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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K-Light 독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광학 및 광학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학회 임원진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Theodore H. Maiman 박사님이 레이저 발진에 성공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
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저명 학술단체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국광학회도 지난 7월 13일부터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2020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에
서 ‘레이저 발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
라의 레이저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故 이상수 한국광학회 초대 회장님의 과학기술유공자선
정 기념행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레이저 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초청연사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레이저 개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초청 강연을 해주
신 이종민 교수님, 이민희 교수님, 공홍진 교수님, 성규동 회장님, 남창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대부분의
학술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된 가운데 어렵게 열렸던 ‘2020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및 ‘레이저 발
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학회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윤우 조직위원장님, 조직위원회 위원님 및 사무국 임직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K-Light 10월호(Vol.3, No.4)는 반도체 광학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은 물론 광학
분야의 새로운 뉴스, 그리고 다양한 소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광학회 회원 여러
분과 K-Light 독자 여러분들의 연구와 개발은 물론 산업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관일 편집위원장
님과 편집위원님, 정책 관련 원고를 기고해주신 박승남 회원님, 그리고 특집 집필을 맡아 주신 정일석
(UNIST), 정탁(KOPTI), 김제형(UNIST) 회원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과 K-Light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박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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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철동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지금까지 광융합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산학연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
씀 올립니다.
최근 광융합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으로서 광융합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다지기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설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광융합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융합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정책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정보교류의 장과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확대, 확충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비롯한 광융
합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15개국 24개소 자체 해
외마케팅 센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해외 바이어 발굴 및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바이어 상담 등
마케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이후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LED조명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상 LED조명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
너지절감정책을 실현하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적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로부터 광융합산업 분야 통계 승인기관으로 지정받아 광융합산업의 정책수립 및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제공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산업변화에 따른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외 시장 동향을 예측함은 물론 산업육성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융합기술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아래 ‘광융합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육성
을 위해 진흥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광융합분야 보급·확산을 위한 광융합 생태계 기초체력을 튼튼하
게 한 가운데 광융합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기술 개발 촉진 및 마케팅 역량강화 △산업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기술을 개발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화를 이뤄
실질적 매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실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독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정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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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은 길
지난 추석 연휴 때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해질녘,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논두렁을 걸으며 잠시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추
억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 시절 이맘때면 우리 마을도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었는데…, 지금은 이렇
게 적막하기 그지 없구나! ’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나이든 부모님 세대만 남은 고향
은 해를 거듭할수록 휑하게 변해갔는데, 특히 이번 추석에는 휑하다 못해 쓸쓸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마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인데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고즈넉한 마을 길을 걷다가, 문득 프로
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이 떠올랐습니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어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잣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인생 길이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끝 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

사람이 밟은 흔적은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지나온 길, 지난 삶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흔히 지난 선택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1번 대신 2번을 선택할 걸… 1번을 택했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지만 만약 2번을 선택
했더라면 아마 1번에 대해서는 더 큰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2번을 아쉬워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1번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대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가지 않은 길은 내가 가지 않았기에 미련
이 남고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 하고,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이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좋은 계절,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갑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볍게 K-Light를 넘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관일

006

저자
박승남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현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영연직연구원과 과학
/ 광학에 기여하는
국제조명위원회
역할과
POLICY
기술연합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snpark@kriss.re.kr)

K-LIGHT
October 2020

/ 글 박승남

광학에 기여하는 국제조명위원회 역할과 현황
국제조명위원회 개요

미치는 시각 요인들을 연구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연광과 인공조명의

국제조명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디자인 조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건물의 실내조명을 위한

CIE)은 과학과 기술은 물론 측정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국제 협

계산을 포함한 설계 기술을 연구하고, 3 부회와 다른 부회의 연구결

력에 공헌하는 국제기구로서 빛과 조명, 색채와 시감, 광생물학과 광

과를 통합하여 일반적인 실내 조명을 위한 지침으로 담아낸다. 4 부

화학, 영상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 원래는 1900년에 국제광측정위

회 (교통과 실외 응용)는 실외 조명과 조명 신호의 설계를 위한 지침

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Photometry)로 출범했지만 이

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얼마 전까지 교통과 수송을 위한

기구의 역할이 광측정을 넘어 광과학 영역까지 넓혀지는 점을 고려

조명을 다루기 위해서 5 부회 (실외조명과 기타 응용)를 따로 두었지

하여 1930년에 현재의 명칭인 CIE로 변경되었다. 오늘날은 39개의

만 실내조명을 담당하는 4부회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국가 회원이 참여하여, 분화된 세부 기술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6 개

재 5 부회는 폐쇄된 상태이다. 6 부회는 광복사의 시각적인 효과는

부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표준, 기술 보고서, 기술 노트

제외한, 광생물학 또는광화학적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한다. 8 부회

와 학술회의 논문집을 포함하여 290 편 이상의 출판물을 간행하였

(영상기술)는 통신, 영상처리 및 재생, 모든 종류의 아날로그 또는 디

다.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 의해 국제표준화

지털 영상 소자, 영상저장 및 영상매체를 사용한 통신, 영상처리 및

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도량형위원회 (International

재생의 광학적, 시각적 측정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제정하는 연구를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로부터 광과 관련된 국제단

수행한다.

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칸델라 (Candela)의 정의
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조명위원회의 역사적 성과
국제조명위원회는 광학의 기본인 광측정과 복사측정은 물론 측색

국제조명위원회의 부회 (Division)

을 위한 여러가지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광학과 측정학 발전에 큰 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6 개의 부회는 빛과 조명에 속하는 세부 기술 영

여를 해 왔었다. 1924년에는 표준관찰자의 표준시감효능, V(λ)를 정

역을 하나씩 담당하며,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산하에 여러 기술위

의했으며, 이어서 1951년에는 어두운 빛 시감효능, V’(λ)를 정의함

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부회가 공동으로 합동기

으로써 광측정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931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술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부회는 필요에 따라 생성, 통합, 폐쇄

열린 제 8차 세션1 에서 1922년에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되기도 한다. 6개 부회는 1부회부터 8부회까지 있으며, 중간에 있던

America; OSA)가 발간한 측색 관련 보고서를 개정하고, 측색 표준에

5 부회와 7 부회 (조명 일반)는 중단되었다. 각 부회의 설립 목적과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서 1931 CIE 2도 시야 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준관찰자의 배색함수 (그림 1)를 정의함으로써 CIE 1931 XYZ 색공간

1 부회 (시감과 색채)는 광측정, 색측정, 색연출, 빛과 조명의 시감 특

(그림 2 색좌표계 참조)을 공식화 하였다. 더불어 표준광원 A, B, C를

성 및 평가를 위한 인간의 시감 반응을 연구하고, 표준응답함수, 모

정의함으로써 표색계를 완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61년에는 10

형, 사양을 제정한다. 2 부회 (빛과 복사의 물리적 측정)는 자외선, 가

도 시야 표준관찰자의 배색함수와 일광(daylight) 표준광원 D65을

시광선, 적외선 복사, 지구 복사, 물질과 조명기구의 광학적 성질을

추가로 정의하였으며, 6500 K 이상의 상관색 온도에서 표준 일광을

평가하고, 검출기의 성능과 특성을 평가하는 표준절차를 연구한다.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976년에는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

3 부회 (실내환경과 조명 디자인)는 건물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고 있는 CIELAB과 CIELUV 색공간을 개발하였으며, CIELAB에 기초

1 세션은 4년 마다 열리며 총회를 비롯한 관련 회의 및 심포지엄을 열린다. 세션의 종결행사에서 새로운 회장단이 취임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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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색차의 표현식 CIE ΔE (1994)와 CIE ΔE (2000)을 개발하였다.

설립되고, 국제무역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 산업분야에서

이와 같은 표색계의 변천은 비교적 간단한 수식으로 색차가 균일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었다. ISO는 CIE와 마찬가지로 164 개의 회원

표색계를 얻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국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이지만 다루는 분야는 일반 산업을 넘어

측광을 위해 표준관찰자의 도입 방식은 다른 측정량의 경우, 파장

서 기술, 식품안전, 농업, 건강 분야까지 망라하면서 현재까지 2만2

에 따른 복사의 물리적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는 작용 함수 (action

천 건 이상의 표준화 문서를 출판하고 있다.

function)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정량

1986년 12월 CIE, ISO,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으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발적 (skin redness), 광생물학적 효과 뿐

Commission)는 빛과 조명분야에서 각 기구의 활동이 중복되는 것

만 아니라 생체시계를 제어하는 비시각적 효과에 의한 작용함수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을 들 수 있다.

ISO는 CIE와 1986년 표준화협력기구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로
CIE는 ISO/TC 274 (빛과 조명) 분야의 국제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하
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어서 ISO는 1989년 총회 의결안 10호를
통해서 CIE를 국제표준화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국제조명위원회의 연구 전략
빛과 조명 기술은 현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하지만, 완결성 높은 지식
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시될 수 있는 안정성과 동등성을 담보하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리해 온 것처럼 CIE
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엄격한 심의와 투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림 1. CIE의 가장 눈부신 성과인 CIE 1931 RGB 배색함수

수용성 높은 표준 문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지속성을 높
이기 위하여 기술보고서나 표준화문서가 마련되어야 할 분야를 검
토하여, 차세대에 과학계가 주목할 10 대 전략연구 분야를 선정 발표
하였다. 현재 CIE가 권고하는 10 대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건강을 위한 조명과 빛의 비시각적 효과에 대한 권고안
- 인지와 선호도 관점에서 광원의 색채 재현 품질
- 여러 응용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눈부심 지수에 관한 연구
- 측색, 측광 및 복사 측정을 위한 새로운 교정광원과 표준광원
- 적응형, 지능형 동적조명에 관한 연구
- CIE 2015 원추세포 기반 (Come-Fundamental-Based) CIE 측색
법의 응용
- 시각적 겉모양 (appearance): 인지, 측정과 그것의 메트릭에 관한
연구
그림 2. CIE 1931 배색함수로 구현한 CIE 1931색좌표계

- 맞춤형 조명의 권고안 개발을 위한 지원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역할

- 첨단 광측정, 복사측정 기기를 위한 측정학적 연구

CIE는 출범할 당시 측광을 중심 주제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표준 활

- 3D 물체의 재현과 측정

동은 측정학 중심의 기본 표준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47년 ISO가

이런 전략 분야 선정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계는 물론 개발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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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할 규제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에도 연구분야 선정을 위

는 시각적 작용에 주력했다면 인간의 광수용체가 생체 리듬과 수면

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

의 질을 결정하는 생물학적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새

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의

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빛에 대한 인체의 비시각적 응답을 고

연구 제안 분야가 CIE가 추구하는 전략과 일치할 경우 연구신청서에

려한 조명은 ‘인간중심 조명 (human-centric lighting)’이나 ‘생체 주

대한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기 조명’과 같은 명칭을 물리치고 통합 조명 (integrative lighting)
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런 비시각적 응답을 측정

현안에 즉각 응답하는 국제기구

할 수 있는 응답함수 (intrinsically-photosensitive retinal ganglion

ISO나 ICE와 같은 규모가 큰 표준화기구는 원칙적으로 비정부민간

cells(ipRGC)-Influenced Response)는 CIE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기구이지만 무역에 관심을 갖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단위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ISO/TC 274와 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루는 분야와 이해 당사자의 폭이 넓기 때문

께 통합조명에 관한 최초의 기술보고서(ISO/CIE TR 21783 준비 중)

에 세부 기술 사안에 대해서 총회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

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맨체스터에서 개최한 전문가 워크

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CIE는 빛과 조명 분야에 집중하고

샵을 통해서 건강을 위한 일일 광 노출 패턴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으

있으며, 기술전문가로 이루진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빠른 합의를 도

며, 이 패턴에 대한 안내서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적 현안에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위원회 현황

올해 4월에는 청색 빛 위험 (blue light hazard; BLH)에 대한 입장문

한국위원회는 200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

을 발표하여, BLH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로 국제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다. 회장은 서울대학

있다. BLH는 태양이나 용접 빛과 같이 강한 빛에 포함된 청색 빛이

교에 재직하던 초대 (고)지철근교수에 이어 강원대학교 김훈교수께

초래할 수 있는 광화학적 망막 손상 위험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것

서 역임하셨다. 한국위원회 산하 부회는 국제위원회와 대칭적으로 운

이지, 일반 조명의 청색 부분이 초래하는 생체리듬 간섭이나 수면 장

영되고 있으며, 사무국 업무는 조명전기설비학회 사무국이 맡고 있다.

애를 언급할 때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017년에는 제주에서 중간기2(Midterm) 총회와 관련 회의 및 학술대

올해 6월에는 COVID-19의 전파 통제에서 자외선 활용에 입장을 발

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주관하였다. 국제위원회의 1부회 위원장으

표하였다. UV-C가 공기나 물질 표면 또는 식수의 살균에는 매우 유

로 울산과기대의 김영신교수, 국제위원회 2부회의 사무국장으로 한국

용하지만 손을 비롯한 피부의 살균에 자외선 살균 전구를 사용하는

표준과학연구원의 이동훈박사가 참여하며 기여 하고 있다.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UV-C는 인간이나 동물에 매우 위

표준화 활동은 학문적인 성과가 논문 출판으로 끝내지 않고, 그 결과를

험하기 때문에 관련 표준문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노출 한계가 지켜

실용적인 표준화 문서에 반영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연

지고, 매우 주의 깊게 통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자들의 진지함에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 특히, 비지니스가 주업

아울러 UV-C를 플라스틱과 같이 물질에 조사할 때는 재료의 광분해

인 전문가들도 본인의 상업적인 색채를 지우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촉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2019년 10월에는 빛의 비시각적 효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서 적절

까지 국내기업에서는 표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품을 품질과 인

한 시간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할 것을 명확히 권고하고 있다. 이 입

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듯 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장은 최근에 CIE가 이룬 가장 눈부신 성과로 기존 시각 자극에 국한

불편한 사실이다. 빛이나 조명 관련 제품의 품질 향상을 꾀하면서 비지

된 조명의 효과를 비시각적 영역으로 넓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

니스를 강화하려는 광 관련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이

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까지 조명은 야간 활동을 가능케하

를 위해서 한국위원회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중간기 총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션 사이에 열리므로,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는 2년 마다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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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대면적 엑스레이 검출기
독일의 물리학자인 뢴트겐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이후 엑스레이는 의료분야, 결정학, 비파괴검사에서 꼭 필요
한 파장 대역폭이 되었다. 고전적으로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방출된 전자로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방법을 벗어나 디
지털 방식으로 엑스레이 발생기 및 촬영 기기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엑
스레이 파장 대역에서는 렌즈와 같은 광학 부품을 구현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의료분야와 비파괴검사는 엑스레이
투과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촬영하므로 대면적의 엑스레이 검출기가 필요하다. 평면 검출기와 비교하여 휘어
질 수 있는 검출기는 대상물에 가깝게 부착할 수 있고 입사각도에 맞추어 검출기를 휠 수 있어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엑스레이 검출기 시장은 2019년 약 3조원 시장 규모이며, 향후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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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ature Photonics에는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lifornia (UNC)에서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가 채워진 막
구조를 가지는 유연한 대면적 엑스레이 검출기가 발표되었다. 이 검출기는 평면 검출기와 달리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은 엑스레이 발생기에 사용할 수 있고 비네팅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적은 엑스레이 선량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유연한 엑스레이 검출기는 유기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액상 공정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비정질 셀레늄 또는 실리콘 물질을 유연 기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
작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유연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MHP)는 방사선 검출에 뛰어난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부서지기 쉬운 특
성이 있다. 엑스레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MHP 층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UNC의 연구자들은 다공
성 나이론막에 MHP를 침윤시키는 방식으로 막 구조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가 채워진 막은
두께가 거의 1밀리미터로서 엑스레이를 감쇄하기에 충분하고 반지름 2mm의 곡률로 구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유
연한 특성을 가진다.

*할라이드: 불화물, 염화물, 브롬화물, 요오드화물 또는 아스타티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한 부분이 할로겐 원자
이고 다른 부분이 할로겐보다 전기 음성이 적은 원소 또는 라디칼인 이성분 화합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Nature Photonics 14, 612-617 (2020)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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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수출 활로 뚫어
- 지난 50일간’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32개 기업 참여, 160만불(18억원) 수출 계약 달성
-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 관련 해외 유망바이어 DB (2,000건) 적극 활용
- 그간 참석한 해외 유망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발굴 바이어 대상 연계 성과 도출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정철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여

수출상담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역장벽을 허물고

건 속에서 국내 광융합산업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지원코자 지난

국내 광융합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7월부터 진흥회 내부에『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구축하

것”이라고 밝혔다.

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0여일간 국내 기업

더 나아가, 진흥회는 최근 3개년도간 광융합분야 실질 구매력을 갖

32개사가 참여하여 82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60만 달러 규모의 수

춘 바이어DB(2천24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미국

출 계약 실적을 거뒀다.

OFC, 독일 LIGHT & BUILDING 및 유럽 ECOC 등 해외 유망 전시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광융합 수출 중소기업들은 ‘비대면’ 방식

에 참가하여 선별한 결과이다. 해당 DB를 적극 활용하여 오는 11월

에 주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진흥회에서 추진한 비대면 수

19일부터 27일(9일간)까지 개최 예정인 『국제광융합전시회 온라인

출 온라인 상담지원은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하였다.

수출 상담회』에 광융합 관련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 국내기업 간

그간,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온라인 상담 지원으로 여러 광융합 산업

수요 맞춤형 매칭을 통해 성과를 확산 해 나아갈 계획이다.케이블)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였다(광통신, 광융합조명, 광의료 등). 특히

42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였다.

광통신 분야에서는 광통신케이블 전문 기업인 지오씨㈜는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멕시코에 위치한 통신기
업 ‘Crosspt Mexico’社와 주력 제품인 산업용 광통신 케이블(FTTP
형 광통신마케팅 지원사업 편성 예산(국내 기업들의 항공료, 해외체
류 비용 등)을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하여 지원함으로서
예산 절감 효과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마케팅 및 수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내 중소기업에게 ‘1석2조 비대면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온
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시 진흥회는 참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
한 ‘수출컨설팅’과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물류비’, 언택트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홍보체계구축(외국어 카달로그, 동영상, 홈페
이지 제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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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좋은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 연결 사업 본격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주지역 우수 기업의 좋은 일자리 발굴과 구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구직자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적

직자 연결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은 일자리 언론 홍보

좋은 우수 기업으로는 자동차와 가전, 광, 에너지, 의료, 뿌리, ICT, 공

협의회를 열고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기 등 광주의 8대 전략산업 관련 87개 회사가 선정되었다.

광산업진흥회는 홍보 협의회에서 좋은 기업 발굴 등 기존의 사업을

광산업진흥회에서는 우수 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채용 정보 책

설명한 데 이어 앞으로 비대면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자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업진흥회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50여 명을 광주

광산업진흥회는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인 업체는 사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기도 하였다.

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미스 매치’ 를 해소하기 위해 언론의 적극

광산업진흥회는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 상황실도 운영하며 포스

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텍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2020 광주 일자리 창출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스텍, 해양 로봇 분야에 적용되는
‘비접촉식 커넥터’ 공급
포스텍이 해양 로봇 분야에 비접촉식 광 커넥터(Expanded Beam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

Connector)를 제조 공급했다.

보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깊은 바닷속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매우

한편. 경기도 안산 MTV단지에 위치한 포스텍은 군 전술정보통신체

어렵다. 이같이 열악한 수중 환경에서도 사람을 대신해 작업할 수 있

계(TICN)에 적용하는 비접촉식(Expanded Beam connector) 광 패

는 로봇이 개발됐으며, 로봇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한 광 통신용 비접

치코드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방 사업, 5G 구축사업 등을 리

촉식 커넥터가 적용됐다.

딩하고 있는 광 통신 분야 선도 기업이다.

이를 통해 포스텍은 군 전술용과 해상대체 전력용 그리고 해양 로봇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 세계 일류 상품으
로 등록된 광 통신용 비접촉식 커넥터 기술을 사업화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텍은 앞으로도 로봇 분야를 비롯해 의료 분야까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로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덕 포스텍 본부장은 “비접촉식 광 커넥터의 다양화와 다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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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솔루션, 5G용 광트랜시버 전송거리
2배 확장 개발

국내 중견기업이 5세대(G) 전송거리를 두 배 늘린 광트랜시버를 개

트홀의 전송거리 규격에 미달한다.

발했다. 효율적인 5G 프론트홀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프론트홀을 재설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
광트랜시버 전문기업 오이솔루션(대표 박용관)은 5G 무선 액세스

이 들어 전송거리가 더 긴 새로운 25Gbps급 DWDM 광트랜시버 솔

네트워크를 위한 전송거리가 두 배 증가한 25기가비피에스(Gbps)

루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 고밀도 파장분할다중(DWDM)방식 광트랜시버 신제품을 개발,
최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광통신전시회(CIOE 2020)에서 선보였다

오이솔루션이 개발한 광트랜시버는 25Gbps급 C밴드 전파장 영역

고 15일 밝혔다.

에서 20㎞ 이상 전송이 가능하다. 5G 프론트홀 20㎞ 이상의 C밴드
DWDM 수요를 목표로 개발됐다. 북미와 일본 통신사업자 시장에서

이 회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25Gbps급 DWDM 광트랜시버는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한 번에 2비트씩 보내는 4단 고차변조 방식(PAM4) 기술을 적용, 최

광트랜시버 전문 시장조사업체 라이트카운팅은 5G 프론트홀에서

대 전송거리를 기존 12㎞보다 두 배 이상인 25㎞로 확장했다. PAM4

DWDM을 포함, 25Gbps급 파장분할다중방식(WDM) 광트랜시버

는 심볼 속도가 감소하면서 광섬유에서 전파되는 신호의 스펙트럼

시장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세계적으로 9억1800만달러 규

폭이 좁아진다. 광분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 전송 거리는 길어

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다.
이원기 오이솔루션 제품전략본부장(전무)은 “전송거리가 두 배 확장
4G 프론트홀에서 많이 사용하는 DWDM 방식은 5G에서도 유용하

된 25Gbps급 DWDM 광트랜시버 개발로 5G시장 점유율이 더욱 커

게 활용된다. 하지만 DWDM 방식에 사용하는 1530~1570㎚사이 C

질 것”이라며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해 적기에 공급하고 시장 수요

밴드 파장은 25Gbps급으로 속도가 증가하면 광분산 특성이 악화돼

를 충족할 수 있는 5G용 광트랜시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

최대 전송거리가 절반 수준인 12㎞까지 감소한다. 20㎞ 이상인 프론

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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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빔테크, 국내 최초 광통신용 커넥터 개발..
업계 혁신 주도
엑스빔테크가 국내 최초로 물리적 접촉 없이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로 개선했다.

‘광섬유 접속 기술 커넥터’를 개발, 업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확장빔 커넥터는 작은 오염으로 신호의 일부가 가려져도 안정적으
기존 광섬유를 연결하기 위해선 광섬유 간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한

로 통신을 유지할 수 있고, 신호를 차단할 정도의 오염은 육안 식별

다. 그래서 접촉면의 오차에 따른 신호의 불안전성이 발생할 수 밖에

이 가능해 관리가 편리하다.

없었다.
또한 전용 현미경과 별도의 세척기구 없이 간단하게 청소·관리할 수
엑스빔테크 광섬유 접속 기술 커넥터는 광섬유가 직접 접촉하지 않

있고, 양쪽 광섬유 간 물리적 접촉이 없어 커넥터끼리의 잦은 연결에

고 빛을 서로 쏘는 것만으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충격, 오염, 진동

도 마모로 인한 성능저하 우려가 없다.

과 같은 열악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지·보수비용도 절감
된다.

이외에도 엑스빔테크 커넥터는 자웅동체형 결합으로, 암수 상관없
이 빠르고 손쉽게 케이블을 추가 연장하거나 기존 연결을 변경할 수

김행정 공동대표는 “우리 제품은 재난에 취약한 원자력 발전소, 국방

있다. 별도의 어댑터도 불필요해 경제적이다.

전술망, 우주, 항공, 철도, 오일 탐사 등 특수산업 분야에 최적화됐다”
면서 “현재 국내와 함께 이스라엘, 베트남, 중국, 벨라루스 등 해외판

박창현 공동대표는 “지난달 HXB 시리즈 중 가장 소형화한 모델인

로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XB 11을 선보였다”며 “현재는 ‘광통신용 고정밀 D38999커넥터’와
최근 만들어진 항공규격인 ARINC845의 ‘Expanded beam temini’

엑스빔테크의 주력제품은 확장빔 광 커넥터, HXB 시리즈다. 이 제품

를 개발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광커넥터 기술을 공개할 계

은 차세대 광통신용 고신뢰성 접속기술인 ‘확장빔 기술’을 적용한 광

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용 커넥터다.

기존의 광커넥터는 유리로 만든 광섬유가 맞닿아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

또한 광섬유 단면은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얇아 미세한 먼지에도 신
호가 차단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사용할 때마다 현미경과 전용 툴
로 엔지니어가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엑스빔테크는 이런 제품의 한계점에 주목, 결합부위에 렌즈를 달아
광신호를 수백 배 크기로 확장·전송함으로써 기존 단점을 획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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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스케일 초저잡음 펄스 신호 발생 기술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김정원 교수와 물리학과 이한석 교수 공동 연

김정원 교수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초저잡음의 K-밴드 마이크로파

구팀이 마이크로공진기를 이용하여 초저잡음의 광펄스열 발생 기

신호원으로 활용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한석

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초고속 광대역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교수는 “발생효율과 잡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광소자 구성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의 샘플링 클럭이나 5G/6G 통신

기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용 초저잡음 마이크로파 신호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펨토초(10-15초) 수준의 펄스폭을 가지는 모드 잠금 레이저는 광주

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Ultralow jitter silica microcomb”라는 제

파수빗 분광학 및 펄스확장증폭 기술과 같이 기초과학 분야뿐만 아

목으로 국제학술지 ‘옵티카(Optica)’ 8월 28일 자에 게재됐다.

니라 센싱과 같은 응용과학 분야까지 매우 중요한 광원으로 활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칩 스케일의 마이크로 공진기를 사용한 마이크로
콤(microcomb)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모
드 잠금 레이저는 100 MHz정도의 반복률을 가지는데 반해 마이크
로콤은 수십 GHz의 반복률을 가질 수 있어, 5G/6G 통신용 신호원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콤은 이론적으로 1펨토초 수준의 타이밍 지터를 가질 것으
로 예측되었지만 기존 측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 잡음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이한석 교수 연구팀이 보유한 초고
품위(Q>108) 온 칩 마이크로공진기 제작 및 펨토초 대역 펄스 발생
기술과 김정원 교수팀이 보유한 100아토초(1아토초=10-18초)의 고분
해능을 가지는 펄스 간 타이밍 측정 기술의 결합을 통해 초저잡음 펄
스 발생 기술 개발이 가능하였다. 3 mm 지름의 마이크로 공진기로
부터 22 GHz의 높은 반복률을 지닌 펨토초 대역의 광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고분해능의 펄스간 타이밍 측정 기술을 통해 펄스간

그림 1. 마이크로 공진기를 사용한 22GHz의 반복율을 가지는 광펄스 발생과 시간 오차
(timing jitter)를 나타낸 개념도.

타이밍 지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마이크로콤
의 최적 동작 조건을 찾아내 잡음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6
펨토초의 타이밍 지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온-칩 광신호처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DC는 샘플링 클럭의 지터 성능에 제한되는데, 이
번 연구 결과는 22 GHz의 샘플링 속도에서 12비트의 유효비트수
(effective number of bits, ENOB)에 해당하여 기존의 ADC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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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시공간 분해능을
임의의 영역별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현미경

그림. Tunable SIM을 이용한 고속, 초고해상도 이미징 동시 구현. (a) 회절한계로 제한된 기존 widefield 이미징과 초고해상도 (SIM) 영상의 비교. Tunable SIM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흐르고 있
는 유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살아있는 세포 미세구조와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b,c) 영역별 기존 회절한계, 초고해상도 영상의 영상품질 비교. (d) 3차원 유체흐
름의 시각화. Tunable SIM을 이용하여 목표의 특성에 따라 위치별 시간 분해능, 공간 분해능의 임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광학 이미징은 살아있는 세포를 비침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최적

연하게 여겨졌던 영상구현의 근본적인 개념 (렌즈를 이용해 사진을

의 영상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허나 전자현미경이나 atomic force

찍으면 사진 전체가 해당 렌즈에 의해 정해지는 동일한 영상 품질을

microscopy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시광선대역 파장의 회절로

갖는다)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상의 품질이 사용한 광학계

인한 해상도 한계는 세포 소기관 수준의 미세구조 관찰을 불가능하

뿐만 아니라 조사되는 빛의 모양에 따라서도 제어 가능하다는 사실

게 하는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최근 개발된 형광 기반 초고해상

을 이용, 초고해상도 공간 분해능이 필요한 영역에는 회절한계에 해

도 영상 기법들은 이와 같은 회절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

당하는 주기를 가진 정현파 형태의 패턴의 빛을 조사하는 간단한 방

시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식을 이용하여 이미지 영역별로 마치 서로 다른 렌즈 및 광센서를 이

2014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허나 현존하는 모든 초고해상

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도 영상 기법들은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 분해능의 손

해당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100 nm 스케일의

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세구조변화와 800 μm/s의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3차원 유체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정훈 교수 연구팀은 이와 같은

운동을 동시에 시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시공간 분해능의 tradeoff를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현미경 시스

이미지 내에서 영역별로 서로 다른 시공간 분해능을 구현한 것으로,

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Tunable-SIM(Structured Illumination

위치별로 상이한 공간 분포 및 동역학 특성을 갖는 다양한 바이오 현

Microscopy) 시스템은 목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빛의 패턴을 조

상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사하는 방식으로 시간 분해능과 공간 분해능을 이미지 영역마다

는 Optica지 8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customize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구현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당

017

NEWSBREAKS
In K-LIGHT

불소 도입을 통해 내구성·효율 동시에 높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그림. (a) 기존 소재 Spiro-OMeTAD 및 불소 도입으로 신규 개발된 Spiro-mF 및 Spiro-oF의 화학 구조. (b) Spiro-OMeTAD, Spiro-mF, 및 Spiro-oF 기반 태양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비교

UNIST(이용훈 총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김종남 원장) 공동연

보고된 전압 손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인 0.3V의 전압손실(페로브

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이 수분에 노출되는 것

스카이트 태양전지기준)로 이론치에 근접한 개방 전압을 얻었다”며

은 막으면서 전지 효율을 높이는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을 개발했다.

“또 전지를 대면적(1cm2)으로 제작해도 효율(22.31%)의 감소가 적

정공수송층은 광활성층이 빛을 받아 만든 정공(양전하 입자)을 전극

어 상용화 가능성이 밝다”고 설명했다.

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 구성층이다. 공동연구진은 기존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곽상규 교수는 개발된 물질이 우수한 성

정공수송층 Spiro-OMeTAD 물질에 ‘불소 도입’이라는 간단한 방식

능을 보이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곽상규 교수는 “분자 시뮬

으로 신규 정공수송층 물질을 개발, 정공 수송층과 광활성층을 안정

레이션 결과 개발된 물질은 광활성층에 흡착됐을 때 기존 물질보다

화시켰다. 개발된 정공수송층 물질은 기존 정공수송층의 우수한 성

정공 수송에 더 유리한 흡착 구조를 갖고, 물질 분자 간 정공 수송 효

능은 유지하면서도 소수성이 강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다. 기존 정

율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수송층이 대기 중 수분을 흡수하여 정공 수송층 자체의 성능 및 수

이 물질을 개발한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는 “효율과

분에 노출된 광활성층(페로브스카이트)이 분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안정이 높은 유기 정공 수송층 개발 연구는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

전지가 높은 효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다.

지만,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어려

연구진은 개발된 물질을 태양전지 정공수송층으로 써 24.82% (공

웠다”며 “그 동안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안정성과 효율 문제를 기

인인증 결과 24.64%)의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얻었다.

존 스파이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에 해

또 수분 안정성이 해결돼 500시간 동안 고습도 환경에서도 87% 이

결한 매우 획기적인 연구”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상의 효율을 유지했다. 반면 Spiro-OMeTAD를 정공수송층으로 사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에너지기술연

용하였을 경우 500시간 후 40%이상의 효율이 감소했다. 특히 공인

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연구 결

인증된 전지의 경우 1.18V의 높은 개방 전압을 보였다. 이는 페로브

과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Science 지에 9월 25일자로 온라인 공개되

스카이트 전지가 이론적으로 만드는 전압에 최대로 근접한 수치다.

었다.

전지제조를 담당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동석 박사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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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닉 첨가물을 통한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 및 장기 안정성 향상

그림. (A) 이오닉 첨가물이 도입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모식도 및 (B) 단면구조와 (C) 고온에서 광조사를 통해 태양전지의 장시간 구동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Copyright © 2020,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태양전지는 광흡수 소재가 태양빛을 흡수한 후, 광전자를 생성하는

고온 (75~85℃)에서 광조사를 통해 강한 퇴화 과정을 진행하였을 때

광-전 변환 특성을 통해 작동하게 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이오닉 첨가물이 결정 변형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특징을 규명

소재로서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Organic-Inorganic Perovskite)

했다. 이는 특히 이오닉 첨가물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박막의 표면

는 뛰어난 광 흡수 특성, 광전자 생성 특성, 광전자 이동 특성으로 다

에서 발생하는 결점 (halide vacancy 와 같은 defect)의 발생양을 감

양한 광전자소자 중에서도 특히 태양전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

소시키고, 일부 발생된 결점이 이동하여 일으키는 결정의 변형 및 퇴

고 있다. 하지만 결정성 재료인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에 적용

화가 대조군에 비해 느리게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임종철 교수 연

하기 위하여 박막 형태로 제조할 때,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결점이

구팀은 나노초 레이저 기반 (nano second pulsed laser) 시간 분해

(defect) 형성된다. 또한 태양광을 흡수하여 작동하는 과정 중에 결

(time-resolved) 신규 광물리 분광학 원천 기술 (Transient photo-

정의 조성이 변화하거나, 결정이 퇴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

conductivity)을 정립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박막 내부에서 이

히 이러한 현상은, 고온 다습과 같은 다양한 실생활 작동조건에서도

오닉 첨가물이 광전자의 이동 특성 및 수명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명하여, 광-전 변환 효율 향상 및 장기 안정성 향상의 원인을 보고했

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대

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Science)에 2020년 7월

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임종철 교수가 공동연구로 참여한, 영

“A piperidinium salt stabilizes efficient metal-halide perovskite

국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UK) 물리학과의 Henry J.

solar cells” 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Science, 2020, 369, 96-102)

Snaith 교수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흡수층에 이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오닉 첨가물을 도입하여 고효율 장기 안정성이

닉 첨가물 (Ionic salt additive)을 도입하여,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확보된 태양전지의 개발로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

효율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음을 보고했다.

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과 임종철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연구팀은 piperidinium 이오닉 첨가물 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내부

및 신규 광물리 분광학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실리콘-페로브스카이

에 분포하며 광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결점 (deep trap state)의 양

트 이중접합 (Tandem) 태양전지에 대하여 현재 연구 중이다.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기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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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광학구조의 이론적 규명

그림. (a)빛이 박막도파로 광결정에 가두어져 있는 모습 (b)박막도파로 광결정위로 방출되는 모습

전자가 공간적으로는 속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이 최근에 광결

빛이 방출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정 구조내의 빛(광자)에서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광결정내에서의 연속준위속박상태 생성원리의 이론적 모델은 다양

있다.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 집적광학연구실의 기철식 수석연구

한 광구조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연속준위속박상태를 이용한 광

원과 계산광공학팀이 굴절율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구조물로 특정주

결정 나노레이저, 고감도광센서, 양자암호통신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파수영역에서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광결정내에서 빛을 영원히 가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Nanophotonics’

두는 연속준위속박상태(bound state in the continuum, BIC) 생성

에 온라인으로 8월 3일에 게재되었다.

원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광결정을 이용한 연속준위속박상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왔지
만 연속준위속박상태형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체
계적인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속준위속박상태를 구현하
는 광결정구조의 설계와 이를 이용한 광결정 광소자 응용에 어려움
이 있었다. 연구팀은 두께가 1마이크론 (10-6)이하인 얇은 막으로 빛
을 가두어 전파시키는 광결정에서 서로 다른 도파모드들의 결합에
의해 연속준위속박상태가 생성됨을 이론적 모델로 체계적으로 규명
하였다. 박막도파로의 도파모드는 자기장의 공간적분포가 도파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적인 짝수모드와 비대칭적인 홀수모드가
있는데 서로 같은 대칭성을 가지는 모드들 간의 소멸간섭에 의해서
연속준위속박상태가 생성되고, 서로 다른 대칭성을 가지는 모드들
간의 불완전한 소멸간섭에 의해서는 박막 위 혹은 아랫방향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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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풀컬러 페로브스카이트 QLED 개발

그림. (a)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b) 발광 스펙트럼, (c) UV 조사에 따른 발광사진, (d) EL 소자 발광스펙트럼, (d) CIE 색좌표.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임상혁 교수 연구팀은 20 nm 이하의 선폭

를 가져 발광 선폭이 매우 좁은 특징이 있어 차세대 발광체로 많은

을 갖는 고순도 적색, 녹색, 청색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합성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천연색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페로브스카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양자점) 발광체는 고온 용액공정

이트 LED를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Cell 자매

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색상의 조절은 할로겐족 음이온의 치환반응

지인 ‘Cell Report Physical Chemistry’ 9월 3일자 온라인 커버논문

을 통해 구현되어 왔으나, 불균일한 치환반응으로 인해 발광 스펙트

으로 게제 되었다.

럼의 선폭이 넓어져 색순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현재 스마트 폰 및 TV에 사용되고 있는 FPD (Flat Panel Display)는

본 연구팀은 반응 후 불순물을 남기지 않는 할로겐산을 도입하여 상

LCD (Liquid Crystal Display)에서 OLED (Organic Light Emitting

대적으로 낮은 반응온도에서 균일한 할로겐족 음이온 치환반응이

Display) 및 QLED (Quantum dot LED)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어날 수 있는 신규 합성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순물이 없

들의 발광선폭은 30 nm 이상으로 눈으로 보는 칼라 이미지를 정확

는 고순도의 균일 조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발광체

히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천연색을 그대로

를 개발하였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광선폭이 좁은 새로운 발광체의 개발이 반드

개발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발광체는 가시광선 영역 전체에서

시 필요하다.

20 nm 이하의 발광스펙트럼 선폭을 가져 천연색 구현이 가능한 고

현재 차세대 고효율, 저가격 태양전지로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색순도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구현할 수 있었다.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양자점과 같이 나노 결정화 될 경우, 매우 강

본 연구의 의의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발광체가 현재 사용 중

한 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칼코겐 화합물 기반의 반도

인 디스플레이의 칼라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형광체 및 자체발광을

체 양자점과 달리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는 LED 등에 사용되어 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는 고색순도의 디스

결함 생성이 적어 양자효율이 매우 높고, 양자우물 구조의 결정 구조

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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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한 다층 구조의
광결정 액정 입자 개발

그림. (a)콜레스테릭 액정,공용매, 유기 알코올로 이루어진 3성분계 균일 혼합물의 유화를 통한 다층 구조의 에멀전 형성. 미세한 방물의 계면을 통해 공용매와 유기알코올, 물 분자들의 교환되
어 조성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름과 친한 액정층과 물에 친한 수용액 층으로 자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 (b) 5개의 서로 다른 층으로 분리된 액정 입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반사색을 나타내
는 현미경 사진.

디스플레이 장치에 흔히 사용되는 액정 소재에 카이랄 첨가물(chiral

자들이 서로 교환되어 방울 내 존재하는 혼합물의 조성의 변화를 유

dopant)를 혼합해 주면 액정 분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전하여 나선형

도하게 된다. 이러한 조성의 변화는 균일한 혼합물의 균형을 깨트려

나노 구조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콜레스테릭 액정이라고 부르며 나

기름과 친한 액정 층과 물과 친한 층으로 자발적으로 상 분리를 일으

선형 구조가 빛의 파장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해당 파장대의

켜 반복적인 층 구조를 형성시킨다. (그림a)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구조색을 나타내는 광결정이 형성된다.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처럼 반복 되는 액정 입자의 구조는 초기

이때 반사되는 빛은 원편광 성질을 지녀 편광 조건에 따라 색을 나타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 1~5층 까지 여러 층으로 형성되며, 간단하게

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빛을 활용한 위변조 방지 기술에 활용

조성비를 제어함으로써 다중 구조의 층수를 자유롭게 제어 할 수 있

될 수 있다. 이러한 광학 특성을 갖는 콜레스테릭 액정을 반복적인

었다. 또한 분리 현상이 방울 내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층

층으로 이루어진 입자로 만들면 더욱 정교한 위변조 방지소재로 응

마다 액정 물질내 첨가물의 농도가 변화하여 다양한 구조색을 나타

용될 수 있다.

낼 수 있었다. (그림 b) 이러한 기술은 혼합물의 유화 과정만을 통해

KIST 복합소재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이상석 박사팀과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여러 층을 갖는 액정 입자를 만드는 기술은 보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교수의 공동연구팀은 물과 기름이 분

고된바 없는 새로운 기술이다.

리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여러층이 반

이번 성과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광결정 특성을 가진 여러 층의 액

복되는 구조의 광결정 액정 입자를 개발했다.

정 입자를 만들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콜레스테릭 액정의 원편

KIST-KAIST 공동연구팀은 기름 성분의 콜레스테릭 액정과 물과 친

광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반사색을 나타내게 할 수 있어

한 보습제 성분인 유기 알코올을 기름과 물에 동시에 녹는 공용매에

위변조 방지용 광학 소재로 활용 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7

녹여 3가지의 성분이 균일하게 녹는 혼합물의 조성을 찾아냈다. 그

월 Advanced Materials 에 게재됐다.

리고 이 균일한 혼합물을 미세유체소자를 이용해 물에 작은 방울로
유화 시켰다. 그 결과 물과 방울 계면 사이에서 공용매, 보습제, 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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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현미경 기술로 실시간 비알콜성 지방간
진행과정 고해상도 영상화

그림. (a) MCD diet 유도 비알콜성지방간 진행에 따른 지방구 축적과정 3차원 영상 (b) MCD diet 유도 비알콜성지방간의 간세포 내 크기가 큰 지방구 형성으로 인한 간세포 핵의 위치변화 및
간세포의 모양변화

전 세계적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

로 영상화가 가능하다.

환 환자 수 증가와 함께 비알콜성지방간질환 환자 수도 해마다 급증

간으로 유입된 지방은 간세포의 세포질에 구(Sphere)형태로 축적되

하고 있다. 해당 질환분야의 연구는 주로 간 조직의 적출 및 염색과

며, 이를 지방구라 한다. 비알콜성지방간 유도 동물모델에서 질환이

정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지

지속될수록 각각의 지방구의 크기증가 및 간 내 지방 축적률이 증가

만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심화되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간세포 내 축적된 지방구의 크기 증가는 간세

비알콜성지방간질환에서 이러한 분석은 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

포 핵의 위치변화와 간세포의 모양 변화를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연

되는 동안 간 내부의 간세포와 주변 미세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구팀이 확립한 지방구의 3차원적 영상화 기반 정밀 분석 기법은 비

세포 수준의 동적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그 원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알콜성지방간질환의 지방간 단계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간염, 간 경

이 매우 어렵다.

화에 이르는 간 내 미세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동적 정보의 세

KAIST 의과학대학원 김필한 교수팀이 주도한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

포수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

로 개발한 초고속 레이저 공초점·이광자 생체현미경을 사용해 살아

통신부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의 결

있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 동물모델에서 질환진행에 따른 간세포 내

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옵틱스 익스프레스(Biomedical

지방구 형성 및 축적과 주변 미세 간 혈관계를 동시에 고해상도 3차

Optics Express)’ 8월 19일字에 게제되었으며, 편집장 선정(Editor’s

원 영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연구팀이 개발한 생체현미경 시스템

pick) 우수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논문명: Intravital longitudinal

은 시속 38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다각거울을 이용해 살

imaging of hepatic lipid droplet accumulation in a murine model

아있는 생체 내 조직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 및 보정이 가능해 크기

for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가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간세포 내 매우 작은 지방구까지 고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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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양자 광원 개발 및 응용 연구
1. 서론

자 수, 공간 모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빛은 투과, 반사, 굴절, 산란, 회절, 간섭 등 주위 물질과 다양한 방식

데, 이를 잘 활용하면 두개 이상의 광자의 양자 상태가 서로 얽혀 있

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처럼 다양한 광학 현

어 하나의 광자 상태의 측정이 원거리 떨어져 있는 얽힘 광자 상태를

상을 나타내는 빛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자,

순식간에 결정 짓는 양자 얽힘의 구현 또는 불확정성 관계의 두 물리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제어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이기

량 (예: 위상과 진폭)의 불확정도를 변화 시켜, 고전 레이저 광원 보

도 했다. 특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와 같은 현대 물리에 있어서

다 한쪽 물리량의 불확정도를 크게 줄인 압축광 생성 등 다양한 방식

도 빛은 기준계와 상관없는 불변의 속도와 광자라는 양자화 특성을

의 양자 광원 생성이 가능하다.

잘 나타내고 있어 현재까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단일 원자와 같

최근 빛의 양자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빛을 광자 수준에서 이해

은 극미세 구조부터 수백 광년 떨어진 은하 관측 등 광범위한 스케일

하고 제어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자 양자 광원을 이용한 양자 정보

에서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연구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과학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양자 중첩과 복사 불가능성을 이

선사시대 불의 발견부터 전구의 발명, 1950년대 등장한 레이저 기

용하여 높은 보안성을 갖는 양자 통신 기술, 다수 양자 얽힘 상태의

술 등 빛에 대한 이해와 응용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

양자 광원을 활용하여 고전 정밀도 한계를 극복하는 양자 이미징 기

식으로 변화시켜 왔고, 현재는 빛을 단순히 열을 가하고 어둠을 밝히

술, 양자 간섭 현상을 기반으로 한 선형 광학계에서의 고전 알고리즘

는 수단을 넘어 정보, 국방,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

보다 빠른 연산이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양자 연산 기술

술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빛을 제어하고 응용하는 기술이 빠르게

등이 이와 같은 예시이다.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은 빛의 미시적인 양자상태인 광자

이러한 빛을 이용한 양자 정보 응용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양자 상태

에 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기술에 쏠리고 있다. 특히, 열광원(램

의 빛을 생성하는 양자 광원과 빛을 제어하는 선형 광학 소자, 그리

프)과 결맞음 광원(레이저)과는 달리 고전 전자기학으로 설명할 수

고 빛을 광자 수준에서 높은 효율로 측정 가능한 광검출기 등이 개발

없는 빛의 양자화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광원을 양자 광원이라고 한

되어야 한다. 그중 본 글에서는 양자광원 생성과 제어를 고체 시스템

다 (그림 1). 자연계의 기본 입자 중 하나인 광자는 각운동량, 경로, 광

에서 구현하려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빛의 상태. 미시적인 광자 레벨에서는 각 광원 별로 광자 수의 통계적인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열광원의 경우 광자 뭉침, 결맞음 광원은 불균일한 분
포, 광자 수 상태(fock state)의 양자 광원은 일정한 광자 수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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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다양한 방식의 양자 광원 생성 방식. (왼쪽) 비선형성이 높은 크리스털 또는 원자 기체에서의 얽힘 광자 생성. (가운데) 포획된 단일 원자에서의 단일 광자 생성. (오른쪽) 고체 내 속박된
인공원자인 양자점 또는 점결함에서의 단일 광자 생성 이미지

2. 고체 양자 광원 소개

이러한 기존 양자광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원자 대신 고

양자 광원 생성 및 제어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체 내 단일 점 결함, 반도체 단일 양자점 등 원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

다. 우선 가장 손쉽게는 레이저 세기를 충분히 감쇄시켜, 확률적으로

타내는 다양한 고체 기반 양자 구조체를 이용한 양자 광원 생성을 위

단일 광자 수준의 광원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광자의

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림 2). 2000년 고체 양자점

통계적인 분포가 불균일한 고전 광원인 레이저의 특성을 그대로 따

구조에서 양자광원 생성이 보고 된 이후 [1], 특성 개선과 효율 증진

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양자광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신

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지난 20년간 실용적인 양자

레이저를 비선형성이 큰 크리스탈 또는 원자 매질 내 입사하게 되면

광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인 효율, 상호작용, 불균일성 측면에

자발 매개하향 변환 또는 자발 사광자 혼합 등의 비선형 과정을 통

서의 큰 발전이 있었다.

해 편광, 경로, 파장 등이 얽혀 있는 양자 얽힘 광자 쌍 생성이 가능하
다. 이러한 얽힘 광원을 이용하여 양자 얽힘, 양자 전송의 구현 등 다

2.1 고효율 양자 광원 생성

양한 양자 광학 실험이 이루어졌다. 또한 광자가 항상 서로 다른 경

단일 광자 레벨에서 양자 상태가 기록되는 양자 광원의 경우 광자 하

로로 진행하는 쌍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한쪽 경로에 광검출기를 놓

나의 손실에도 정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 구조체로부터의

고 측정하게 되면 다른 경로에 광자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예고된 방

광자 생성 효율부터 시작하여 고체 시료 외부로의 광자 추출 효율,

식(Heralded)의 단일 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양자광원 생성

광학계 내 광자 포집 효율, 광학 시스템 내에서 발생되는 광손실, 최

의 또다른 방법으로는 원자와 같이 양자화 된 에너지 구조를 갖는 단

종적으로 광검출기에서의 단일 광자 검출 효율 등 생성부터 전송 그

일 양자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에너지 구조

리고 측정 과정을 포함한 광학 시스템 전 과정에서 높은 효율을 유지

를 갖는 양자 구조 기반의 양자 광원 생성 기술은 원하는 순간에 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고효율 양자 광원 생성 측면에서 고

일 광자원 또는 얽힘 광자원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첫째, 에너지 레벨 천이에서 발생되는 에너

갖고 있다. 하지만 단일 원자 수준의 포획 기술은 시스템 복잡성과

지가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는 효율을 결정하는 내부 양자 효율의 증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실용적인 양자 광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

진이다. 특히 고체 시료 내 내부 결함과 charge trap state 와 같은 비

계가 있다.

발광 프로세스는 광자 방출을 저해하는 주 원인으로 고품위 시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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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기존 벌크형 양자광원 (왼쪽)의 문제점인 낮은 양자 광원 생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광학구조 이미지 (오른쪽).

장, 저온 실험 수행 등의 방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둘째는 광자의

율이 90%을 넘는 초전도 나노선 기반 광검출기의 상용화 등 측정

고체 시료 외부로의 추출 효율이다. 높은 굴절율의 고체 매질은 전

시스템에서도 빠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반사 효과에 인해 광자 방출을 크게 저해한다 (그림 3). 예로써, 굴절
율 3.5 정도의 GaAs 물질의 경우 시료 내부 생성된 광자 중 2% 미만

2.2 불필요한 상호 작용 억제

의 광자 만이 시료 외부로 방출된다. 세번째로 이렇게 방출된 광자

진공 챔버 내에 포획된 단일 원자와 달리 고체 시료 내 양자 구조는

중 일부의 광자만이 사용자의 광학계와 결합이 이뤄지는데, 외부 광

주위 환경(포논, 전하)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는 고체양자

학계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가 작을수록 광포집 효율이

광원의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덕분에 정밀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높은 NA 의 광학 부품 사용 또는 양자 광원의

제어 레이저 여기 기술이 요구되는 원자기반의 양자 광원과 달리 발

far-field 패턴 개선을 통한 광학 포집 효율 증진 또한 필요하다. 지난

광 에너지 보다 크기만 하면 파장에 크게 상관없이 손쉽게 레이저 또

이십 년간 고체 양자 광원의 효율 개선을 위해 광결정, 나노막대, 원

는 전류를 주입하여 양자 구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광자를 발생시

형 격자와 같은 다양한 광학 구조가 제안되었고 이를 통한 전반사 제

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광자는 단광자

거, Gaussian 형태의 far-field 패턴 형성 등 최적화된 광학구조 결합

특성을 유지하긴 하지만 생성된 광자의 방출 시간과 파장의 위치가

을 통해 기존 벌크 구조에 비해 높은 광자 추출 및 포집 효율을 얻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제(timing and spectral jitter)를 일으키고 나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또한 광학 구조에서의 높은 광자 상태 밀도

아가 광원의 파장 선폭을 증가시켜는 주 원인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

가 가져오는 Purcell 효과를 이용하여 빠른 광자 생성 속도 및 내부

로 광자 간 간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광자간 구별 불가능성과 결

양자 효율 개선을 이뤄냈다. 그 결과 현재 반도체 양자 광원의 내부

맞음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다수 광자 간 양자 간섭현

양자 효율, 광추출 효율, 광 포집 효율을 모두 고려한 효율이 65% 이

상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정보 처리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고

상에 이르고 있다 [2]. 하지만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양

체 시료 내 상호 작용을 억제하고자 최근에는 기존의 비공명(non-

자 광원의 효율 뿐만 아니라 시료 외부의 광학계에서의 손실과 광검

resonant) 방식 대신 특정 에너지 레벨에 선택적으로 일치시키는 공

출기의 효율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단일 광자 검출 효

명(resonant) 방식이 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외

026

K-LIGHT
October 2020

부 전기장 제어 등을 통해 고체 시료 내 전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제작 단계에서 패턴 기술을 이용한 성장법

노력 등을 통해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99% 이상 높은 간섭 선

또는 ion-implantation 기법 등의 생성 위치 제어 기술의 개발을 통

명도를 갖는 고체 양자 광원이 보고되고 있다 [3].

해 양자 광원의 불균일성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현재 고체 양자 광원 생성 및 제어 기술은 고체 소재가 가지

2.3 양자광원 간 불균일성

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도 고체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양자키분배와 같은 일부 양자 통신 기술은 단일 고체 양자광원에서

차츰 극복해 나가며, 고효율, 고신뢰성의 양자 광원이 가져야 할 요

고효율로 발생되는 단광자 만으로도 기술 구현이 가능하지만, 실질

구조건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적으로 대부분의 광자 기반의 양자 정보 기술은 복수의 양자 광원과
이 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특히, 전자와 달리 직접 상호

3. 고체 양자 광원의 집적 소자화 기술

작용이 어려운 광자는 광자 간 양자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측정을 기

최근 고체 양자 구조 제작 및 제어 기술 개발에 따른 고효율, 고신뢰

반으로 한 양자 상호작용을 구현한다. 이 때 간섭의 선명도를 높이

성의 양자 광원 생성이 가능해지자 이를 보다 실용적으로 이용하려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광자의 긴 결맞음 시

는 연구가 차츰 시도되고 있다. 기존 광학 테이블 위에서 이뤄지는

간 뿐 만 아니라 서로 간섭하는 두개의 광자가 파장, 편광, 공간 모드

자유 공간에서의 광자 방출 및 광자 제어 대신 광섬유, 광학 집적 회

등 다양한 자유도 측면에서 모두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하

로와 같은 실질적으로 양자 광원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에서의 양자

지만 방출 광원의 특성이 동일한 자연계의 원자와 달리 인위적으로

광원 생성과 제어 연구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생성된 고체 양자 광원은 양자구조체의 크기, 모양, 응력 정도의 차
이에 따른 발광 파장이 상이하여 양자 간섭 구현에 큰 제한을 발생시

3.1 광섬유 결합 고체양자 광원 개발

킨다. 고체 양자 광원 간 파장을 제어하기 위하여 국소적으로 온도를

광섬유는 광자를 원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

변화시키거나 응력, 전기장을 인가하여 다수의 구별 불가능한 양자

보통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플랫폼이자 이미 전세계적으로 구

광원 생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광자의 동시 생

축되어 있는 상용화 플랫폼이기도 하다. 광섬유 내 광자를 제어하기

성 개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4, 5].

위한 광섬유 기반 광학소자 또한 상용화 되어 있어 광자의 편광, 경

고체 양자 광원이 갖는 불균일성은 발광 파장 뿐 아니라 생성 위치

로를 높은 효율로 손쉽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섬유 플

제어 측면에서도 발생되는데, 앞서 소개한 공진기와 같은 광학구조

랫폼 사용시, 전송거리에 따른 손실 및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 고효율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위치에 양자광원을 배치하

는 광섬유 파장 대역으로 알려진 C-band (1550 nm) 또는 O-band

그림4. (왼쪽) 본 그룹에서 개발 중인 광섬유 집적형 양자 광원 소자의 현미경 사진. Single mode 광섬유 코어에 양자점 양자광원 시료가 집적되어 있다. (오른쪽) 독일 그룹에서 개발한 standalone 방식의 광섬유 결합 양자 광원 시스템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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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양자 광원, 선형 간섭계, 비선형 광학 소자, 광검출기 등 다양한 광학 요소들이 결합된 양자 집적 광학 소자 이미지 [7]

(1310 nm) 와 같은 특정 파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싱글모드 광

등 목적에 맞는 광학 소자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 집

섬유의 NA 가 0.14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양자 광원을 광섬유와 결합

적 회로의 문제점은 소자 내 광원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없어 외부

시 큰 광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광통신 파

로부터 광원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양자 광학 집적소자

장에서의 고체 양자 광원 개발 연구는 양자점, 점결함, 이차원 물질

제작을 위해서는 단일 광자 수준의 양자 광원을 소자 내부에 고효율

등 다양한 소재에서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소재의 품질과 광학 특

로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연구 초기에는 이를 광섬유를

성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섬유 광자 결합 효율 개선

통해서 전달하는 법 또는 빛 생성이 가능한 물질을 광학칩 위에 성장

을 위해서 고체 양자 광원과 광섬유 사이에 공간 모드 변환을 위한

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되었으나, 높은 광손실과 소재의 품질 저하 문

중간 광학렌즈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나, 광손실이 크고 복

제로 최근에는 광학 칩과 고체 양자 광원 소재를 개별적으로 최적 조

잡한 광학 시스템 대신 광섬유에 양자 구조체를 직접 결합시키는 방

건에서 성장 및 제작 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를 재결합하는 연구

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림4). 이 경우 양자 광원이 좁은 각도 범위

가 보다 각광받고 있다 [7].

에서 수직 발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나노광학구조 설계가 이

하이브리드 집적 방식의 핵심은 서로 다른 두개의 플랫폼에서 제

뤄져야 한다. 이러한 Plug&play 방식의 광섬유 결합 양자 광원 제작

작된 고체 양자 광원과 광학회로 간에 정밀 재결합을 하는 것인데,

은 사용자가 부가적인 광학 alignment 과정 없이도 손쉽게 바로 사

PDMA 물질과 같은 점성이 높은 마이크로 스탬프를 이용하는 방식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용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

과 마이크로 팁을 이용하여 Pick-and-place 방식으로 재결합을 하는

대된다.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고
체 양자 광원을 결합하고 각각의 양자 광원의 파장을 개별적으로 제

3.2 광집적 회로 결합 고체양자 광원 개발

어하여 광집적 회로 내에서 양자 간섭 현상을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

실리콘 포토닉스로 대표되는 광학 집적 회로 기술은 현재 구축된 높

고 있다 (그림5) [8].

은 집적도와 정밀도의 전자 소자기술을 활용하여, 광자의 경로와 위
상제어를 구현하는 수천개의 광학 소자를 수 mm 크기의 칩 안에 집

4. 고체 양자 광원을 이용한 양자 응용 기술 개발

적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실리콘 뿐만 아니라 Si3N4, LiNb03,

높은 효율과 신뢰성을 갖는 양자 광원 생성 및 제어 시스템은 양자

AlN 등 다양한 광학 칩 소재 활용하여 극저손실, 초고속 위상 변조

정보 과학 연구를 위한 플랫폼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양자 정보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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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왼쪽) 다수의 양자광원이 집적된 양자 광학 회로 구성. 파장 제어를 위한 독립적인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4]. (오른쪽) 하나의 양자광원과 demultiplexing 기법을 이용하여 20개
의 동시 광자 생성이 가능하다 [9].

기술 연구를 가능케 한다. 활용 가능한 리소스의 품질과 개수가 늘

로 나누어서 이를 동시 입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려는 연구도 많이

어남에 따라 점점 많은 응용 기술에 제안되고 있는데, 최근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림6). Demultiplexing 기술 활용시 광자의 개수 증

있는 고체 양자 광원 기반의 양자 정보 응용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면

가에 따라 다광자 생성 확률이 여전히 감소하긴 하지만 감소 정도가

아래와 같다.

선형적이라는 점과 함께 하나의 광원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파장
제어 기술 없이 안정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광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4.1 다광자 양자 간섭 시스템

큰 장점이 있다. 2019년에는 20개의 광자와 60개의 광학 모드를 사

양자 물리의 선형적인 특성은 선형 광학을 기반으로 양자 시뮬레

용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9]. 보존 샘플링 구현 외에도 위상

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활용하면, 고전 컴퓨터로는 결과를 예

제어가 가능한 Mach-Zenhder 간섭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unitary

측하기 어려운 물리 시스템을 다수의 동일 양자 광원과 다수의

operation 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는 시도

beamsplitter의 구성 만으로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가 계속되고 있다 [10]. 아직 초기 결과이기는 하나 고체 양자 광원

적인 예가 보존 입자의 샘플링 문제인데, 고전적으로는 결과를 예측

을 이용한 Shor 의 인수분해 알고리즘의 핵심인 Quantum Fourier

하는 것이 매트릭스의 퍼머넌트를 계산하는 것이라 input 모드와 보

transformation 을 가능성 보여준 결과가 최근 보고 되기도 하였다

존입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

[11]. 이외에도 현재 고체 양자 광원에서의 얽힘 광자쌍을 이용한 양

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를 보존입자인 다수의 단일 광자원과 간섭계

자 전송 실험 등의 연구가 자유공간, 광섬유, 집적 회로 등 다양한 플

를 기반으로 한 선형 양자 광학 시스템을 통해 빠른 속도로 시뮬레

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12].

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구별불가능한 광자 동
시 생성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시 광자 생성 개수를 증가시키

4.2 양자 메모리 소자

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접근 방식인 자발 매

양자점, 점결함과 같은 고체 양자 구조체는 양자광원으로써 뿐만 아

개 하향 변환 방식의 경우 광자 간 구별 불가능성이 높아 해당 방식

니라, 내재하고 있는 전자 스핀 등을 이용 시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으로 생성된 다광자를 이용하여 앞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자 메모리로써 활용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다이아몬드와 실리

광자 수가 증가할수록 동시 다광자 발생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하

콘카바이드와 같은 물질 내 속박된 점결함의 경우 스핀 결맞음 특성

여 동시 생성 광자 수가 주로 5개 이하에 머무르는 등 확장성에는 아

이 우수하여 수백 ms 또는 수초 이상 긴 시간동안 양자 정보를 저장

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원하는 순간에 광자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수십 us 이하의 빠른 gate operation 시간

이 가능한 고체 양자 광원을 이용하여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계속

을 고려할 때 많은 횟수의 양자 operation 이 가능한 시간이다. 또한,

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장 제어를 통한 다수의 고체 양

하나의 양자 구조를 넘어 수 nm 인근의 다수의 양자구조를 동시에

자 광원을 사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의 양자 광원에서 시간에 따

활용하게 되면 양자 구조 간 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수 양자 얽힘

라 일정하게 나오는 광자를 demultiplexing 기술을 이용, 공간적으

상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7) [13]. 뿐만 아니라 광자를 매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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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왼쪽) 고체 양자 구조체에서 stationary / flying 큐비트 의 생성 이미지. (오른쪽) 다이아몬드 결점 내 전자 스핀과 주위 탄소 원자의 스핀간 다수 얽힘 상태 구현 이미지 [13]

멀리 떨어진 양자구조 간 양자 얽힘을 구현하는 연구도 확장성을 넓

흡수와 방출이 단일 양자구조에서 잘 이뤄질수 있도록 고효율의 양

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14]. 이와 같이 고체 양자구

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는데, 빛과 물질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조의 경우 flying 큐비트 인 양자 광원과 stationary 큐비트인 스핀을

공진기가 고효율의 비선형 양자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양자 광학 소자

Harmonic oscillator 인 공진기 모드와 two-level 시스템인 양자 구

에서 활용 시 양자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 개발이 가능

조체 간 강한 상호작용 구현 시, 시스템이 갖는 해밀토니안은 에너지

하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Anharmonic ladder 타입의 에너지 상태를 갖
게 되어 단일 광자 수준에서도 상호작용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높은

4.3 비선형 양자 광학 소자

비선형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선형성을 활용하게 되면 다광자 상

광자와 선형 광학계를 기반으로 한 양자 광학 소자의 경우 비선형 상

태는 투과시키고 단일 광자만 선택적으로 반사를 시키는 광자수 필

호작용을 발생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고체 양자 구조 활용 시,

터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8) [15]. 또한, 공진기에서 반사되는 광자

양자 광원과 양자 메모리로써 활용 뿐만 아니라 광자와 양자 구조체

의 위상이 공진기와 결합된 양자 구조체의 스핀 상태에 따라 달라지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비선형 양자 광학 소자를 구현할 수 있

는 특성을 이용하여 스핀 상태로 광자의 편광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

다. 이러한 광자와 스핀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단일 광자의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첫번째 광자의 위상이 스핀 상태를 제어하고

그림8. (왼쪽) 광학칩내 양자구조를 이용하여 광자 수 필터를 구현한 예시 [15]. (오른쪽) 광자-스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단일광자 트랜지스터를 구현한 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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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스핀이 두번째 광자의 위상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광자-광자

Yu, Y. Wei, X. Wang, and S. Yu, "A deterministic quantum dot

간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단일 광자 트랜지스터 구현 등 다양한 비선

micropillar single photon source with >65% extraction efficiency

형 양자 광학소자가 고체 광학칩에서 실험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

based on fluorescence imaging method," Scientific Reports 7,

림8) [16].

13986 (2017)
[3] N. Somaschi, V. Giesz, L. De Santis, J. C. Loredo, M. P.

5. 맺음말

Almeida, G. Hornecker, S. L. Portalupi, T. Grange, C. Antón,

LED와 LD 로 대표되는 반도체 광원 기술은 높은 실용성, 안정성, 특

J. Demory, C. Gómez, I. Sagnes, N. D. Lanzillotti-Kimura, A.

성 가변성 등의 장점으로 기존 램프, 형광등, 기체 레이저와 같은 고

Lemaítre, A. Auffeves, A. G. White, L. Lanco, and P. Senellart,

전광원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는 단순히

"Near-optimal single-photon sources in the solid state," Nature

소형화, 전류 구동과 같은 고체 소자화의 장점이외에도 플렉서블 디

Photonics 10, 340-345 (2016)

스플레이, 정보통신, 군사, 의료용 광원 등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

[4] D. J. P. Ellis, A. J. Bennett, C. Dangel, J. P. Lee, J. P. Griffiths,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광원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는 우리의

T. A. Mitchell, T.-K. Paraiso, P. Spencer, D. A. Ritchie, and A. J.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곤 한다. 현재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

Shields, "Independent indistinguishable quantum light sources

않은 새로운 빛의 상태인 양자 광원의 경우 아직 기초 연구 수준이

on a reconfigurable photonic integrated circuit," Applied Physics

고 이를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응용 기술도 초기 연

Letters 112, 211104 (2018)

구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로 비추어 볼 때, 양자 광

[5] J.-H. Kim, C. J. K. Richardson, R. P. Leavitt, and E. Waks,

원의 등장은 기존 계측기술과 결합하여 정밀도를 높이거나 양자 전

"Two-Photon Interference from the Far-Field Emission of Chip-

송 등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 구현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Integrated Cavity-Coupled Emitters," Nano Letters 16, 7061-

한, 양자 연산과 같은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적용도 가능하다.

7066 (2016)

이러한 다양한 응용 가능성 중 양자적 특성(양자 간섭, 얽힘 등)을 적

[6] A. Schlehahn, S. Fischbach, R. Schmidt, A. Kaganskiy, A.

게 사용할수록 응용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로써

Strittmatter, S. Rodt, T. Heindel, and S. Reitzenstein, "A stand-

단일 광자 만을 사용하는 양자 키분배 기술처럼 일부 양자 통신 기술

alone fiber-coupled single-photon source," Scientific Reports 8,

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도 있으나 (아직 사용

1340 (2018)

거리, 속도 측면에선 해당 기술 역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된다.), 양자

[7] J.-H. Kim, S. Aghaeimeibodi, J. Carolan, D. Englund, and

연산과 같은 다수 큐비트간 양자 얽힘과 긴 결맞음 시간이 많이 요구

E. Waks, "Hybrid integration methods for on-chip quantum

되는 높은 수준의 양자 기술 분야처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photonics," Optica 7, 291-308 (2020)

남아 있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8] N. H. Wan, T.-J. Lu, K. C. Chen, M. P. Walsh, M. E. Trusheim, L.

연구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양자 광원이 우리 주위에서 다

De Santis, E. A. Bersin, I. B. Harris, S. L. Mouradian, I. R. Christen,

양한 모습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 S. Bielejec, and D. Englund, "Large-scale integration of artificial
atoms in hybrid photonic circuits," Nature 583, 226-2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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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동향
1. 서 론

플레이 선진사들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62년 최초의 가시광선 LED (light-emitting diode)가 개발된 이래

마이크로 LED 기술이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에 비해 밝기, 명암대비,

[1], 1990년대 초 InGaAlP를 이용한 고휘도 적색 LED 개발[2]과 질

에너지 효율성, 반응시간 등 각종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

화물(nitride) 청색 LED의 출현이 오늘의 LED 붐을 조성하는 결정적

조단가 측면에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향후

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LED는 이

마이크로 LED 광원 제작기술, 대량전사기술 및 색 표현의 정확성 기

제 인간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휴대폰의 액

술들이 현실화 된다면 기존 디스플레이를 능가하는 차세대 디스플

정 표지 소자, 옥외용 대형 디스플레이 전광판, 교통 신호등, 자동차

레이 기술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고문에서는 마이크

부품, TV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

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전사기술

되는 조명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LED 산업은 기존의 전통조명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 적
용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저전력 구동 플

2. 마이크로 LED 전사 기술

렉서블 디스플레이, 인체 모니터링을 위한 부착형 정보표시소자, 생

전사(transfer) 기술이란, 마이크로 LED 단일 또는 다수의 칩을 원

체반응 및 DNA센싱, 광유전학 유효검증을 위한 바이오 융합 분야,

하는 기판 (target substrate)에 이송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

전도성 섬유와 LED 광원이 결합한 Photonics Textile 분야 등에서

LED 칩의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기존 LED 칩을 하나씩 옮기는 공정

활용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다수의 칩을 한번에 이송하는 기술이 필요로

‘14년 애플이 마이크로 LED 전문 기업 ‘럭스뷰테크놀로지(LuxVue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직접 전사, 인쇄 전사, 자가 조립 전사 방법

Technology)’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일본의 소니도 ‘16년 6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6’에

2.1 직접 전사 기술

서 2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인 ‘CLEDIS (Crystal LED

직접전사 방식은 p-type의 GaN를 에칭 공정을 이용하여 ~수 마이

Integrated Structure)’를 공개하였다. ‘20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크로 크기로 분리시킨 후에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개최된 CES 2020에서는 국내 삼성전자뿐만 LG전자 등도 100~170

semiconductor) 또는 TFT(thin film transistor) 기판과 직접 본딩하

인치급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보고하면서 국내외 디스

는 방식을 이용하여 전사하는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 성장기판으로

그림 1. 마이크로 LED의 직접 전사 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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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BD사의 직접 전사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3](그림 출처 : JB Display)

사용한 Si 또는 사파이어 기판이 제거될 수 있으며, 단일 셀(cell)로

동 IC가 형성된 기판의 열팽창계수가 상이하여 마이크로 LED 어레

분리된 ~수 마이크로 크기의 GaN 개별 소자는 드라이빙 IC를 통하

이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픽셀간의 pitch가 틀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여 제어되어 디스플레이 화소로 이용될 수 있다.

하곤 한다.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한정되며 주로 직접 전사

이 방법의 경우, LED 제조방법과 전사방법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후 컬러 필터 혹은 퀀텀닷(quantum dot) 소재를 이용한 색변환을

풀컬러 구현이 어렵고 단일 셀이 불량일 경우 수리(repair)가 어렵다

통해 초근접(near-to-eye)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

는 단점이 있다. 특히, LED를 구성하는 기판 물질의 열팽창계수와 구

적용하긴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CEA-Leti 연구소의 직접 전사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4](그림 출처 : Yole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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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희대학교의 직접 전사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5]

JBD(Jade Bird Display)사는 중국에 위치한 회사로 기존 LED 제작

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후 직접 전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n-GaN

에서 사용되는 웨이퍼 본딩을 이용하여 직접 전사 기술을 개발하였

를 노출 시키는 메사(MESA) 공정이 아닌 에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다. JBD사는 LED 에피가 성장된 웨이퍼와 드라이브 IC를 직접 본딩

풀-아이소(full-isolation) 공정을 통해 칩을 분리함으로써 픽셀 간의

후 성장에 사용된 기판을 제거하고 다이싱(dicing)을 통해 디스플레

구분을 확실히 하였고, CMOS 기판이 아닌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적

이를 제작했다. JBD사는 직접 전사 기술을 개발하여 5,000 PPI 해

용되는 TFT를 이용하여 상용화에 용이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상도를 달성함을 발표했고 10,000 PPI를 목표로 연구하는 것으로

시제품을 선보였다.

알려졌다.
프랑스에 위치한 CEA-Leti 연구소는 JBD사와 다른 직접 전사 기

2.2 인쇄 전사 기술

술을 개발하였다. LED 웨이퍼에 픽셀화 된 셀을 제작 후 웨이퍼를

인쇄 전사 기술은 접착력 차이를 이용해 마이크로 LED 칩들을 타겟

다이싱하여 유닛 단위로 드라이브 IC와 본딩하는 직접 전사 기술을

기판으로 전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직접 전사의 경우에

개발하였다. 또한, 드라이브 IC 위 마이크로 튜브를 형성하여 더 높

는 LED 웨이퍼에서 칩들을 형성한 후 타겟 기판으로 바로 본딩하는

은 본딩 수율을 확보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Leti 연구소는 칩 사이

반면에 인쇄 전사 기술은 마이크로 LED 웨이퍼에서 칩들을 임시 운

즈 10 ㎛ 이하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바 있다.

송용 전사 소재를 이용하여 타겟 기판으로 옮기는 전사 방법이다. 인
쇄 전사 기술은 LED를 성장하는 기판에서부터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경희대학교는 위 언급한 JBD사와 Leti 연구소와 다르게 칩들을 전기

고려해야하므로 단일 기관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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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이크로 LED의 인쇄 전사 공정 개략도

그림 6. 엑셀레프린트사의 스탬프를 이용한 마이크로 LED 인쇄 전사 기술[6]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인쇄 전사 기술의 RGB 구현에 용

Head)를 이용하여 인쇄 전사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Si 재질로 만

이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쇄 전사 기술 개발에 매진하

들어진 헤드 부분에 전압을 걸 수 있도록 전극을 형성한 뒤, 마이크

고 있는 상황이다.

로 LED 상에 정전헤드를 위치시키고 전압을 걸어 칩을 픽업하고 이

인쇄 전사 기술의 선두 기업은 엑셀레프린트사(X-Celeprint, UIUC의

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임의로 선택

J. A. Roger 교수가 공동창업자)로 탄성고분자를 전사 소재로 사용하

된 칩 또는 어레이만을 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전기 방식으

여 접착력 차이를 통한 인쇄 전사 기술을 개발하였다. 소프트한 물성

로 인해 LED를 픽업할 때 칩 손상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의 고분자는 접착력이 존재하여 성장용 기판과 완전한 분리된 칩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는 발

을 옮기는데 용이하며, 탄성고분자의 낮은 접착력으로 옮겨진 칩들

포 고분자를 이용한 전사 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전사 소재의 고

을 쉽게 타겟 기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

분자는 접착력이 있어 칩들을 이송 받는데 용이하고, 선택적인 레이

프트한 물성 때문에 전사 공정 중 칩 간 거리 변화가 발생하거나, 최

저 노출로 발포 고분자를 변형시켜 필요한 칩만 전사가 가능하다. 하

종 실장 단계에서 주입되는 열 이나 압력으로 변형이 발생하여 공정

지만, 칩의 틸팅(tilting), 고분자 발포 정도 조절 등 정밀한 제어가 어

불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애플사에서 인수한 럭스뷰(Luxvue)사는 정전헤드(Electrostatic

한국광기술원은 레이저리프트오프(Laser Lift-Off) 공정과 전사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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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럭스뷰사의 정전기력을 이용한 마이크로 LED 인쇄 전사 기술[7]

를 혼합한 대량 전사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본 전사 기술은 LLO공

도 가지고 있다. 향후, LLO 공정 시에 양품의 칩만 선택적으로 전사

정을 통해 마이크로 LED칩을 1차로 분리한 다음, 전사 소재를 이용

하고, 비어있는 픽셀에 다시 양품의 칩을 전사하는 필인(Fill-in) 공정

하여 RGB칩을 TFT 기판에 실장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

개발을 통해 전체적인 전사 공정의 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추진

술의 경우, 레이저를 이용한 선택적인 칩 전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

중에 있다.

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RGB칩을 전사소재에 모아 어레이를 형
성한 다음, TFT 기판에 RGB 어레이를 한 번에 실장 할 수 있는 장점

그림 8.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의 발포 고분자를 이용한 전사 기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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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광기술원의 레이저 및 전사소재를 이용한 대량 전사 기술[9]

2.3 자가 조립 전사 기술

마이크로 LED 칩 사이즈의 제약이 거의 없고 넓은 면적의 패널에

직접 전사 기술과 인쇄 전사 기술 이외에 최근 자가 조립 전사 기술

지속적으로 전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사 정밀도 및

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샤프사(Sharp), 소니사(Sony)가 자가 조

수율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분하며 연구 개발 초기

립 방법의 특허를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 기술적 우

단계이다.

위를 점유하고 있다. 자가 조립 전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액

사실, 자가 조립 전사 기술은 오래 전부터 조립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에 마이크로 LED 칩들을 분산시키고 전기적 힘 혹은 물리적 구조

서 연구되어 왔다.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Su-8을 이용하여 타겟 기판

를 이용하여 타겟 기판으로 전사하는 방법이다. 자가 조립 전사는 칩

위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솔더 바인딩을 통해 고정하는 자가 조립

들을 제어할 필요가 없이 타겟 기판으로 칩들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사 기술을 소개하였다. 연구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방향성

그림 10. 워싱턴대학교의 자가 조립 전사 기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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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팰로앨토 연구소의 자가 조립 전사 기술[11](그림 출처: PARC, Yole report 2019)

그림 12. 폭스콘사의 자가 조립 전사 기술[12](그림 출처: eLux, Yole report 2019)

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방향성을 제외한 공정 수율은 97%를 달

선두 기업으로 방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 기둥 형태 혹은 디

성하였다.

스크 형태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직형 타입의 마

미국의 제록스(Xerox)사의 자회사인 팰로앨토 연구소(Palo Alto

이크로 LED를 이용해 방향성이 필요 없는 자가 조립 전사 기술을 보

Research Center)는 전기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LED를 전사하는

유하고 있다. 이들은 물리적 구조 이외에도 전기장을 이용하여 디스

기술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본 기술은 전기장을 켜고 끔으로써 선

크 타입 마이크로 LED의 n, p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자기 조립 전사

택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팰로

기술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하였다. 이룩스사는 본 기술이 직경 20

앨토 연구소는 1 ㎛ ~ 10 ㎛ 사이즈의 오브젝트들을 1° 미만의 틀어

㎛ ~ 100 ㎛의 마이크로 LED 칩 전사가 가능하고, 12.3인치 42 PPI

짐으로 전사 가능함을 입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급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위한 자가 조립 전사 시간이 15분 정도 소요

폭스콘(Foxconn)사는 샤프사를 인수함으로 이룩스(eLux)사의 자가

된다는 것을 보였다. 현재는 조립 수율 및 순방향 수율 향상을 위해

조립 전사 기술을 흡수하였으며, 이룩스사는 자가 조립 전사 기술의

연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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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면 한층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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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연구 개발 하고 있다. 또 다른 시점에서, 페이스북사는 인

저자 약력

박준범 박사는 전남대학교 신화학소재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피니엘이디(InfiniLED)사를 인수하고 마이크로 LED 주요 기업들과

으며, 현재는 한국광기술원 마이크로 LED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

계약을 통해 AR, VR 디스플레이 시장 선도를 노리고 있다. 또한, 애

로 재직 중 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마이크로 LED 전사 공정 기술 개

플사는 최근 전시회에서 스마트 와치 시제품을 선보이며 소형 디스

발, 전사 장비 개발 및 특성 평가 분석, 플렉서블 및 스트레처블 마이
크로LED 소자 개발을 진행 중 이다.

플레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 LED 기술 수준은 해외 선진사에 비해 매우 미흡

정탁 센터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한 상태이나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내 연구개발 성과에 따

으며, LG 이노텍, 고등기술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광기술원 마이

라 전 세계 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크로 LED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마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산학연이 연계

이크로 LED 광원 제작, 전사, 응용기술의 개발 및 기획 총괄을 맡고
있다.

해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기술이 어우러진 생태계 전반에 대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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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기반 반도체 광원 기술

그림1. 통신거리에 따른, 실리콘 포토닉스 광소자에 요구되는 성능 및 관련

1. 실리콘 기반 반도체 레이저 기술

갖고 있다(그림 2a). 즉, 실리콘 기반으로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 용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 기판 (substrate) 혹은 SOI (silicon on

하지 않다. 어떻게 이 기술적 난관이 해결되었고, 현재 가능한 최고

insulator) 기판 등에 다양한 광소자 (photonic devices)를 구현하

수준의 실리콘 기반 레이저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

는 연구/학문/응용 분야를 통칭한다. 실리콘 포토닉스 광소자는,

히 설명하는 것이 이 기고문에서 다룰 주제이다.

도심 통신망(metro access), 차세대 무선통신 backbone망 등 통

이 기고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Section 2에서 실리콘 기반 광

신거리가 긴 분야부터, 반도체 칩 내부 광연결 (on-chip global

원 (silicon based optical transmitter)의 세 가지 방식을 다루고,

interconnects), 메모리-CPU 같은 칩 사이의 광연결 (off-chip

Section 3에서는 대표적인 실리콘 기반 레이저 공정 방법 세 가지를

interconnects)과 같은 통신거리가 매우 짧은 분야까지 다양한 통신

다룬다. Section 4-7에서는, 장거리 통신용 고출력 레이저, 고속 직

분야에서 차세대 소자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그림 1).

접-변조 레이저, 저전력 레이저, Ge 기반 레이저 기술의 예시를 소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거리에 따라 요구성능이

하고자 한다.

다르기 때문에(그림 1), 그 이유는 통신거리마다 다르다. 고속동작이
중요한 장거리 통신분야에서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실리콘 기반 광

2. 실리콘 기반 광원

변조기 (optical modulator)와 광수신기 (optical receiver)의 존재,

광원 (optical transmitter)은 coherent한 빛을 발생시키고, 빛의 세

silicon electronics 와의 초단거리 집적을 통해 전력소모를 줄일 수

기를 변조하는 기능을 가진 소자를 일컫는다. 직접-변조 레이저는

있는 가능성, 실리콘 공정 기술을 통한 생산단가 절감 가능성 등이

레이저 홀로 광원이고, 광변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레이저와 광변

이유일 수 있다. 단거리 통신분야에서는, 기존 전기를 사용하는 칩

조기의 조합이 광원을 이룬다. 실리콘 기반 광원은 크게 3가지 방식

수준 통신 (chip-level electrical interconnects)의 당면 문제들(에너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지 소모, 통신 대역폭, 핀 개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이

■

유일 수 있다.

된 칩 외부 (off-chip) III-V 기반 레이저를 칩 내부 (on-chip) 광변

이런 매력적인 잠재력을 갖은 실리콘 포토닉스 광소자를 광통신에

조기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칩 외부 레이저는 기존의 III-V

적용하는데 주요한 기술적 난관 중의 하나가 레이저 다이오드(이하

standalone 레이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

레이저)였다. 과거형을 사용한 이유는 더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 제작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과 레이저 품질을 실리콘 칩과는

실리콘과 실리콘에 결정 성장 (crystal growth)시킬 수 있는 IV족 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칩 외부 레이저에서

도체는, 레이저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indirect bandgap 구조를

실리콘 칩으로 빛을 전달할 때 발생하는 커플링 손실 (coupling loss)

칩 외부 레이저 + 칩 내부 광변조기: 그림 2d처럼, 별도로 제작

041

TECHNOLOGY / 실리콘 기반 반도체 광원 기술
/ 글 정일석

그림2. 세 가지 형태의 밴드 구조 개괄도 (a-c). a silicon의 밴드 구조 개괄도. Conduction band edge가 -point 에서 떨어져 있는 indirect bandgap 구조임. b Direct bandgap을 갖는 III-V
족 화합물 반도체의 밴드 구조 개괄도. c Ge에 높은 strain이 가해져서 -point 에서 direct bandgap 을 갖게 된 경우의 밴드 구조 개괄도. 세 가지 형태의 실리콘 기반 통신용 광원의 개괄도
(d-f). d 실리콘 칩 외부에 위치한 comb laser + coupler + demultiplexer + modulator 의 조합. e 실리콘 칩 내부에 위한 레이저 + modulator의 조합. f 실리콘 집 내부에 위치한 직접 변조 레
이저.

과 광변조기에서 발생하는 삽입 손실 (insertion loss)로 인해 power

3.하이브리드 레이저 제조 방법

budget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III-V족 반도체를 실리콘 기판(substrate)에 직접 결정성장 (crystal

칩 내부 레이저 + 칩 내부 광변조기 방식: 그림 2e처럼 레이저와

growth)시키면, 두 반도체 사이의 격자 상수(lattice constant) 차이

광변조기 모두 실리콘 기판 위에 구현하는 방식이다. 칩 내부 레이

로 인해 strain이 누적되고, dislocation이라 불리는 균열이 발생한

저는 direct bandgap을 가진 III-V족 반도체(그림 2b)를 실리콘 기판

다. Dislocation은 레이저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저해한다. 이런

위에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된다. 하이브리드 방식으

dislocation을 피하며 III-V족 반도체를 SOI 기판(혹은 실리콘 기판)

로 제작된 레이저의 gain 특성은, 모두 III-V만으로 만들어진 레이저

위에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 레이저’ 제조방법 세 가지(그림 3a-3c)

의 경우와 동일하다. 칩 외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대비, 커플링

에 대해 살펴보자.

손실이 없어서 power budget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 고출력, 높은

■

속도, 좁은 linewidth가 요구되는 장거리 통신에 적합한 방식이다.

molecular wafer bonding 이나 polymer wafer bonding을 통해,

장거리 통신력 고출력 레이저 예시는 Section 4에서 다룬다.

III-V족 반도체 에피 웨이퍼 (epitaxial wafer)를 실리콘 기판에 결합

■

저온 웨이퍼 본딩 방식: 그림 3a처럼, 300도 이하의 저온에서

직접-변조 레이저 방식: 그림 2f처럼 칩 내부 레이저가 직접 변조

시키고 후속 공정 한다. 300도 이하 본딩 조건은 dislocation을 발생

되는 방식이다. 높은 속도를 얻기 위해 레이저의 광공진기 (optical

시키지 않으며, 전자 소자가 있는 실리콘 기판에 본딩하는 것도 가능

cavity) 구조의 크기는 작으며 전력소모 역시 작다. 높은 속도가 요구

하게 한다.

되지만, 수 mW 급 출력이 충분한 단거리 통신분야에 적합하다. 커

■

플링 손실과 광변조기의 삽입 손실이 없어서 power budget 측면에

해 seed 역할을 할 얇은 III-V 층을 실리콘 기판에 결합해 준 후,

서 제일 유리하다. 온도가 상승하면 발진파장이 변화할 수 있어서,

regrowth 하는 방식이다. 양질의 양자우물 (quantum well)과 양자

dense WDM 시 주의가 필요하다. 레이저 예시를 Section 5와 6에서

점 (quantum dot) gain 물질을 성장시킬 수 있다.

다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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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실리콘 칩 내 레이저 (Si-on-chip laser) 제작방법. a molecular bonding이나 polymer bonding과 같은 저온 bonding을 사용하여 III-V 반도체 에피를 실리콘 기판에 결합하는 방법. b
III-V seed layer를 실리콘 기판 위에 wafer bonding 한 후 regrowth 를 하는 방법. c III-V 를 직접 silicon 기판위에 성장시키는 방법. Dislocation이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특정 범위에 한정되도록 하는 구조를 사용함.

SiO2 trench mask를 설치하고 III-V를 직접 성장하는 경우, 모든

단일파장 조건은 DFB (distributed feedback)나 DBR (distributed

dislocation이 SiO2 trench 안에 갇히게 되어 양질의 gain 물질을

Bragg reflector)로 불리는 grating 구조를 사용해 얻을 수 있다. 문턱

growth 할 수 있다.

전류 (threshold current)은 보통 수십 mA 정도이다.
그림 4a에 예시된 하이브리드 레이저는, 위에 설명한 광원을 구현하

4. 고출력 대형 레이저: 장거리 통신

는데 적합하다 [4]. 실리콘 광도파로를 사용한 매우 긴 optical cavity

도시 내 광통신이나 무선 통신망의 backbone망과 같이 상대적으

와 광손실이 매우 적도록 설계된 DBR 구조의 조합을 통해 sub-

로 거리가 긴 통신에 이상적인 광원은, 속도는 빠르고 출력은 높으

kHz의 선폭을 얻음과 동시에, phase control을 위한 passive 구조

며 선폭 (linewidth)은 작아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광

를 도입하여 linear한 수십 mW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실리콘 기

원 형태는, gain 물질의 길이가 수백 μm 이상인 하이브리드 단일

반으로 optical cavity의 특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

파장 in-plane 레이저와 고속 광변조기가 조합된 형태이다. Gain

는 좋은 예이다. III-V 로만 만들어진 레이저에서는 이런 식의 cavity

물질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십 mW 급 출력을 갖도록 설계될 수

engineering은 쉽지 않다.

있으며, gain 물질 길이에 비례하여 optical cavity도 길기 때문에

그림 4b에 예시된 하이브리드 레이저는, gain 물질로 양자점 구조를

spontaneous emission의 영향이 적어져 선폭을 작게 만들 수 있다.

사용한 경우이다 [5]. 보통 양자점을 사용한 레이저는, 양자우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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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최신 고출력 레이저. a sub-kHz의 선폭과 수십 mW 출력을 가진 하이브리드 in-plane 레이저 [4]. 저작권 Optica 6 745 (2019). b 양자점 고출력 하이브리드 in-plane 레이저 [5]. 저작
권 Optics Letters 42 338 (2017). c 고출력 하이브리드 레이저+광변조기 광원 4채널 모듈의 400 Gbit/s 전송실험 [6]. 저작권 OFC T3H.6 (2020).

이저에 비해 고온에서 문턱전류값이 낮고 dislocation에 상대적으

용이하지 않다.

로 덜 민감한 특성이 있다. 예시된 레이저는, 실리콘 (001) 기판 위

그림 5a에 예시된 하이브리드 레이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구조

에 200-nm Si buffer 층과 45-nm GaP nucleation 층을 MOVPE

이다. III-V gain 층이 SOI 기판의 실리콘 층에 형성된 HCG (high

로 성장하고, 2.3-μm GaAs buffer 층을 MBE로 성장한 후 열처리를

contrast grating) 구조와 Si/SiO2 DBR 구조 사이에 위치한다 [7].

통해 dislocation을 억제했다. 발진파장은 1.3 μm이고, 문턱전류는

HCG가 고반사율 거울로 동작함과 동시에 수평방향으로 연결된

30mA, single-facet 출력은 110 mW, 최고 동작온도는 90도 등 좋

실리콘 광도파로로 빛을 출력한다. HCG와 Si/SiO2 DBR로 인해

은 특성을 갖고 있다. 고출력 하이브리드 양자점 레이저의 좋은 예이

confinement factor가 10% 정도로 높은데, 이는 속도를 높이고 문

다.

턱전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1.5μm에서 단일파장 동작하며

그림 4c에 예시된 것은, 하이브리드 DFB 레이저와 광변조기를 결

optical pumping 측정에서 3-dB frequency가 27 GHz인 특성을 보

합한 4 채널 광원의 전송 실험 결과이다 [6]. PAM-4 modulation

였다. 추정된 MCEF (modulation current efficiency factor)는 고속

format을 사용했고, 동작온도 0-70도와 2km 거리 조건에서 400

VCSEL의 3배 수준이다.

Gbit/s 속도를 유지했다. 현재 최고 기술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5b에 예시된 하이브리드 레이저는, DR (distributed reflector)
을 사용한 in-plane 레이저이다 [8]. 270 nm 두께의 얇은 III-V 층

5. 직접-변조 소형 레이저: 단거리 통신

이 공기와 SiO2로 둘러 싸여 있어서 confinement factor가 높다. 32

수십 Gbit/s 급의 속도를 직접-변조를 통해 얻으려면, 레이저의

μm 길이의 DFB구조와 50μm를 구조를 사용하여 cavity 부피도 작

optical cavity 부피가 작아야 한다. 가령, 250 μm의 길이를 갖는 in-

다. 그 결과, micro in-plane 레이저로는 기록적으로 작은 0.2 mA의

plane 레이저보다 1/10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잘 알려

문턱전류를 갖고, 직접변조로 20 Gbit/s 이 가능하며, 이때 BER (bit

진 VCSEL (vertical-cavity surface-emitting laser) 구조가 이 정도

error rate)은 6.4×10-10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III-V 레이저 방식으로

의 크기를 갖는다. 그런데, VCSEL은 수직 방향으로 빛을 출력하기

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 광도파로와의 연결이

그림 5c에 예시된 하이브리드 레이저는, bound stat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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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집접 변조를 위한 레이저 구조 예시. a 수직방향으로 공진하고, 수평방향 실리콘 광도파로로 출력하는 하이브리드 레이저 [7]. 저작권 Springer Nature: Scientific Reports 6 38801
(2016). b DR 하이브리드 레이저. Sub-mA threshold와 20Gbit/s 속도를 갖는 in-plane laser [8]. 저작원 Applied Physics Express 11, 01204 (2018). c. 하이브리드 BIC laser. 새로운 방식의
optical confinement 에 근거하여 27GHz 3dB frequency를 갖는 레이저 [10].

continuum 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optical confinement 현상[9]을,

을 갖고 있다 [11]. Gain material의 부피는 작고 confinement factor

실리콘 기반 레이저에 처음 적용한 레이저이다 [10]. 비대칭적인 광

는 크며 cavity 구조가 optical scattering loss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

양자우물 (anisotropic photonic quantum well) 구조로 인해서 높은

계되어서, 문턱 전류가 매우 낮으며, 전력소모도 작다. 메탈 패드를

속도를 얻을 수 있다. Optical pumping 측정에서 3-dB frequency,

제외한 크기 (footprint)가 10μm×10μm 을 넘지 않는데, 메탈 미러

27GHz 이상을 보였다.

를 사용하지 않은 전류 주입 레이저 중 제일 작은 수준이다. 출력은 μ
W 수준인데, 출력을 수십 μW 수준으로 개선한 1D 광결정 레이저도

6. 극저전력 초소형 레이저: 초단거리 통신

있다 [13].

반도체 칩 내의 통신에 빛을 사용하는 것을 칩 내 광연결 (on-

그림 6b에 예시되어 있는 나노빔 어레이 (nano-beam array) 레이

chip optical interconnects)라고 부르는데, 기존 전기연결 방식

저는 실리콘 기판 위에 III-V 반도체를 성장시켜 만든 구조이다 [12].

(electrical interconnects)의 물리적인 한계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기록적으로 높은 55%의 confinement factor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칩내 광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광원에 요구

optical pumping 버전이 데모되었는데, 전류 주입 버전이 만들어질

되는 특성이 저전력 소모이다. 기존 전기를 이용한 방식 대비 경쟁력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구조이다.

을 갖기 위해서는, 1 bit 신호를 만들어 낼 때 10 fJ 이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변조 속도는 10 Gbit/s 이하인 것이 에너

7. IV족 반도체 레이저

지 효율 측면에서 이상적이다. 즉, 매우 낮은 전류에서 동작하는 10

IV족 반도체를 gain 물질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

Gbit/s 급 속도를 갖는 직접변조 레이저가 이상적이다. 광변조기를

되어 왔다. 그 결과, n-doping한 Ge과 GeSn과 높은 tensile strain이

사용하면 요구되는 전력소모를 맞추기 어렵다.

가해진 Ge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며, 전류 주입 레이저가

그림 6a에 예시되어 있는 gain 물질의 크기가 발진파장 정도인 초소

실험 데모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다만, III-V gain 물질 대비 높

형 광결정 (photonic crystal) 레이저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기록

은 문턱전류 밀도 (threshold current density)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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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극저전력 초소형 레이저 & IV족 반도체 레이저. a 하이브리드 광결정 레이저 [11]. 저작권 Optics Express 22, 702 (2014). b 나노빔 레이저 [12]. 저작권 Nano Letters 17 5244 (2017).
c Ge micro-bridge 레이저 [14] 저작권 Springer Nature: Nature Communications 8 1845 (2017).

지적되어 왔는데, 최근 optical pumping이지만 threshold를 order

559 (2017).

2개 낮출 수 있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2] Y. Shi, Z. Wang, J. V. Campenhout, M. Pantouvaki, W. Guo, B.

그림 6c에 예시된 레이저가 낮은 threshold를 데모한 구조이다. Ge-

Kunert, and D. V. Thourhout, “Optically pumped InGaAs/GaAs

SiO2-Si 기판의 Ge 층에 micro bridge와 DBR 거울 구조를 갖고 있다

nano-ridge laser epitaxially grown on a standard 300-nm Si

[14]. Ge micro-bridge에 높은 strain 이 걸리고, optical field도 강하

wafer,” Optica, 4 (12), 1468 (2017).

게 형성된다. 83 K에서 1550 nm 근방에서 multimode lasing 현상

[3] S. Bao, D. Nam, et al., “Low-threshold optically pumped

을 보여줬다.

lasing in highly strained germanium nanowires,” Nat. Comm., 8,
1845 (2017)

글을 맺으며

[4] D. Huang, M. A. Tran, J. Guo, J. Peters, T. Komljenovic, A.

실리콘 기판 근간의 반도체 레이저는, 성능 면에서 전통적인 III-V

Malik, P. A. Morton, and J. E. Bowers, “High-power sub-kHz

반도체 레이저의 성능 못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오히려, 실

linewidth lasers fully integrated on silicon”, Optica, 6 (6), 745

리콘 passive component 를 사용하여 optical cavity의 특성을

(2019).

engineering 함을 통해, III-V 반도체 레이저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성

[5] A. Y. Liu, J. E. Bowers, et al., “Electrically pumped continuous-

능을 얻는 것도 가능해 졌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silicon 근간

wave 1.3 μm quantum-dot lasers epitaxially grown on on-axis

광원/레이저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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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년 접종하던 독감 백신일 텐데… 올해는 부작용이 왜 생겨나고, 사망
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인지….

현대 과학과 의료시스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수많은
사망자를 양산하고도 아직까지 코로나19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불편했던 마스크가 이젠 일상을 살아가는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

걸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다”는 말을 실감

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으며, 하늘을 보거

하는 요즘이다.

나 계절을 느끼고, 가을의 정취를 품을 수 있었던 공원 벤치도 거리
두기 딱지가 붙어있거나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는 빨간 테이프가 감

지난봄에는 3개월 정도면 해결되겠지 싶었고, 더운 여름이 되면 감

겨있는 현실이 씁쓸하고 울컥하기도 하다.

염병 확산이 주춤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가을 즈음이 되면 여행도 다
닐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시도 때도 없이 [안

코로나 초기 “뉴노멀, 비대면, 4차산업”등이 가속화되는 급변하는 환

전안내문자]가 날아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감염병의 확산이

경을 맞이할 거라고 떠들어 대던 말들이 추상적으로만 들렸는데, 이

내 가정과 일터에까지 근접해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공포심을 느끼

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사고

게 된다.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나 오토바이로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

‘아내가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 서둘러 맞았어야 했는데…’하는

다. 식당 등을 방문할 때도 이제는 자필로 방문기록을 남기기보다는

후회를 하며 10월말이 된 지금까지 맞을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다. 매

QR코드로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은연중에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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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4차산업”에 물들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에 실수를 통해서 반성하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실력이 되
고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한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번 시도하다 보면 힘든 시간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한 공동체가 공유하던 개념, 가치, 인식 등이 생태계 위기 상황을 맞
이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나 물질적 변화

2020년, 올 한해 힘들게 지내온 만큼 앞날의 모든 길이 아름다운 길

등을 이야기 하는 용어로, 우리식 표현으로는 “싹 다 갈아엎는다”는

이 되길 바라면서 용해원의 詩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이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지금 상황이 모두에게 새롭다는 것은

의 소망을 담아 전하고자 한다.

기존의 규칙과 일하는 방식들이 많은 부분 쓸모가 없어졌거나 비중
이 축소되었다는 말이고, 성과와 실패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많이 듣거나 사용하는 용어가 혁신과 개혁이다. 이 용어들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말로는 쉬운데 직접 행하거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
의 시각과 사고가 고착화된 성향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정한 발견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는 말도 있듯 혁신과 개혁이라는 것도 거창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
출해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너무나 익숙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에서 디자인하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여 성공한 기업들이 많은 걸 보면 시각과 사고의 전환이 혁신과 개혁
의 출발점인 것 같기도 하다.

압구정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 분야에서 나름 성공하신 분
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타 사람들과 다
른 성향과 기운과 기질을 느끼곤 한다. 각자 다른 특장점이 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배려와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다. 어중간하게 대
충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행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작은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든다.”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된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정성이 깃들지 않은 우연한 성공은 없다는 말도
진리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를 맞아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하지만 비와 바람은 좋은 둥지를 만드는 데 필수재료라는 말도 있기

050

K-LIGHT

MISCELLANY / 연구실 소개

October 2020

연세대학교 광소자 물리 연구실

본 광소자 물리 연구실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소속의 오
경환 교수의 연구실로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광섬유를 기반으로

알칼리 원자 레이저 연구

한 다양한 광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광섬유 설계 및 제작과 광섬유

알칼리 원자는 굉장히 좁은 선폭, 95% 이상의 이론적 에너지 변환

를 이용한 광포획과 광학적 액체 분사 시스템, 그리고 DNA를 이용한

효율, 높은 빛에 대한 반응성과 증기 매질로서 열 문제를 해결하기

DNA기반 광소자 제작, 다양한 포화흡수체를 개발 및 이용한 초고속

쉽다는 점에서 차세대 레이저 광원으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 고출

펄스 레이저, 그리고 차세대 이득 매질인 알칼리 원자를 이용한 고출

력 레이저는 대부분 고체 이득 물질 기반의 레이저로 전기-빛 에너

력 레이저 등의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광

지 변환 효율이 상당히 낮으며,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 부피

섬유는 통신 뿐만 아니라 센서, 의료, 제조 및 무기에 이르기까지 매

의 냉각기가 필수적이다. 고체 레이저의 열 문제 해결 및 소형화를

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더 넓은 분야에

위하여 알칼리 원자를 이득 매질로 한 레이저가 연구되고 있으며, 현

다양하게 응용하기 위해 곳곳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재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있기 때문에 본 연구실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

본 연구실에서는 알칼리 원자 중 세슘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였고 세

지고 있다.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들 중에서 과제를

슘의 특성을 이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세슘 원자에 완

수행 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들 위주로 소개한다.

충 가스를 추가하여 수백 MHz의 흡수 선폭을 ~10GHz로 넓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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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세슘 원자의 바닥 상태의 Hyper-fine structure 중 전자가

여러 개의 입자를 무리 없이 포획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원으로 배열

많은 전위 상태를 선택적으로 여기하여 높은 효율의 레이저 발진을

된 Bessel beam 소자들은 직교되는 개별 빔의 세기를 조절하여 궁

달성하였다. 세슘 증기의 여기 광원인 외부 공진기 다이오드 레이저

극적으로 고굴절/저굴절 복합 mesoparticle로 구성된 임의의 3차원

의 mode-hoping을 이용하여 세슘 증기 흡수 스펙트럼 경계선에서

광구속 (optically bound)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파장을 진동시켜 10Hz~7.0kHz의 반복률을 갖는 QCW 레이저를 개
발하였다.

마치며
앞서 소개한 연구 이외에도 본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중

광포획

이다. 특히 나날이 새롭게 발표되는 신물질들을 광섬유에 접목하여

2019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광포획 연구는 레이저를 한 지점

다양한 광특성 및 광기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

에 focus하여 입자를 광학적으로 포획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실에서

구실의 교수와 학생들이 노력하는 이 연구들이 광섬유 광학 분야의

는 평면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광포획 연구를 보다 더 확장하여

기초학문 탐색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신, 의료, 제조 등의 여러 산업

3차원 공간에서의 다중 입자를 자유롭게 포획할 수 있는 연구를 수

및 국방 광 기술 분야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

행 중이다. 이는 빛으로 입자를 운송하고 또한 빛으로 입자를 3차원

한다.

공간에서 임의의 기하학적 구조체로 구속하는 향후 나노기술의 패
러다임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 기술로서, 이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절한계 극복 레이저 빔 집적 어레이 형성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입자의 광학적 조작, 그리고 1, 2, 3차원 광학
적 구속 물질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실
에서는 Bessel beam을 형성시킬 수 있는 광섬유들로 구성된 특수한
광소자를 3차원 직교배열 구조로 배치하여 여러 입자를 동시에 포획
및 광축 방향으로 입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Bessel beam
은 non-diffracting self-healing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광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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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ALTA 2020)

제19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ALTA 2020)은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
해 분과에서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 연구자, 레이저 관련 기업인들(등록인원 113명)이 참여하여 연구결과
발표와 활기찬 학술 토론을 했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영욱 박사의 기조강연(‘초고속 전자빔, 물질의 미시적 세계를 탐구하는 도구’)과 36개의 초청강연 그리고 18
개의 일반구두발표가 있었다. 워크샵은 세 개의 parallel 세션으로 구성하였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회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자 초청발표는
실시간 강연과 토의로 진행했다.
한국광학회 회장의 축사와 함께 5편의 우수 학생발표에 대한 ‘우수 포스터상‘ 수상이 있었다. (홈페이지 https://al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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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20)

제27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20)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온라인 비대면 학회로 개최되었다. COOC 2020은
당초 5월말에 부산 한화 리조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한 차례 연기가 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
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학회로 전환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각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의한 총회
강연, 단기강좌, 초청 논문 발표,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논문 발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포토닉 소자의 모
델링 시뮬레이션을 위한 심볼릭 계산을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정영주 교수님께서 그리고 국내 광섬유 개발 및 생산을 대표하는 회사인 대한
전선의 김재선 연구소장께서 총회강연 발표가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질의 논문 발표로 학회가 개최될 수 있었으며 안전한
학회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홈페이지 http://www.co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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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선 회원, 송광용 회원, 홍경한 회원 OSA Senior Member 승격]
김장선 회원((주)팬옵틱스 대표)과 송광용 회원(중앙대 교수), 홍경한 회원(MIT Principal Investigator)이 그간의 다양한 활동과 공적
을 인정받아 2020년 OSA(The Optical Society)의 Senior Member로 승격 되었다. 김장선 회원은 “향후 좀 더 많은 한국광학회 회원
들이 OSA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그 입지를 넓혀서 한국 광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한국광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OSA Senior Member로 신청하는 경우, 기꺼이 추천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창석 회원, 신임 Topical Editor로 위촉]
김창석 회원(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은 OSA(The Optical Society)에서 발행하
는 학술지 Optics Letters 의 Fiber Optics, Fiber Sensors, and Biomedical Optical Systems
and Sensing 분야의 신임 Topical Editor로 2020년 9월부터 위촉되었다.

이병호 회원, FiO 학술대회장 역할 수행
한국광학회 고문인 이병호 교수(서울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광학회(OSA)의 연례학
술대회 Frontiers in Optics (FiO)의 대회장(general chai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FiO는 당초
작년과 같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지난 9월 14일
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다. 미국동부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많은 학술발표가
실시간 또는 녹화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부고: Richard K. Chang]
2001년부터 Current Optics and Photonics(구 Journal of Opticlal Society of Korea)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봉사하여 주신 Richard K.
Chang(Yale Univesity) 교수께서 2020년 2월 16일 싱가포르에서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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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10월 15일 (목) ~ 16일 (금)

제20회 광인터넷 워크숍(OIW 2020)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제6회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ABC 2020)

신라스테이 천안

11월 18일 (수) ~ 19일 (목)

2020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NGL 2020)

온라인(비대면) 학회

11월 25일 (수) ~ 26일 (목)

제29회 광자기술 학술회의(PC 2020)

대전컨벤션센터

제3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1 동계학술발표회

창원컨벤션센터

11월 6일 (금) ~ 7일 (토)

2021년 2월 17일(수) ~ 19일(금)

국제학술회의
20/12/06
-20/12/10

The 46th 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nication
(ECOC 2020)

IEEE

Online

21/03/06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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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9
-21/05/14

CLEO: Laser Science to Photonic Applications (CLEO 2021)

OSA

San Jose, California, USA

21/06/07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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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

Alexandria, Virginia, USA

21/06/20
-21/06/24

CLEOⓇ/Europe-EQEC 2021

IEEE

Munich, Germany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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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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hotonics Convergence Industry
Online Exhibition and
Matchmaking Session

Photonics Convergence Industry Online RoadShow

2020

·2020 온라인 광융합산업 유망기술·제품 로드쇼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