 이
상으로 크게 향상시킨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 위상 반전

같은 개념을 통해 생체 조직 너머에 광 초점을 생성한 최초의 연구

기술은 빛의 파면을 측정한 다음 반대의 위상으로 되돌리는 광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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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광 위상 반전 기술 개념도. 파면 기록과 재생 단계로 나뉜다.

술로, 1950-60년대에 제안된 이후 시간 역전 (time-reversed) 빔 생

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기반하여, 2000년대에 최초로 구현된 이후

성을 위한 기법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로 생체 조직의 산란 극복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7]. 또한, 앞서 언

산란 매질을 전파한 광학 장을

급하였듯 다중 산란을 극복한 최초의 연구인 반복 수행 방식과 달리

로 표현하면, 광 위상 반전을 통해 생성된 빔은 공간적으

산란 상쇄를 위한 파면의 모든 위상을 기록 단계에서 한번에 구할 수

로 위상이 반전이 되므로 모든 파동 벡터 k가 –k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 조직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으로 표현된다. 이는 시간이 역전된 빔

장점을 가진다.

E(r,-t) 과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광학 장 Re[EOPC (r,t)]=Re[E(r,-t)] 을
생성하므로 산란 매질에 반대로 입사 되었을 때 산란 과정을 역으로

3. 초음파 기술와 광학 기술의 결합

거슬러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초음파 영상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는 1~100MHz의 주

광 위상 반전 기술의 구현은 파면 기록 단계(recording)와 재생 단

파수를 갖는다. 생체 조직은 물과 비슷한 역학적 특징을 가진다.

계(playback)로 나뉜다(그림3). 파면 기록 단계에서는 산란매질을

생체 조직내에서 초음파는 1,500m/s의 속도로 진행하고 파장은

지난 빛의 파면을 기록한다. 이 때, 빛의 위상과 세기를 특정해야므

15µm~1.5mm수준이다. 초음파는 연조직에서 1-10cm의 깊은 깊이

로 홀로그래피 기술이 이용된다. 홀로그래피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

까지 왜곡 없이 전파할 수 있고, 저주파 이용시에는 두개골도 투과

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아날로그 방식은 광 감응성 물질에 신호광

할 수 있다. 초음파는 이러한 투과 깊이 장점을 바탕으로 의료 진단

(signal beam)과 참조광(reference beam)의 간섭무늬를 기록하며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의 기계적인 특성(acoustic

[6],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phase stepping

impedance) 측정에 활용된다. 하지만, 물질의 생화학적 특성을 관찰

이나 off-axis holography를 이용해 빛의 파면을 측정한다. 재생 단

할 수 없고, 또한 해상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계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측정에서 사용된 참조광을 광 감응

초음파와 빛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면 초음파의 투과 깊이 장

성 물질에 반대로 입사시키면 위상 반전된 시간 역행 신호광이 발

점을 광학 이미징에 접목할 수 있다. 초음파는 두 가지 방식-음향광

생한다. 디지털 방식의 경우 측정한 빛의 위상을 반전시켜 공간 광

학(acousto-optic) 효과, 광음향(photo-acoustic) 효과-으로 빛과

변조기에 투영하여 참조광을 시간 역행 신호광으로 변형한다. 디지

상호 작용한다. 음향광학 효과는 초음파에 의해 빛의 주파수가 변

털 홀로그래피와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하는 광 위상 반전 기술을

조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광음향 효과는 빛 흡수에 의한 초음파 발

DOPC(Digital optical phase conjugation)라고 하며 아날로그 방식

생을 의미한다. 초음파-광 상호작용은 1990년 부터 의생명 이미징

에 반해 시간 역전 빔의 세기에 제한이 없고 파면에 추가적인 조작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광 파면 조작과는 별개로 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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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und modulated-optical tomography), PAT(photoacoustic

의해 회절된 빛은 주파수가 초음파 주파수만큼 변조된다.

tomography) 라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8].
초음파 초점에 의해 국소화된 상호작용은 생체 조직 내부에서 특정

4-1. 초음파 결합 광 위상 반전기술

위치의 빛 정보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광 파면 조작 기술을

초음파 결합 광 위상 반전기술 (Time-Reversed Ultrasonically

위한 가이드 스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천문학에서 대기에 의한 광

Encoded optical focusing) 기술은 초음파에 의한 빛 주파수 변조기

학 수차를 극복하기 위해 밝은 별을 가이드 스타로 설정하여 파면 왜

술과 빛의 위상을 반전시켜 지나온 경로로 되돌리는 광 위상 반전 기

곡을 보정하는데, 이와 같이 생체 내부에 특정 지점에 초음파 초첨

술이 융합된 기술로, 한번의 측정으로 생체 조직 내부의 특정 위치에

혹은 측정 복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광 파면 조작을 수행하는

빛 초점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10]. 일반적으로, 구현 방식은 (1) 생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체

체조직 내부 특정 위치에 초음파 초점을 형성, (2)단일모드 레이저

조직 내부에 대한 정보 없이 입사되는 모든 신호 광을 되돌리는 기존

광원 조사(f0), (3)생체조직을 지나 산란된 빛 중 초음파 초점을 지난

광 위상 반전 기술에 반해 생체 조직 내부에 특정 지점의 빛을 제어

빛 성분(f0+fus)의 위상 정보를 디지털 홀로그래피 방식으로 기록, (4)

하는 기술로써 생체 심부 이미징에 핵심 요소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초음파 초점을 지난 빛(f0+fus)의 위상 정보를 반전하여 초음파 초점
의 위치로 빛을 집속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4a).

4. 음향광학 기반 능동 광 파면 조작 기술

초음파 초점을 지난 빛만 구분하는 원리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맥

초음파는 생체 조직을 응축 또는 팽창시켜 굴절률을 변조하는 방식

놀이 현상(optical beating)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으로 빛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 압력에 의한 매질의 굴절률 변화를

생체조직을 통과한 신호광과 참조광의 간섭무늬를 기록하여, 평면

압광 효과라고 하는데, 굴절률 변조량은 압광계수와 압력의 곱, ∆n

파인 참조광에 대한 산란광의 상대적 위상 차이를 특정한다. 초음파

=

P으로 주어진다[9]. 압광계수(Piezo-optical constants)는 물질

변조된 광 성분 측정을 위해 홀로그래피에 사용되는 참조광을 음향

마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나는데, 생체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

광학 변조기를 통해 초음파 변조된 주파수(f0+fus)를 갖도록 설정한

-10

-1

의 경우 그 값이 1.466×10 Pa 이다.

다. 그 결과 주파수 변조가 되지 않은 빛(f0), 즉 초음파를 지나지 않

음향광학 기술의 핵심 장점은 초음파 초점을 지난 빛과 지나지 않은

은 빛은 참조광과 만났을 때 주파수 차이(fus)에 의한 맥놀이 현상이

빛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생체조직의 특정 위치에 초음파

발생하여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때 진동 속도는 초음파의 주

의 초점을 형성하면, 이 초점은 빛의 관점에서 볼 때 초음파의 주파

파수(fus)만큼 빠르므로 카메라의 셔터 시간(1ms 수준)동안 누적되었

수로 진동하는 회절판이 형성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초음파 초점에

을 때 간섭 무늬가 아닌 일정한 세기의 배경 신호로 나타난다. 반면

그림4. 초음파 결합 광 파면 조작 기술 개념도 및 형광 이미징 결과. (a)신호 광은 초음파 초점을 지나면서 초음파 주파수만큼 변조되어 선택적으로 기록된다. (b,c) 2.5mm 두께 생체 조직 내부
의 형광 표지된 암세포를 일반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b)와, 초음파 파면 조작 초점으로 스캔하여 관찰한 결과(c)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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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조된 신호 광(f0+fus)이 만드는 간섭 무늬는 시간에 따른 변
화가 없으므로 카메라 측정 이미지에 기록된다. 기록된 간섭 무늬로
부터 계산한 위상 정보는 반전된 후 공간 광 변조기에 투영되어 시간
역전 현상에 의해 초음파 초점 위치로 빛을 집속할 수 있다.
그림4b 와 c는 2.5mm 두께의 생체 조직 내부의 형광 표지 암세포를
각각 일반현미경과 초음파 초점 스캔 방식으로 이미징한 것이다. 동
일한 조건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일반 형광 현미경과 달
리, 초음파 초점을 이용하면 암세포의 위치와 크기 등을 특정할 수
있다.

4-2. 초음파를 이용한 산란광 차폐: 공간 게이팅(Spacegating)

그림5. 공간게이팅 개념도 및 이미징 결과. (a)녹색 실선은 직진광, 점선은 산란광을 나타내
는데, 산란광의 대부분은 초음파 초점(빨간색)으로 형성된 공간게이팅 영역을 지나가지 않
는다. (b)공간게이팅 현미경의 제브라피시 이미징 과정. (c, d) 일반 광학 현미경(c)과 공간
게이팅 현미경(d)을 이용해 관찰한 제브라피시 내부. 공간 게이팅 현미경을 사용하면 근육
중격(노란 점선), 근육-뼈 접합부(붉은 점선) 등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초음파 결합 광 위상 반전기술은 초음파 초점을 지난 산란광을 되돌
려 빛 초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산란광을 유의미한 신호로 다루는 기
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영상 해상도는 초음파 초점의 크기

새로운 게이팅 개념이다. 공간게이팅은 음향광학 변조를 위한 초음

(>30 μm)로 제한된다. 이에 반해, 공간게이팅 기술은 산란광을 이

파 발생기와 기존의 공초점 현미경을 결합한 형태로 구현된다. 산란

미지를 교란하는 잡음으로 다루는 기술로써 초음파-광 상호 작용을

광의 대부분은 초음파 초점을 지나지 못하는 반면, 직진광은 온전히

산란광 차폐에 활용한다. 따라서, 광학 회절 한계의 이상적인 해상도

주파수 변조를 겪으므로 초음파는 산란광 거름망의 역할을 할 수 있

(<1 μm)로 생체 심부 이미징을 가능케한다[11].

다. (그림5a). 공간게이팅을 이용했을 때, 산란매질의 두께가 산란 평

산란 매질을 진행하는 빛은 산란광과 직진광으로 나뉜다. 직진광은

균 자유경로보다 20배이상 큰 상황에서 산란광이 100배이상 감쇄

손상되지 않은 빛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산란광은 교란된 정보로써

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부화 후 30일된 제브라피시(열대어)를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산란 매질 내 진행 깊이가 깊어질수록 직진광

살아있는 상태로 이미징하여 척추 너머의 근육 조직을 광 회절한계

은 지수적으로 감쇄되고 산란광은 선형적으로 감쇄된다. 따라서, 생

인 1µm이하 수준의 해상도로 관측하는데 성공했다(그림5b-d).

체 심부에서는 산란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광학 회절 한계 이미징
은 생체 조직의 매우 얕은 깊이(~100 µm)로 그 활용 범위가 제한된

5. 광음향 기술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란광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게이

광음향 효과는 고에너지의 레이저 펄스가 광 흡수력이 높은 조직이

팅 기법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직진광과 산란광의 행로 차이를

나 입자에 전달되어 흡수되었을 때 흡수된 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간게이팅과 산란광의 편광 특성을 이용하는 편광 게이

전환되고 주변 매질의 열 팽창/수축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하는 현상

팅, 초점 조명을 한 영역의 신호만 관측하는 공초점 게이팅이 그 예

이다. 발생된 광음향 신호, 즉 초음파 신호는 산란의 영향을 크게 받

이다. 이러한 여러 게이팅 기법을 결합하여 산란 차폐 효과를 극대

지 않고 생체조직 외부로 전파되므로 이 신호를 초음파 수신기로 측

화하는 광결맞음단층 촬영 영상(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은

정하여 생체 내 광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광음향

비침습 의학 진단에 활용성이 가장 큰 의생명 광 기술로 자리 잡고

기술은 마치 카메라를 생체 내부에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고,

있다[12].

이를 광파면 조작의 피드백 신호로 사용할 수 있다.

공간게이팅 개념은 생체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산랑광을 차폐하는

5-1. 광음향 기술을 이용한 산란매질의 전파행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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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행렬은 산란 매질에 의한 빛의 세기와 위상의 변화를 기술하는

복소수 영역의 전파 행렬 측정을 위해 기준 광을 입력 광 모드와 함

데 사용되는 이론적 도구이다 [13]. 산란 매질은 빛을 선형적으로 교

께 입사한다. 기준 광과 입력 광 모드의 위상차에 따라 간섭 세기가

란하기 때문에 입사되는 광학 장과 출력되는 광학 장 사이의 세기,

삼각 함수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파 행렬의 위상 지연 성

out

in

위상 관계를 복소수 행렬 T로 표현할 수 있다: E =TE . 입력 벡터

분을 측정할 수 있다.

E ( n=1,…,N )와 출력 벡터 E

( m=1,…,M)는 입력 광학 장과 출력

최종적으로 구성된 전파 행렬과, 이를 이용해 빛 초점을 만든 결과가

광학 장을 독립적인 광 모드에 따라 이산화(discretize)한 것이다. 이

그림6 b와 c에 나타나 있다. 특정 출력 광 모드에 초점을 만들고 싶

때, 아래 첨자 n과 m 은 각각 n 번째 입력 광 모드와 m 번째 출력 광

다면, 그 출력 광 모드에 대응되는 모든 입력 광 모드들의 전파행렬

모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입력 광 모드는 공간 광 변조기의 픽

성분 위상을 반전한 파면을 공간 광 변조기에 투영해 광 파면을 조

셀 수와 같이 조작 가능한 자유도이고, 출력 광 모드는 카메라의 픽

작하면 된다. 전파 행렬 성분의 위상은 산란매질에 의한 위상 지연을

셀과 같이 관측 가능한 자유도이다. 따라서, 전파 행렬 T는 N x M 복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전시켜 입력하면, 광 위상 반전기의 원

소수 행렬이다. 전파 행렬 측정을 위해 입력 광 모드 제어는 산란 매

리와 마찬가지로, 산란 매질에 의해 위상 지연이 상쇄되므로 특정 출

질의 입력 표면에서 이루어지며, 출력 광 모드 측정은 산란 매질의

력 광 모드에 보강 간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 초점을 생성할 수

방출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파 행렬은 산란 매질 내부가

있다.

아닌 산란 매질 입력 표면, 출력 표면 사이의 광 전파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5-2. 비선형 광음향 신호를 이용한 파면 최적화

반면, 광음향 신호 측정이 카메라를 생체 내부에 배치하는 것과 같다

앞서 소개한 일반적인 광음향 기술은 빛의 세기에 광음향 신호가 비

는 성질을 이용하면 전파 행렬의 출력 광 모드를 생체 내부로 설정

례하는 선형 광음향 신호에 기반한다. 선형 광음향 신호를 이용해 파

할 수 있다[14]. Gigan 그룹은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하여 특정 입력

면을 최적화하면 빛을 초음파 측정 복셀(초음파 초점 영역)에 모을

광 모드를 입사하고 발생한 광음향 신호를 도착 시간에 따라 나누어

수 있지만 빛이 수많은 스페클로 분산되는 것은 막기 어렵다(그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생체 조직 외부 표면과 생체 조직 내부 영역

7b 중간 패널). 이는 초음파 초점의 크기 (수 십 µm)가 빛의 회절 한

사이의 전파 행렬을 측정하였다(그림 6a). 이 때, 광음향 신호의 도

계(<1 µm)보다 크고, 초음파 측정기는 초점 부피 내의 여러 스페클

착 시간은 생체 내 빛 흡수 지점의 깊이, 광음향 신호의 세기는 흡수

에 의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중첩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점에 도달한 빛의 양을 나타낸다. 광음향 신호는 세기 신호이므로,

Lihong Wang연구진은 이러한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선

그림6. 광음향 전파 행렬 개념도 및 광초점 생성 결과. (a) 광음향 전파 행렬 측정 원리. (b) 측정된 전파행렬. 가로축은 출력 광 모드(도달시간), 세로축은 입력 광 모드(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 번
호)이다. 밝기는 세기변조, 색은 위상 변조를 나타냄. (c) 출력 광 모드에 초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광 변조기의 위상 지도와 그에 따른 광음향 신호. 빨간색- 가장 가까운 출력 광 모드에 빛이
집중됨. 녹색- 가장 먼 출력 광 모드에 빛이 집중됨. 파란색- 평면 위상지도에 의한 신호로, 초점이 형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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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광음향 현상을 이용하였다[15]. 동일한 레이저 펄스 두 개를 짧은

용하여, 염색 등 표지 없이도 풍부한 화학 및 구조적 정보를 얻어낼

시간 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입사할 때, 첫 번째 펄스에 의한 광음향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진단 분야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물이 넓

신호 세기(V1)와 두번째 펄스에 의한 광음향 신호 세기(V2)의 차이

은 파장대의 중적외선을 비특이적으로 흡수하여 잡음이 발생하기

V2-V1은 그뤼나이젠(Grüneisen) 메모리 효과에 기반하여 레이저 펄

때문에 건조된 시료에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중적외선의 긴 파장으

2

스 에너지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V =V2-V1∝ E . 따라서, ∆V

로 인한 해상도 제한이 있었다.

를 비선형 광음향 신호라 한다 (그림 7a). 선형 광음향 신호는 총 에

일반적으로, 중적외선 현미경을 이용한 분자 영상 기법은 중적외선

너지가 많은 반점으로 분산되는 경우와, 한 초점으로 집속 되는 경우

의 흡수량 측정에 기반을 둔다. 한편, 이전 세션에서 소개한 비선형

모두 동일하지만, 비선형 광음향 신호는 동일 에너지가 집속되는 반

광음향 효과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중적외선 레이저 펄스와 자외선

점의 개수가 적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이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따

레이저 펄스가 이어질때도 발생한다. 먼저 중적외선 펄스로 특정 분

라서, 이러한 비선형 광음향 신호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광 파면을

자 진동 모드를 여기하고 이에 발생된 열이 두 번째 펄스인 자외선

제어하면 회절 한계의 크기를 가지는 반점으로 빛 에너지를 집속할

펄스의 광음향 신호의 크기를 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선형 광음

수 있다(그림 7b).

향 효과를 이용해 중적외선 현미경의 해상도 한계를 자외선 회절 한
계까지 향상 시킬 수 있다[16].

6. 고해상도 중적외선 분자 이미징 기술

자외선 기반의 중적외선 음향광 현미경(Ultraviolet-Localized MidIR Photoacoustic Microscopy; ULM-PAM)의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8a에서 보이듯 (1)단일 자외선 펄스를 이용해 첫번째 광
음향 신호 측정, (2)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중적외선 펄스를 보내고,
100-500ns후 자외선 펄스를 보내어 두번째 광음향 효과 신호를 측
정, (3)첫번째 광음향 신호과 두번째 광음향 신호의 세기를 비교하여
비선형 광음향 신호 특정. 부피당 중적외선 흡수가 클수록 두 신호의
세기 차이는 커진다. (4) 중적외선 초점과 자외선 초점을 동시에 스
캔 하는 방식으로 비선형 신호를 반복 측정하여 중적외선 흡수량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 정보를 얻는다(그림 8b). 그림8c는 지질과 단
백질에 대한 중적외선 현미경과 자외선 기반 중적외선 음향광 현미

그림7. 비선형 광음향 신호 기반의 광 초점 생성 기술. (a) 비선형 광음향 신호 발생 원리.
(b) 선형, 비선형 광음향 신호에 기반한 광 파면 조작의 결과. 비선형 신호 이용시에 광학 회
절 한계의 초점 하나로 빛이 집속된다.

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자외선 기반 중적외선 음향광 현미경 이미지
는 자외선의 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세포핵과 세포 구조체 등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은 물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물에 의

지금까지 광학 이미징의 산란극복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한편, 앞서

한 잡음 역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한 광음향 기술은 분자영상 기술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 활용될 수 있다. 분자영상은 분자의 진동 모드를 여기시키고 그에

7. 결론

따른 빛의 변화를 봄으로써 생체 내 특정 위치에서 분자의 조성을 특

생명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광학 이미징 기술은 산란

정하는 기술로, 정밀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기법이다.

에 의한 관측 깊이 한계 문제에 오랜 기간 봉착해 있다. 하지만, 본 기

분 자 영 상 기 법 중 하 나 인 중 적 외 선 현 미 경 ( M i d - i n f ra r e d

고에서 다루었듯 산란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빛 정보를 선형적으

microscopy)은 단백질과 지방, 핵산 등이 고유의 분자 결합 조성에

로 섞는 과정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제 능동 광 파면 조작 방식으로

따라 지문과 같이 고유한 중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이

산란의 과정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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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자외선 기반 중적외선 음향광 현미경의 원리 및 이미징 결과. (a)중적외선과 자외선 펄스에 의한 비선형 광음향 신호. (b)그림과 같은 정렬을 유지하며 표본을 스캔하며 이미징한다. (c)
기존 중적외선 현미경 이미지. 파란색은 지질, 녹색은 단백질. (d) (c)와 같은 영역에 대한 자외선 기반 중적외선 음향광 현미경 이미지. 자외선 기반의 음향광 이미지는 자외선의 해상도의 이미
지를 제공하여 세포핵(N)과 세포 구조체(T)등을 관찰할 수 있다.

파-광 상호 작용은 생체 내부 특정 지점으로부터 정보를 선택적으로

5. Vellekoop, I.M. and A.P. Mosk, Focusing coherent light through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생체 심부 특정 지점에서 산란을 다룰 수 있

opaque strongly scattering media . Optics Letters, 2007. 32(16):

는 자유도와 깊이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향후 초음파 회절한계

p. 2309-2311.

로 제한되는 해상도 문제를 극복하여 수cm이상의 깊이에서 1um이

6. Yaqoob, Z., et al., Optical phase conjugation for turbidity

하의 광학 해상도로 이미징하는 것, 더하여 질병의 표지자가 되는 분

suppression in biological samples . Nature photonics, 2008. 2(2):

자 지문을 얻는 것이 이 분야의 주요 연구 목표가 될 것이다.

p. 110.
7. Cui, M. and C. Yang, Implementation of a digital optic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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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광학을 이용한 생체조직 심부 이미징
1. 서 론

탄수화물, 핵산 등의 주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 성분들

거울을 통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아마도 방금 당신은

은 가시광선대역의 빛에 대해 투명하지만 미세하게 그 굴절률이 차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더

이가 난다. 특히 세포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과 이를 지지하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는 피부와 눈, 머리카락 등의

고 있는 지질막은 굴절률 차이가 약 0.2 정도로 매우 큰 편이다. 이와

얼굴 ‘표면’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같이 빛이 통과하는 경로에 굴절률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는 빛의 파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피부 대신에 얼굴 골격과 근육, 뇌 등을 바라

면, 즉 빛의 위상을 변조하여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된다. 우리가 렌즈

보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지는 않는 것일까? 이는 단순하게도 우리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설계한 빛의 파면 변조가 아닌, 예상할 수

가 그와 같은 경험을 일상 생활에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허나

없는 매질의 굴절률 차이의 분포 때문에 생기는 파면 변조를 우리는

만약 우리의 눈이 X-선 대역의 전자기파에 민감하고 우리를 둘러싸

광학 수차 혹은 파면 왜곡이라고 부른다.

고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 아닌 X-선이었다면 반대로 얼굴을 덮고 있

이러한 굴절률 차이가 여러번 무작위적으로 반복될 경우 발생하는

는 피부가 보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 내부의 골격을 바라보는 우리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유 한잔을 통해 확인할 수

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관찰’ 또

있다. 우유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투명한 액체 중 하나

는 ‘본다’는 것은 해당 물체에 대해 특정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분석

로 그 색깔이 하얗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유라 부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특정 물체가 해당 자극에 반응이

는 액체는 사실 물과 그 안에 떠다니는 기름(지질)의 혼합물이기 때

없다면 그 자극은 적합하지 않은 관찰도구가 될 것이다.

문이다. 물과 우유 지방 모두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지만 빛은 물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를 가하지 않고 관찰하

우유 지방의 경계면을 지날 때마다 그 방향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

기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가시광선 대역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

은 파면왜곡이 무수히 반복될 경우 빛의 최종 경로는 입사되었던 최

이다. 이는 생명의 진화와 관련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에 도

초 빛의 경로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을 띄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우

달하는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는 가시광선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

리는 복수산란이라고 칭한다. 우유 한잔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이와

문에 대부분 생명현상은 가시광선대역의 빛과 공존할 수 있다. 이러

같은 현상은 대부분 생체 조직에서 관찰 가능한 깊이 한계를 한정짓

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 동물의 눈 역시 가시광선대역 정보를 측정할

는 가장 큰 이유이다. 높은 해상도로 목표 물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수 있게 진화하였으며 현재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대부

해당 물체에서 반사 또는 발광한 빛의 정확한 세기와 위상 정보가 광

분의 정보 역시 시각을 통해 얻고 있다. 이처럼 빛(가시광선)은 생체
조직에 해는 거의 입히지 않는 반면 서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훌륭한 관찰도구로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허나 반대로 그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활발하기에 우리는 눈으로 얼
굴의 골격이 아닌 피부 표면까지만 관찰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빛
을 이용해 관찰 가능한 최대 ‘깊이 한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 파면왜곡과 복수산란
우리의 생체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은 대부분 물, 지질,

그림1. 물과 우유 지방은 둘 다 가시광산대역 빛에 대해 흡수가 거의 없지만 굴절률은 0.2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순수한 물 한 컵은 매우 투명하지만 물과 우유 지방의 혼합물
인 우유 한 컵은 매우 불투명하며 하얀 색을 나타낸다. 만약 순수한 우유 지방 덩어리를 만
들었다면 이 역시 투명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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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까지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허나 우유 잔 내부의 빛, 혹은

저 기술 적용이 빠르게 이루어졌다[3,4].

우유잔 너머의 빛은 여러번 산란된 후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적응광학이 특히 천문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

3차원 공간상 어느 위치에서 해당 빛이 출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유는 1990년대부터 보다 큰 구경의 대형 망원경들이 제작되었기 때

사라지게 된다.

문이다. 망원경의 해상도는 망원거울 혹은 렌즈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Keck 망원경의 경우 무려 10 m 직경

3. 적응광학의 시작

에 달하는 망원거울을 자랑한다. 헌데 이렇게 거대한 최첨단 망원거

파면왜곡에 의한 해상도 저하 문제는 비단 살아있는 생명을 이해하

울을 제작하더라도 대기외란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망원경의 물리

기 위한 바이오 이미징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

적인 직경이 아닌 Fried parameter라고 불리우는 대기외란 파라미

었던 문제다. 망원경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천체를 볼 때에는 지구

터로 해상도가 제한된다. 천문대가 설치되는 최적의 위치의 경우 일

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찰해야 한다. 이 경우 물과 기

반적으로 Fried parameter는 10 cm 에서 20 cm 정도에 불과하여

름만큼 굴절률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대기의 밀도 및 온도에 따라 공

10 m 크기의 Keck 망원경을 제작하더라도 적응광학 없이는 20 cm

기의 공간상 굴절률 분포 역시 차이가 나게 된다. 대기의 두께가 약

크기의 망원경과 비슷한 저해상도 영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500 km이므로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실질적인 대기외란은 100

다. 천문학자들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대기외

km 이내에서 거의 발생)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도 누적되어 대기 자

란의 문제가 없는 우주에까지 천문대를 짓게 되었다. Hubble 망원경

체에 의한 파면왜곡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 바로 이와 같은 우주 천문대이다. 허나 우주에 설치해야 하는 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천문학자 Horace W.

다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비용과 설계, 제작 난이도는 기하급

Babcock은 파면왜곡을 보정해줄 수 있는 적응광학의 개념을 1953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Hubble 망원경의 크기는 2.4 m 로 제한되

년 처음 제안했다[2]. 그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당 개념을

어 해상도 및 광수집 능력이 대기외란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제대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1970년대 초 냉전시대 중 미국이 소련

Keck 망원경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다 (물론 본 글의 주제와

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 향상과 감시위성 해상도 향상을 위해 적응

별개로 Keck 망원경은 대기의 흡수로 인해 자외선 및 적외선 영역에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적응광학 연구 초기에는 이처

대한 민감도는 Hubble보다 못하다.).

럼 미국의 국방분야에서 주로 연구개발이 계속 수행되었으나, 1990

이와 같은 문제는 대기외란에 의한 파면왜곡을 변형거울이라고 하

년대 초 미군이 적응광학기술을 공개한 이후에 천문학에서 가장 먼

는 광 파면제어 장비를 이용하여 보정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는 아이

그림2. Keck 망원경의 레이저 유도별 작동 모습과 적응광학 적용 전과 후 촬영된 천왕성의 모습. Keck 망원경의 적응광학 시스템 개념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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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는 간단하다. 대기외란에 의해 빛의 파면이 왜곡되었으므로 이

일반적으로 고출력 레이저를 추가로 사용하여 인위적인 레이저 유

와 정반대의 파면왜곡을 의도적으로 한번 더 가하게 된다면 두 왜곡

도별(laser guidestar)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파면왜곡을 측정하게

이 서로 정확히 상쇄되어 마치 대기외란이 없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

된다(그림 2). 해당 고출력 레이저는 대기의 중간층에 존재하는 나트

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대기에 의한 파면왜

륨의 형광을 여기하여 왜곡된 파면 측정을 위한 점광원, 혹은 ‘인조

곡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 정밀 파면 측정기가 추가적으로 필

별’을 만들게 된다.

요하다. 이처럼 파면왜곡을 측정하고, 이의 정반대의 파면왜곡을 의
도적으로 부여하여 파면왜곡을 보정하는 것, 그리고 이를 변화하는

4. 적응광학 생체조직 심부 이미징

대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적응’하는 광학계, 즉 ‘적응광

천문학에서 적응광학이 필수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을

학’을 구현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란 및 파면왜곡이 심한 살아있는

적응광학은 파면왜곡의 정확한 측정, 그리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정

동물의 내부를 비침습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밀 파면제어가 동시에 구현되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 이미징에서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크고 초점거

편이다. 특히 파면왜곡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리가 짧은 렌즈, 다시 말하면 개구수가 높은 대물렌즈를 사용하게 된

이는 관찰하고자하는 물체가 임의의 모양을 갖게 될 경우 빛의 파면

다. 이와 같은 고해상도 렌즈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촬영한다면 그

역시 변하기 때문에 해당 파면이 물체 자체의 모양으로 인해 나타난

성능을 십분 활용하여 빛의 파장에 대응하는 수백나노미터 수준의

파면인지 대기외란에 의해 왜곡된 파면인지 정보를 분리하기가 쉽

해상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허나 피부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세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에서는

포 소기관, 세포외기질 등의 불균일한 굴절률 분포로 인해 피부조직

그림3. (위) 안구전용 공초점 적응광학 현미경. Shack-Hartmann 센서 기반 직접적인 파면측정에 기반함. (아래) 적응광학 전과 후의 망막 영상. 확연한 신호 대 잡음비 및 해상도 향상 확인 가능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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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백 마이크론 정도 깊이 이상만 들어가더라도 일반 영상 기술만

는 달리 무수한 독립적인 거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변형 거울 각각의

으로는 급격한 해상도 저하가 야기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성능

독립적인 거울들은 앞뒤로 수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이동이 가

DSLR 카메라 및 접사렌즈로 얼굴을 근접촬영한다면 피부의 주름 하

능하여 각각의 거울들에서 반사된 빛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나하나, 모공 등은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근육층

수 있게 된다.

은 고해상도는 커녕 관찰 조차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오 이미징에서의 적응광학의 응용은 단순히 천문학에서의 연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 이미징 분야 역시 천문학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따라 병렬적인 발전을 이

에서 처음 개발된 적응광학 기술을 도입하여 그 장점을 배움과 동시

루어 왔다. 앞서 살펴본 망막 영상에서의 적응광학 역시 천문학에서

에 바이오 이미징의 특성에 맞춰 독립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와는 달리 파면 측정을 하는 동안 망막 넓은 영역에 걸쳐 레이저를
스캔하여 Shack Hartmann 센서에서 측정되는 파면의 정확도를 높

4.1 파면측정 적응광학

이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중요성은 적응 광학

바이오 이미징에서 적응광학의 가능성 및 임팩트를 제일 먼저 보인

을 다광자 현미경에 적용한 다음의 예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

곳은 안과 영상분야이다. 눈은 매우 특별한 장기로 타 생체기관과는

하다.

달리 외부 빛을 직접 측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눈의 대

천문학에서는 대기의 중간층의 연속적인 나트륨층이 있기에 관찰

부분은 투명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빛을 이용하여 관찰하기에 용이

하고자 하는 영역 주위에 어느 곳에던지 인조 레이저 유도별을 만들

한 특성을 갖고 있어, 안과 영상에서는 쉽게 망막까지 영상화할 수

기가 용이하다. 허나 바이오 이미징에서는 이와 같은 인조적인 유도

있는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허나 눈은 사람마다 그 모양도 다르

광원을 만들기가 어려워 관찰 대상이 되는 형광이 발현된 세포 자체

며 우리 눈의 렌즈는 사실 다양한 광학수차를 내포하고 있다(우리의

를 파면 왜곡 측정을 위한 beacon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 때 점광원

눈은 품질이 완벽한 영상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이와 같은 눈의 불

에 해당되는 국소적인 부분에서만 빛이 발생해야 하는데 다광자 현

완전함은 뇌에서 상당 부분 보완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

미경은 이와 같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광

상은 눈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된 빛 정보 뿐만 아니라 뇌에서 추가로

자 형광은 비선형 광학 현상으로 빛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형광

영상처리를 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왜곡을 거의 느끼

이 여기된다. 이 때문에 광초점의 정확한 위치에서만 형광이 여기되

지 못한다. 허나 안과진단을 위해 망막을 관찰해야 할 경우 우리는

고 해당 초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형광 빛이 거의 나지 않는다. 이

사람마다 다른 눈의 왜곡을 지나 고해상도 영상을 뇌에 의지하지 않

는 일반 형광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일반적인 형광에서는 빛이 닿

고 카메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구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는 모든 형광체 부위에서 형광이 여기된다.

특성으로 인해 망막의 광수용 세포들을 단일 세포 수준의 고해상도

Wang et al.은 이와 같은 다광자 형광 여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레

영상으로 관찰하는 것은 기존 영상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저 유도 광원을 생체조직 내에 만들고(형광세포 자체를 이용하

Roorda et al.은 이러한 상항을 타개하기 위해 안구 전용 공초점 현

여) Shack-Hartmann 파면 측정기를 이용하여 왜곡된 파면을 측정

미경에 적응광학을 도입하여 단일세포 수준 고해상도 광수용체 영

하였다[10]. 그 결과는 아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ack

상 구현이 가능함을 2002년에 선보여 바이오 이미징에서의 적응광

Hartmann 파면 측정기는 미세 렌즈 어레이와 카메라 센서의 결합

학의 중요성을 극명히 증명하였다[8]. 해당 시스템에서 적응광학의

된 형태로 파면의 방향을 센서에 측정되는 초점의 이동으로 측정하

구현부분은 천문학에서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였으나 이를 망원경이

게 된다. 허나 C elegans embryo를 통해 촬영된 왜곡 파면은 그 왜

아닌 공초점 현미경에 적용하는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였다. Shack-

곡 정도가 심해 미세 렌즈 어레이 하나하나에 단일 방향이 아닌 복잡

Hartmann 센서를 이용한 왜곡된 파면의 직접적인 측정을 구현하였

한 방향성을 나타나게 되어 Shack-Hartmann 센서에 스페클 형태의

으며 변형거울을 이용해 이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였다. 변형거울이

신호가 측정되어 정확한 왜곡 파면의 측정이 불가능한 신호를 얻게

란 광 파면제어 장비의 일종으로 단일면으로 이루어진 일반 거울과

된다 (그림 4b). 이 문제는 위 Roorda et al.가 구현하였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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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적응광학 다광자 현미경. (a) 적응광학 적용 전, 그리고 적응광학과 디컨볼루션 적용 후 zebrafish embryo영상 비교. (b) 파면 왜곡이 심해질수록 Shack-Hartmann 센서를 이용한 파면
측정이 부정확해짐. (c) 레이저 유도별의 평균을 이용해 이와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10].

극복이 가능한데 고정된 단일 위치에서만 레이저 유도별을 형성하
는게 아니라 관찰하고자 하는 보다 넓은 영역에 레이저 유도별을 순
차적으로 형성하여 그 평균적인 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4c). 이
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한 적응광학을 구현하게 되면 기존 관
찰 불가능했던 미세구조들을 생체조직 깊숙한 곳에서도 관찰 가능
해진다.

4.2 무센서(sensorless) 적응광학
천문학과 비교하여 바이오 이미징에서 적응광학을 구현하는 어려움
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대기외란보다 더 심한 파면왜곡을 다루게 된
그림5. 무센서 적응광학 구현을 위한 iterative 파면 측정 과정[11].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hack-Hartmann 센서로는 파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깊이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파면왜곡을 따로 측정
하기 위한 독립적인 센서가 필요 없는 방법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

자극과 반응의 대응 관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무센서 적응광학

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파면왜곡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과

의 경우 Shack-Hartmann 센서 등을 사용한 직접적인 파면 왜곡 측

구분하기 위해 무센서 적응광학이라고 부른다. 이들 방법들은 모두

정 방법들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적화

하나의 공통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파면 왜곡이 보정될수록 이

과정 없이 무작위적인 자극과 반응을 단순 반복 매핑한다면 하나의

미지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

파면 왜곡 지도를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허

르면 왜곡된 파면을 직접 측정하지 않더라도 파면제어 장비를 이용

나 다행히도 광학 수차를 기술하기에 적합한Zernike 모드가 알려져

하여 임의의 파면왜곡을 가하고 이에 대한 영상의 품질 변화 양상을

있어 파면 왜곡을 기술하기 위한 기저 모드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

관찰하면 왜곡된 파면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파면 제어장치

다. Zernike 다항식은 원모양의 공간분포 내 임의의 복소수 분포를

를 통해 가한 파면왜곡이 우연히 생체조직에 의한 왜곡의 반대였다

나타낼 수 있는 기저 모드들의 무한급수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의의

면 영상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 파면왜곡이 무

파면왜곡이 렌즈의 원형태의 개구에 나타난다면 이를 Zernike 모드

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의 무한급수로 항상 표현 가능하다. 무한급수의 모든 항들을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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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다개구 적응광학 시스템을 통한 대면적 파면왜곡 보정 이미징. 살아있는 마우스 뇌의 미세아교세포의 동역할을 관찰한 모습. 영상의 영역별로 서로 다른 독립적인 파면보정이 동시에 이
루어지고 있음[12].

한다면 무한히 많은 측정값이 필요하므로 Zernike 모드의 장점에 대

한 파면왜곡 보정 지도를 구해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Fix된 샘

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허나 다행히도 샘플의 두께, 비대칭성, 모양 등

플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각각의 영역마다 파면왜곡을 따로

으로 나타나는 광학수차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Zernike 저차 모드들

측정해주고 또 이에 대응되는 보정을 가해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에 집중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표적인 Zernike 저차 모드들의

살아있는 동물 내부의 동역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

값들만 정확히 구할 수 있다면 생체조직에 의한 파면왜곡을 꽤 정확

법은 부적합하다.

하게 보정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Park et al.은 이미지의 영역별로

이처럼 Shack-Hartmann 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에

서로 독립적인 파면왜곡을 동시에 측정 및 보정할 수 있는 다개구 적

더해 무센서 적응광학의 경우 파면 왜곡 센서가 따로 필요 없어 시스

응광학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2]. 일반적인 현미경 시스템은 해상도

템의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어 최근

가 극대화된 우리의 눈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눈울 생각

가장 많이 발전되고 있는 연구분야 중 하나다. 허나 순차적인 촬영을

해보면 물체를 바라 볼 때 한번에 하나의 목표 평면에 대해서만 초점

통해 하나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면왜곡 측정

을 맞출 수 있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면 혹

방식들에 비해 시간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큰 단점이 있다. 이와 같

은 모니터를 향해 손을 들어보자. 만약 손을 목표로 눈의 초점을 맞

은 단점은 특히 대면적 영상을 얻을 때 큰 한계로 작용한다. 생체 조

췄다면 지면 혹은 모니터의 글씨는 뿌옇게 초점이 안 맞을 것이다.

직은 그 내부 구성 분포가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의 파

반대로 지면 혹은 모니터를 목표로 초점을 맞춘다면 손이 뿌옇게 보

면왜곡을 보정해줄 수 있는 지도를 구하더라도 해당 지도가 다른 영

일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영상 시스템은 공통의 단일 렌즈 시스템

역의 파면왜곡을 보정해주지는 못한다(예를 들어 한사람의 피부의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영역 전체에 대해 같은 형태의 정보를 수

살짝 다른 영역들만 보더라도 영역마다 내부 세포 분포는 전혀 다르

집하게 된다. 허나 만약 이미지 영역별로 서로 다른 렌즈에 해당되는

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대면적 적응광학 영상을 구현하기 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한번에 목적에 맞는 설계대로 다양한 영상

해서는 목표 면적을 여러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마다 적합

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퓨리에 광학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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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다개구 광학 설계에 의해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영상 구현에서는 Zernike 모드로 파면을 분해하는 것의 이점이 사라

살아있는 마우스의 뇌의 적응광학 기반 대면적 활동영상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보통 파면제어 장비의 각 픽셀들을 독립적인 모드로 사

진다(그림6).

용하게 된다. 복수산란을 통한 파면제어와 적응광학의 현상론적 차
이 중 중요한 특징은 복수산란을 통한 파면제어의 경우 해상도 복원

4.3 파면제어 바이오 이미징

이 보통 해당 파면보정이 이루어진 초점 지점 근방에서만 유효하고

적응광학은 비단 저차 Zernike 모드들에 대한 보정으로만 국한되지

그 근처를 조금만 벗어나도 해당 파면 보정이 무효해진다는 점이다.

않는다. 보다 깊은 영역에 대한 영상을 목표로 하거나 산란이 특히

이는 복수산란이 심한 생체조직일수록 그 영역별 파면왜곡이 영역이

심한 생체조직을 통과하여 영상을 구현해야할 경우에는 파면왜곡이

조금만 차이나더라도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

더욱 심해져 복수산란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입사된

결하기 위해 최근 Park et al.은 파면제어 장비를 산란층에 광학적으

빛과 해당 목표 영역에 도달한 빛의 파면간의 상관관계가 사라져 저

로 위치시키면 파면제어 기반 보정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선

차 Zernike 모드 파면보정만으로는 해상도를 복원할 수 없다. 허나

보였다[13].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살아있는 마우스의 온전

이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일뿐 파면이 왜곡된다는 근본적 원리는 동

한 두개골을 통해서도 뇌세포 수준의 영상이 가능해진다 (그림 7).

일하므로 보다 정밀하게 파면 왜곡을 측정하여 복원해주기만 하면
된다. 보통 이 경우에는 관찰되는 현상들의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

5. 맺음말

어 적응광학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파면제어(wavefront

보다 정밀한 천체 관찰을 위해 시작되었던 적응광학 기술은 최근 그

shaping)라 칭하고 있다.

중요성으로 인해 바이오 이미징에서도 활발히 발전되고 있다. 10 m

파면제어의 작동 원리는 적응광학과 동일하지만 복수산란을 통한

구경의 Keck 망원경도 적응광학 없이는 대기외란에 의해 20 cm 구

그림7. 살아있는 마우스의 두개골을 통한 뇌세포 영상. (a) 일반 이광자 현미경을 통해 얻은 영상. (b) 파면제어 이광자 현미경을 통해 얻은 뇌세포 영상. 뉴런의 가지돌기가시까지 관찰 가능해
짐. (c) 복수산란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파면 측정 및 제어가 필수적임. (d) 성공적인 파면제어시 뼈를 통해서도 회절한계에 대응되는 해상도 복원 가능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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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망원경 수준의 해상도로 전락하고 만다. 이와 같은 문제를 원천

cfm?objectgroup_id=5287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에서는 Hubble 망원경처럼 우주로 망

[10] Wang, Kai, et al. "Rapid adaptive optical recovery of optimal

원경을 발사할 수도 있었다. 허나 2.4 m 구경의 Hubble 망원경을 성

resolution over large volumes." nature methods 11.6 (2014):

공적으로 제작, 발사 및 유지하는데 2010년까지 약 백억달러가 소요

625-628.

되었다고 한다[14]. 연구실 수준의 바이오 이미징 기술 개발에서는

[11] Žurauskas, Mantas, et al. "IsoSense: frequency enhanced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예산이 없을뿐더러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sensorless adaptive optics through structured illumination."

손상하지 않고 파면왜곡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

Optica 6.3 (2019): 370-379.

는다. 살아있는 생체조직의 생로병사를 훼손하지 않고 투명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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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리스 초소형 현미경 기술과 응용
1. 서 론

2. Chipscale Contact Microscopy

광학 현미경은 생물학, 의학, 반도체, 재료 과학의 연구에서 필수적

Contact imaging은 이미지 센서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인 실험기기이다.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명시야,

형태의 렌즈리스 이미징 기법이다. 시료를 이미지 센서와 접촉하고

위상차, 형광, 3차원 영상 등 여러 가지 기능과 형태의 이미징이 가능

빛을 조사하여 그 투과광을 센서에서 바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비파괴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생명과

얻어지는 raw 이미지는 센서의 픽셀에 의해 샘플링 된 것이므로, 픽

학이나 의학의 연구, 병리 진단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셀의 크기에 의해 공간적 aliasing이 발생하게 된다. 픽셀의 크기보다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을 결정하는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높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 이미지를 여러 장 사용하여 고분해능 이미

aperture, NA)는 대물렌즈 초점거리의 역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일

지를 구성하는 pixel super resolution (PSR) 기법을 적용 일반 현미

반적으로 초점거리가 짧은 고배율 렌즈를 사용할 때 높은 분해능을

경과 유사한 수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으나, 이때 높은 배율로 인해 관측 영역(field-of-view)이

PSR 복원 알고리즘은 물체를 픽셀보다 작은 거리 만큼 이동하며 얻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시료의 넓은 면적을 고분해능으로 관찰하려

은 여러 장의 저해상도 이미지의 정보를 합쳐 하나의 고해상도 이미

면 정밀한 스캐닝 스테이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미경의 비

지를 구성하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다. 픽셀의 크기에 의한 aliasing

용과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 실험실이 아닌 환경에서 활용이 제한된

에 의해 이미지의 분해능이 제한되었을 때, 물체를 픽셀 크기 보다

다. 저가의 소형 현미경으로 대면적의 시료를 고분해능으로 관측 할

작은 거리만큼 이동시키고 다시 촬영하게 되면 물체에 대한 새로운

수 있다면 의료 장비 사용이 어려운 현장 진료 환경에서 이미징 기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여러장의 이미지들

반 질병 진단이나, 현장 진단(point-of-care) 장비, 그리고 랩온어칩

을 물체의 움직임만큼 재이동시키고 더하는(shift-and-add) 연산을

(Lab-on-a-Chip) 시스템에서의 이미징과 검출을 효과적으로 수행

통해, 영상의 분해능을 향상 시키는 방식이다.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식을 렌즈리스 현미경에 적용해 높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현미경의 휴대성 한계나 공간-대역폭(space-bandwidth

시료나 시료의 그림자를 미세하게 이동시키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

product)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렌즈리스 계산 영상(lensless

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Optofluidic microscopy 기술은 이미지

computational imaging) 현미경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렌

센서에 미세 유체관을 결합하여, 시료를 미세유체관을 통해 이동시

즈리스 현미경은 시료를 통과한 빛을 렌즈 기반의 이미징 시스템 대

키며 여러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PSR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해능

신 빈 공간(free space)이나 미세 구조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

을 높인다. 액체 내에 분산된 시료를 유체관을 따라 흘리면서 연속적

고,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사용해 시료의 상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구

으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 소형화된 이미징 유세포분석기(flow

현된다. 비용이나 휴대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면서도 일반 현미경과

cytometry)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장치는 이미징의 처리속도

유사한 분해능의 달성이 가능하여 현장 진단이나 랩온어칩 기술과

(throughput)가 높아, 혈구 세포 스크리닝을 통한 말라리아 진단이

의 접목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나, 수인성 기생충 스크리닝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1, 2]

본 기고문에서는 렌즈리스 현미경 기술을 크게 네가지 분야

고정된 시료에 대해 광원을 움직여 얻은 여러 장의 그림자 이미지

(contact imaging, holographic microscopy, contact fluorescence,

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Subpixel perspective sweeping

and mask-based fluorescence microscopy)로 분류해 검토하고, 각

microscopy에서는 LED array를 사용하여 입사광의 각도를 변화시

기술의 원리와 응용분야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켜 시료의 그림자를 미세하게 이동시키고, 이에 PSR을 적용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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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컨택 이미징 방식의 렌즈리스 현미경 기술 (a) Optofluidic microscope (b) LED array를 사용한 Subpixel perspective sweeping microscope (c) 스마트 폰 카메라를 개조하여 구현한
chipscale 현미경. Reprinted from Refs. [1-4]

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센서 표면 위에 세포

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이로부터 시료의 상을 복원하는 기

를 배양하며 지속적으로 이미징을 하는 소형 현미경이 보고되었다.

술이다. 시료를 이미지 센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시키고 그 위로 레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mm2에 해당하는 이미지 센서의 전체 면적에

이저나 LED와 핀홀을 사용해 단색광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대한 현미경 영상을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다. 밀도가 낮은(Sparse) 시료에서, 시료에 의해 산란된 빛과 빈 공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한 휴대용 현미경도

을 통과한 빛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이미지 센서를 통해 측

개발이 가능하다. 실내조명이나 태양광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시료

정하면 회절 무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디지털 인라인 홀로그램

가 올라간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며 여러 장의 이

이라 부른다.

미지를 촬영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어, 휴대용 현미경으

이미지 복원 과정은 측정된 인라인 홀로그램 패턴에 푸리에 변환을

로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행하고 이를 free space에서의 전달 함수와 곱한 다음 역 푸리에

[4]

변환을 거치는 방식인 angular spectrum method를 사용한다. 홀로

Contact imaging의 핵심은 시료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

그램 패턴은 시료의 모양, 투과광의 세기, 위상, 진행 거리에 의해 결

이다. 샘플과 센서의 거리가 멀어 지면 회절에 의해 시료의 공간

정된다. 따라서 이미지 복원 과정에서 시료의 흡광도 차에 의한 명시

정보를 잃게 되므로 PSR방식으로 분해능을 향상할 수 없게 된다.

야 이미지와, 굴절률과 두께 차이에 의한 위상 이미지를 모두 얻을

Optofluidic microscope 이나, SPSM 방식에서 약 600nm의 광학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높이에 있는 시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분해능이 보고된 바 있다.

때문에 3차원 영상도 복원할 수 있다.
이미지의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는 홀로그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3. Digital Inline Holographic Microscopy

것이 중요하다. 렌즈리스 DIH에서는 측정된 홀로그램의 분해능이 센

디지털 인라인 홀로그래피(DIH)는 비접촉 형태의 렌즈리스 이미징

서의 픽셀 크기에 의해 제한되어 정밀한 복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방식으로, 시료에 coherent 조명을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회절 패턴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S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광원을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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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인라인 홀로그래피 방식의 렌즈리스 현미경 기술 (a, c) PSR 알고리즘을 통한 홀로그램 측정을 위해 여러개의 광원이나 z-stage를 사용하여 여러 장의 홀로그램을 촬영 (b) 4-μm 미터
크기의 비드의 홀로그램(왼쪽)과 복원된 이미지(가운데), 40x 현미경 이미지(오른쪽). (d) 자궁경부암 세포도말 검사 시료 (위) 유방암 조직 시료 (아래)의 홀로그래픽 현미경 및 일반 현미경 이
미지. Reprinted from Refs. [5-8]

며 촬영한 여러장의 홀로그램으로부터 픽셀 크기보다 높은 분해능

요하다. 그러나 필터층을 추가하게 되면 시료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의 홀로그램을 측정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또한 시료의 농도가 충

멀어지고, 이 거리로 인해 형광 이미지 뿐만 아니라 명시야 이미지의

분히 낮지 않으면 홀로그램 간의 간섭이 일어나서 이미지의 복원이

분해능이 낮아지게 된다.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간밀도가 높은(densely connected) 시료

렌즈리스 형광 현미경에서 필터에 의한 분해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

에 대해서는 여러 높이에서 측정한 홀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 계산

해 silo-filter image sensor 방식이 보고되었다. 여기광을 흡수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방출광을 통과시키는 필터층에 빛을 반사하는 금속 그리드를 추가

러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고성능의 하

하여 방출광을 이미지 센서의 픽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센서의 픽

드웨어가 수반되어야 한다.

셀을 필터층까지 확장한 구조로, 형광 이미징뿐만 아니라 필터의 투

광원, 시료, 이미지 센서 만으로 구성된 렌즈리스 DIH 현미경은 크기

과 영역대를 이용한 명시야 이미징도 가능하게 된다. 필터 위에 접촉

가 작아 휴대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말라리

된 시료에서 방출된 빛은 silo 필터를 통과하며 주변 픽셀로 빛은 퍼

아 진단을 위한 혈액 도말 검사나, 자궁경부 세포도말검사(pap test)

지지 못하고 하나의 픽셀로 모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은 형

등에 응용할 수 있고, 일반 광학 현미경과 유사한 광학 분해능이 보

광 영상은 이미지 센서 픽셀과 같은 크기의 분해능을 갖게 된다. 명

고되었다. [5]

시야 영상에서는 PS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픽셀보다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센서와 LED광원으로 이루어진 소형 현미경

4. Chipscale Fluorescence Microscopy

을 통해 라이브 세포 형광 이미징과 명시야 이미징이 동시에 가능하

형광 현미경은 생체 시료 내의 특정 물질이나 구조를 높은 contrast

다. [9]

로 관찰 할 수 있어 생물학이나 의학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렌즈리스 형광 현미경에서 픽셀 크기보다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

다.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에서는 고성능의 광 필터를 사용하여 여기

서는 구조조명이 필수적이다. 여기광을 공간적으로 제한하여 여러

광(excitation light)을 차단하고 형광 물질에서 방출된 빛만을 감지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취합하여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형

하게 된다. 이러한 형광 이미징을 렌즈리스의 형태로 구현 할 때도

광물질을 각각 구분할 수 있게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fluorescence

마찬가지로 시료와 센서 사이에 여기광을 차단할 필터 레이어가 필

optofluidic microscope은 시료 위에 fresnel zone plate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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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렌즈리스 형광 이미징 기법 (a) Silo-filter image sensor를 사용한 렌즈리스 형광 이미징 시스템의 모식도. (b) Silo-filter image sensor를 사용한 Live cell 명시야, 형광 이미지.
Reprinted from Ref. [9]

여 여기광 초점(focal spot) 어레이를 만들어 형광 신호를 공간적으

원과정의 복잡도를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11]

로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미세유체관을 이용해 시료가 다수

형광 필터와 마스크가 이미지 센서에 결합된 FlatScope은 0.2g의 무

의 초점을 통과하도록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시료의 형광 영상을 얻

게, 1mm의 두께, 2μm의 해상도, 그리고 40프레임의 출력 속도를

을 수 있다. 이때 분해능은 조명의 초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약 1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calibration이 필요하고, 계산이

μm 이하 분해능의 명시야 이미지와 형광 이미징이 동시에 가능함을

복잡하며, 형광물질에서는 미량의 빛이 발생하는데, 이 빛이 마스크

보였다. [10]

를 통과하면서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간 밀도가
높은 시료에 대한 이미징 가능성도 확인이 필요하다.

5. Mask-based Lensless Fluorescence Microscopy

빛 손실이 큰 amplitude 마스크 대신 위상 마스크를 사용하여 렌즈

비접촉, 렌즈리스 형태로 형광 이미지를 얻는 방식으로, 렌즈를 대신

리스 형광 이미징을 구현한 기술이 DiffuserCam이다. 이미지 센서

하여 빛을 공간적으로 변조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개발

가까이에 약한 산란 성질을 갖는 phase mask를 두고 시료에서 나오

되었다. 미세 패턴이 새겨진 amplitude mask나 phase mask를 사용

는 형광에 의한 이미지를 마스크의 전달 함수를 이용해 3차원 이미

하여 측정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시료의 상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지로 복원하는 방식이다. 점광원에 의한 빛이 phase mask를 통과하

FlatScope은 0과 1의 바이너리 격자 패턴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면 이미지 센서에 물결 모양의 상(caustic pattern)이 맺히게 되는데,

이미지 센서에서 약 수백 마이크로미터 위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획

이때 점광원의 위치에 따라 동일한 상이 이미지 센서상에서 이동하

득한 데이터를 마스크 패턴의 전달 함수를 사용하여 시료의 영상으

는 성질을 사용하여 합성곱의 모델로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로 복원하는 이미징 기법이다. 이때 복원과정에서의 계산의 용이성

점광원 거리가 변하면 패턴의 크기가 달라지는 성질을 사용하여 3차

을 위해 마스크의 2차원 전달 함수를 두 개의 1차원 함수로 분리할

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형광 시료에서 나온 빛은 위상 마스크를 통

수 있도록 마스크를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 복원을 위해서

과하며 시료의 3차원 구조에 따라 물결 패턴이 중첩된 이미지 형태

는 마스크의 전달함수를 미리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전달

로 센서에 기록되고 이에 마스크의 point spread function을 사용하

함수의 1차원 분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로와 세로 방향의 슬릿을 3

여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시료의 상을 복원한다. [12]

차원 공간에서 이동시키며 calibration 데이터를 측정한다. 점광원에

영상 복원 과정은 계산의 복잡도가 높고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하게

의한 point spread function을 마스크 패턴의 전달함수와 진행 거리

되는데, 이때 시료는 3차원 공간 내에서 sparse하다는 전제를 기반

에 의한 전달함수의 두 가지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복

으로 최적화 문제에 regularization을 적용하여 복원 성능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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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Coded aperture 기반의 렌즈리스 형광 이미징 기법 (FlatScope) (a) 형광 비드에 의한 point spread function을 두 개의 다른 전달 함수(open mask & close mask)로 분리하는 Texas
two-step model의 예시. (b) FlatScope의 복원 이미지. (c) FlatScope프로토타입. Reprinted from Ref. [11]

있다. 센서와 마스크 그리고 형광 필터가 결합한 3.5mm의 두께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7μm의 분해능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직 공간분해능의 성능이
부족하고 밀도가 높은 시료에 대해서는 분해능이 더욱 떨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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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울 때, 좌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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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환경의 변화, 부(富)의 재편 등은 코로나19 환경 하에서 자주 보는 단

피 하기에 해당 분야의 피해 또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들이다.
금방 진정될 것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 상황으

이렇듯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전통 산업

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

은 교역이 중단되고, 생산과 소비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침체를 겪

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 기업, 국민들까지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에

을 수 밖에 없었지만, IT기반의 테크놀리지 산업은 비대면 온라인 서

충분했다.

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활황을 누리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산업이 차지하던 지위가 바뀌는 것

지난 10여 년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은 물론 부(富)의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2%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009년 글로벌 Top 100 기업 중
에서 52개 기업만이 순위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48개 기업은 후순

가까운 국내의 상황만 들여다보더라도 불과 5년 전까지는 시가총액

위로 밀렸거나 도태되었다는 의미다.

상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SDS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2020년 7월 현재 기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

점차 고도화 되어가는 세상은 평상시에도 그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

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

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온 등이 새롭게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출 주도형

제조업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앞으로도 더 빠른 변화가 불가

제조업 기업보다는 테크놀리지,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급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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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시장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시장에서 투자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

이는 절대적인 부(富)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대로부

면서 개미들이 투자에 나섰던 모습 또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터 물려받은 운영방식 그대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

변화다.

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트렌드에 맞게 변신을 하지 않으면 금방 위기에 내몰릴 수

이런 개미들의 쌈짓돈이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동력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되었고, 단기간에 낙폭을 만회하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디딤
돌이 되었다는 점도 전례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위기는 위험이라는 리스크와 기회라는 찬스를 동반한다. 위기에 봉
착했을 때 리스크에 집중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

결과적으로 개미들의 투자 타이밍은 매우 적절했고, 각국의 재정정

한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기회를 얻으려면 미래에 대

책이나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도 심각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

한 세밀한 예측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확
산되는 양상이라 향후 동학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 투

워런 버핏은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욕심을 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기
를 내재적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코로나 정국에서 산 기간은 아직 6개월에 불과했지만 세상이 변하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장기투자하는 방식이다.

고, 산업이 변하고, 일상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지금까
지 경험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하지만 가치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던 그도 금년 상반기에만 60조 원

있었던 시간이었다.

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장기투자를 하겠다고 매입했던 항공사 주
식을 3주만에 전량 매도 처분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생각을 바꿔야만 변화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다. 지금은 은행을 방문

으론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무식하리만큼 투자원칙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직접 은행 일을 볼 수 있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유
튜브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이 변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Life style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글로벌 환경과 국내 기업 환경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의 활용, 드론을 생활에 이용하는

으로 보인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 생계를 위한 경제전쟁이 될 수도

등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어디까지 우리의 삶과 환경

있고, 경제위기에서의 각 나라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얼마만큼 가시

을 바꾸어 놓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렇듯 디지털 문명의 확산

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우리의 삶과 소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만큼 기업 또한 이러한 소
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춰 변화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

코로나19 초기에 주식시장은 초토화되고, 투자자들 모두 공포 국면

존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주식을 내다 팔기 바빴지만, 위험한 순간에 지구를 구하러 나타
난 슈퍼맨처럼 홀연히 등장한 동학개미들로 안하여 국내시장의 낙

어쩌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

폭이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질수록 사람도 기업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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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광반도체 및 레이저 연구실

[서울시립대학교 광반도체 및 레이저 연구실 단체사진(2020.05)]

들어가며

구 분야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요약하여 소개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현대 제조 산업의 핵심 장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광섬유 레이저는 좁은 코어 단면적과 긴 길이로부터 오는 우수

포화흡수체 사용 펨토초 모드잠금 광섬유 레이저

한 빔품질과 높은 효율, 효과적인 열 발산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
다. 광섬유 레이저는 다양한 희토류 원소를 첨가해 여러 파장의 광원
구현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산업, 의료, 3D 프린팅 등 광범위한 분
야에서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성능 레이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분야에서도 기존의 화약 기반의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새
로운 무기로서 레이저 무기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그림1. (좌) 연구실에서 개발한 ReSe2 기반의 포화흡수체를 이용한 모드잠금 펨토초 광섬
유 레이저와 (우) 측면가공 광섬유 기반의 CoSb3 포화흡수체 광소자

고 있습니다. 광섬유 펄스레이저의 경우 이러한 산업적, 군사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정밀계측, 고감도 광센싱, 극초단 광원개발 등 다

펨토초 단위의 극초단 펄스 광원 생성에는 대표적으로 수동 모드 잠

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로 SESAM 기반의 포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대학원 전자전기컴퓨터공

흡수체가 사용되는데 제작 비용이 비싸고 작동 파장 대역이 좁다는

학과)의 이주한 교수 연구실은 광섬유 레이저 및 광소자에 대한 연구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화흡수체 기반의 펨토초 모드잠금

본 연구실에서는 그래핀, ReSe2, Ti2AlC, CoSb3, Bi2Se3, WTe2, 금

레이저와 2D 나노 재료인 전이금속 카바이드를 포함한 고분자 복합

나노입자 등 다양한 포화흡수체를 측면연마 광섬유 등과 결합해 광

체를 이용한 Q-스위칭 및 모드 잠금 레이저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

섬유 기반의 포화흡수체와 이를 이용한 Q-스위칭, 모드 잠금 레이저

으로 우수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

광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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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통신을 위한 양자 얽힘 쌍 광원 생성 연구

높은 출력에서는 비선형성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광섬유가 열

양자 얽힘 쌍이란 두 개 이상의 양자역학적 물체 사이의 상관관계가

손상을 입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

거리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얽힘 상태로 존재하는

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출력 레이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

양자 얽힘 쌍은 관측과 동시에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브릴루앙 산란 같은 비선형성 예측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모델링, 열

이용한 양자통신은 금융, 군사용 통신분야의 핵심 암호기술로 각광

손상 억제를 위한 광소자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고있으며 특히 광자를 이용한 통신위성 기반의 장거리 양자통신
은 최근까지도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2. (좌) 연구실에서 개발한 양자 얽힘 광자 쌍 생성 실험 구성도 (우) 광 스팩트럼 분석
기를 이용해 측정한 저 흡수 대역 펌프 광원과 신호와 idler의 세기

그림3. 어븀 첨가 플루오린 계열 중적외선 대역 광섬유 레이저에 관한 실험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양자통신의 기본이 되는 양자 얽힘 광자 쌍
광원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흡수 대역
파장의 펌프 광원을 이용한 광섬유에서의 양자 얽힘 광자 쌍 광원 생

중적외선 대역의 광섬유 레이저 및 증폭기에 관한 연구

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차세

본 연구실에서는 어븀이 첨가된 플루오라이드 계열의 광섬유를 이

대 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한 중적외선 대역에서의 광섬유 레이저와 증폭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적 결과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광섬유 센서 연구

고농도로 어븀 첨가된 광섬유 증폭기에서의 이득 감소 현상에 대한

광섬유 기반의 광학 센서는 매질의 특성상 외부의 전자기파 간섭으

수치해석적인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

로부터 적은 영향을 받으며 높은 집적도를 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

적외선 대역에서의 레이저 광원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

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주기 격자를 이용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센서는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광섬
유 기반의 센서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

맺음말

실에서는 화학적 식각 기법과 단일모드 광섬유와 특수 광섬유 접합

위의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실에서는 포화흡수체를 사용한 극초

등의 기법을 응용해 장력 센서, 굴절률/온도센서 등 광섬유 기반의

단 펄스레이저, 양자 얽힘 쌍 광원생성,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성

센서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 향상을 위한 브릴루앙 비선형성 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광섬유 센
서의 설계, 중적외선 대역의 광섬유 레이저 광원의 생성 및 모델링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레이저

최근 들어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및 비선형 광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자그마한 보탬이

지고 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구조적 특성상 냉각 효율이 매우 높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십 kW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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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가 2020년 7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는 약 660명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 동
향을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
회 초청강연과 Tutorial Session 외에도 분과별
특별 심포지엄으로 Photonic medical devices
commercialization, 과총이 지원하는 학생 우수논
문 특별 세션, 3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OSK Rising
Stars 30 특별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레이저 발진 6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심포지엄과 초대 회장님이
신 故 이상수 교수님의 과학기술유공자선정 기념
행사도 진행되었다.
구두 120편, 포스터 177편 그리고 일반 초청강
연 66편, 분과 특별 심포지엄 6편 등을 포함해 총
36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약 30편의
논문이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북 광고에는 8개 광고 업체가, OptoWin 2020 전
시회에는 2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최근 COVID-19 비상사태로 정상적인 학문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학술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조직위
원 및 프로그램위원의 노력과 철저한 방역 준비로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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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국내학술회의
8월 19일(수) ~ 20(목)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 (ALTA 2020)

온라인

제3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온라인

2020년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20)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제20회 광인터넷 워크숍(OIW 2020)

메종글래드제주

11월 6일(금) ~ 7일(토)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0

미정

11월 18일 (수) ~ 19일(목)

2020년도 제9회 차세대리소그래피 학술대회

온라인

8월 25일(화)
9월 2일(수) ~ 4일(금)
10월 14일(수) ~ 16일(금)

국제학술회의
20/08/03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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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

All-virtual conference

20/08/2420/08/28

SPIE Optics+Photonics

SPIE

online, Free digital forum

20/10/04
-20/10/08

2020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IEEE

Taipei, Taiwan

21/03/0621/03/11

SPIE Photonics West

SPIE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3/28
-21/04/01

"The Optical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OFC 2021)"

OSA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6/07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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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

Alexandria,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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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원으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한국광학회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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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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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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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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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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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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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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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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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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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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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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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1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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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