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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축년, ‘신성한 기운’과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
고, 행복과 행운, 그리고 평안함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분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학회 또한 지난해 2월 동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학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임이사 및 임원진은 이런 때 일수록
학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소명 하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학회
의 숙원사업이었던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레이저 발진 60주년 기념행사,
국제학술회의 유치, 30년사 발간 등 10여 개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학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그동안 나날이 증대하는 회원 및 분과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부
족함이 많았던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이사회는
홈페이지의 신규 구축 사업 추진을 지난 5월 승인하였고, 2021년 2월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시점과 맞
추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김명기 정보이사를 중심으로 정윤찬 영문지편집위원장, 박성찬 국문
지편집위원장, 신동수 수석총무이사, 김경염 수석학술이사 등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발맞춰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학술지와 학술발표회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산·학·연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이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되어, 분과의 활동을 더
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분과 및 회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사업 기금을 흔쾌히 지원해 주신 정영주 OFS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포토닉스 분과를 비롯한 9개 분과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광학기술과 광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구축한 산학협력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es Program)은 이윤우 차기회장님과 김장선 수석산학협력이사님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
LG전자, ㈜LG이노텍, ㈜엘투케이플러스, ㈜성경포토닉스, ㈜이오테크닉스 등 20개의 기업체가 참여
하게 되었고, 광학 및 광기술 분야의 학술발표회의 공동 개최, 최신 정보공유, 광학분야 인재 채용 프로
그램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개최
된 ‘2020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레이저 발진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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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레이저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故이상
수 한국광학회 초대 회장님의 과학기술유공자선정 기념행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레이저 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초청연사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레이저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범구 전임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국광학회 30년사 발간이 추진 중이고, 오는 2월 24일에는 ‘Fourier
Optics’ 특강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병호 전임회장님과 김동현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여러 분
들이 애쓰셔서 유치에 성공한 ‘CLEO-PR’은 오는 2024년 우리 한국광학회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우리나라 광학 및 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2020년 학회 상임이사진 및 임
원진’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학문과 연구 개발에 큰 발전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코로나 상황이 조
속히 정리되어 곧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박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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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는 느리지만 우직하여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이라는 속담
이나 ‘우보천리’ 사자성어에 나오듯이 꾸준함과 성실함의 상징 동물입니다. K-Light 독자 여러분, 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시고 원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연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송년 모
임이 사실상 불가능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몇 개의 모임에서는 온라인
랜선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하기 전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온라인으로도 얼굴도 보
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고 알찼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연초에 크게 기사화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실화와 연계된 “과학기
술분야의 저출산 문제”를 정책으로 다루었으며, 특집에서는 시간-주파수, 자기장, 전기장, 회전량, 중
력가속도 등의 물리량을 높은 민감도와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센
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자센싱 기술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불확정성 원리, 물질파, 양자상태
측정 등 다양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미세 신호를 높은
민감도와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어 항공, 국방, 의료, 지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또한 뉴스브레이크에 소개된 레이저, 광재료, 디스플레이, 바이오, 통신, 이미징 등의 최신 연구 결
과를 보면 국내 광학회 회원들의 실력이 매우 우수함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연초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K-Light 기사들을 읽으면서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
로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정채봉 작가의 ‘첫마음’ 의 첫부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글로 독자여러분께 새
해 인사를 대신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 (중략)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K-Light 편집위원장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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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1. 수도권의 청·장년층 인구 쏠림현상과 저출산 현상과

최하위를 기록하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저 출산

의 상관관계

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 출산의 현상은 매

우리나라는 2014년 이미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세계 224개 국가 중

우 가속화 되어 201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을 기록했다.

* 자료출처 :2019년 출생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20.08. 25

그림 1. 대한민국의 출산율

그림 2. 대한민국의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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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청장년층 인구

쏠림현상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중

쏠림현상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음을 아래의 통계표

심의 청·장년층 진학인구 쏠림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00년 대비 통계는 2018년의 지역인구 감

를 낳고 있다. 수도권의 극심한 청년실업률 증가나 임대주택의 부족

소 30% 이상 발생한 곳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지역

사태는 전형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미혼인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지난 2000년 대비 현재까지

저출산의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지역의 대학들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표 1] 2000년 대비 2018년의 지역인구감소 현황

구분

10%미만 감소

10%이상 20%미만 감소

20%이상 30%미만 감소

30%이상 감소

강원

강릉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동해시, 속초시, 평창군,
철원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고성군

정선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충남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영암군

구례군, 화순군, 장성군, 신안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울릉군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자료: 박진경(2019.8), “지자체 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고령화율 7-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20% 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한다.
2) 2014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 세계 최하위였다.(CIA, 2014)

* 자료출처 :박진경(2019.8)“지자체 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정책지원방안”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림 3. 인구이동 양상과 권역별 이동자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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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권으로의 가임기 청·장년층

2. 이공계 공부하는 청·장년층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인구 쏠림 현상이 지방의 고령화 사회를 점진적으로 유발하면서 결

201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청년연구원의 연구환경

국에는 국가의 인구 위기로 귀결되는 악순환 고리의 생태계를 만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이라는 주제로 수도권과 지방 및 전국

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4 대학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을 보고 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해서 대학 연구유형별, 전공별, 성별로 표본을 할당하였
으며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동 특성에 따른 유형그룹을 고려하여 주
요 그룹별로 대학을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공계
전공을 기반 학문 및 여학생 비중을 고려하여 4개 전공으로 분류하
고 웹기반 설문지를 통해서 총 645명을 조사한 것이다. 실태조사로
는 응답자 중 일부를 포커스그룹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총 5회에
걸쳐서 27명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림 4. 수도권의 청장년층 인구쏠림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

[표 2] 대학 유형 구분

구분

유형

대학 수

설명

연구활동 특성

1군

우수연구 중심대학

6

서울대, 포항공대, 4개 과학기술원

2군

거점 국립대

9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3군

기타 국립대

34

1군과 2군을 제외한 국공립대학

- 대학원 비중이 현저히 낮고 연구비도 적음
- 학업전념 한국인 학생이 31% 불과

4군

(수도권) 대형사립

8

박사인력 배출 상위 16개 대학 중
사립대학

-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중이 낮음
- 학업전념 한국인 학생 비중이 절반을 넘어 양호

5군

수도권 중소형사립

68

4군을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학

6군

지역사립

99

지역 사립대학

- 교원, 학생, 연구비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여건이 뛰어남
- 학업전념 한국인 박사과정 85%
- 연구비나 성과는 1, 4군에 이어 높음
- 학업전념 한국인 학생 비중이 43.4%
- 박사과정보다 석사과정 비중 높음

- 그룹내 대학간 격차가 큼. 석사중심 대학원 운영
- 학업전념 한국인 학생비중은 약 43%이며 이공계 비중 낮음
- 교원, 연구비, 학생 수 등 R&D여건 열악
- 이공계 비중이 낮고, 학업전념 한국인 학생 26.5% 수준

연구/학습애로사항

(관계형성,
MSC친화력 등)

(재정, 교수지도력,
업무과도 등)
이공계 대학원생
공통 애로사항

여성이기 때문에 직면
하거나 심화되는 사항

(갑질 등)

(성차별 등)

(멘토링, 롤모델 부재 등)

(미래 직업불안감 등)

진로 문제

문화/인식 문제

그림 5. 여성 이공계 대학원생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요소

* 자료출처: 엄미정 외 3인 “여성 청년연구원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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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전체 학생 645명중 기혼은 44명으로 남학생이 29명 여학

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의 문제가 16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일과 삶

생이 15명으로 기혼중 남학생은 여학생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를

의 불균형에 따른 어려움이 149명으로 3순위를 차지했다. 이성이나

차지하였고, 전체 조사자 중 기혼의 비율은 6.8%를 차지하였다. 이

연애 및 결혼 등에 대한 어려움은 53명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음 51명

는 기혼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것도 있지만, 이공계 여

과 근소한 차이를 보여서 공부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성에 대한

학생의 결혼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서 절반 정도 비율로 나타나 출산

관심이나 연애 보다는 연구성과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이전에 결혼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것으로 재삼 확인됐다. 환경실태 조사에서 여성 이공계 대학원생

전체 학생 645명에게 학업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1가지를 꼽으라

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고 조사한 결과 연구성과 스트레스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표 3] 여성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 종합

조사 주제

교육환경
및 여건

대학원
연구/생활
여건

번아웃 상태

이공계 연구실 문화 및 인식

이공계 대학원생 공통문제

성별 차이

- 일-삶간 균형 어려움
-과
 제참여 자율성과 학생/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문제
- 행정업무 부담
- 보상 안정성과 적은 보상수준

- 과제참여 자율성 더 낮음
- 신체적 차이 배려 부족
- 일-삶간의 균형 문제 보다 심각
- 공동 여가활동 미참여로 인한 정보 교류 부족

- 정서적 고갈
- 성취감 감소

- 정서적 고갈 상대적으로 심각
- 성취감 감소 상대적으로 심각
- 조직이탈의향 상대적으로 심각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장애 인식
- 연구실 내 성폭력 심각성 인식

- 성별 불이익 인식 상대적으로 심각
- 경력평등 불균형 상대적으로 심각
- 성폭력심각성 상대적으로 심각
- 나이 서열 문화 직면
- 남성 신호 노동시장 직면
- 선호진로 차이(교수, 창업 진로 선호격차)
- 진로효능감 상대적으로 낮음

진로기대

3. 이공계 공부하는 청·장년층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표 4]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인식

구분

위의 모집단 전체에게 성별에 따른 경력 개발 평등성 동의 수준에 대
해서 조사를 수행 한 결과 평균값은 3.70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학위
과정

전혀 평등성에 동의하지 않다=1, 매우 동의 한다=7로 정의하여 값이
주는 의미는 7에 가까울수록 성별에 따른 경력 개발 측면에서 평등
함을 인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평균값 3.70을 성별에 따라

전공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 4.28 여학생 2.78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여학생이 5.64로 남학생 4.15보다 높게 나타
났다.

소속
대학

남

여

계

석사과정

4.19(1.54)

5.59(1.09)

4.83(1.52)

석박통합

4.09(1.72)

5.62(1.41)

4.59(1.78)

박사과정

4.22(1.66)

5.76(1.33)

4.81(1.71)

공학 Ⅰ

4.19(1.74)

5.65(1.35)

4.65(1.76)

공학 Ⅱ

4.08(1.54)

5.60(1.18)

4.78(1.57)

자연 Ⅰ

4.25(1.52)

5.44(1.52)

4.71(1.62)

자연 Ⅱ

4.06(1.69)

5.76(1.12)

4.78(1.70)

연구중심

4.06(1.74)

5.81(1.22)

4.82(1.77)

특성화

4.22(1.67)

5.61(1.29)

4.71(1.68)

수도권 사립

4.17(1.48)

5.63(1.04)

4.71(1.51)

비수도권 국립

4.10(1.64)

5.38(1.45)

4.61(1.68)

4.15(1.65)

5.64(1.26)

4.72(1.68)

계

1) 7점 만점의 척도 응답결과(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N=645
2) 괄호는 표준편차 /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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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산업화가 시작되고 여성의 고용율 상승이 확대되기 시작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이 U자형 이행의 계곡 곡선을 독일, 프

한 서유럽 국가에서 1950년대 이후로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

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고용률이 각 국가별로 일정 수준 이상으

2019년 평균출산율이 1.71명으로 인구증가율 0.8%를 보이고 있다.

로 올라가자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출산율과 고용률 간

[표 5]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5

1.23

1.24

1.30

1.19

1.12

1.24

1.17

1.05

0.98

15-19세

1.7

1.8

1.8

1.8

1.7

1.6

1.4

1.3

1.0

20-24세

16.5

16.5

16.4

16.0

14.0

13.1

12.5

11.5

25-29세

80.4

79.7

78.4

77.4

65.9

63.4

63.1

56.4

30-34세

100.8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35-39세

27.3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0-44세

3.4

4.1

4.6

4.9

4.8

5.2

5.6

5.9

6.0

45-49세

0.2

0.2

0.2

0.2

0.1

0.1

0.2

0.2

0.2

합계출산율

연
령
별
출
산
율

증감

증감률

0.92

-0.06

-0.6

0.9

0.8

-0.1

-10.8

9.6

8.2

7.1

-1.1

-13.4

47.9

41.0

35.7

-5.3

-12.9

91.4

86.2

-5.2

-5.7

46.1

45.0

-1.1

-2.4

6.4

7.0

0.6

9.6

02.

0.2

0.0

3.6

*자료출처 : 2019년 출생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20.08.25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U자형 이행계곡을

4. 고찰을 마무리 하며

그리지 못하고 계속 초저출산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수

의 청·장년층의 결혼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면서 위의 표에서 살펴볼

도권으로 젊은 청·장년층의 인구쏠림 현상은 지역의 인구유출방지

수 있듯이 2009년대비 2019년의 경우 30대 이상의 출산가능 여성

와 새로운 인구의 유입 촉진 등 각 지역의 지자체와 대학 별로 대책

의 출산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을 내놓고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2019년 지역인구감소

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30-34세의 여성이 2013년 111.4명을 출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연구 결과를 아래의 표에 요약해 보았다.

했다면 2019년 86.2명으로 집계됐다. 모(母)의 평균 첫째아이의 출
산연령도 32.2세, 둘째아는 33.8세, 셋째아는 35.2세로 전년대비 평
균연령이 0.2세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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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대책(원인)

사람활력 대책
(사람활력 저하지역)

기본목표

성과평가(예시)

세부 범위

인구유출방지·
새로운 사람의 유입촉진

주민등록이전수,
젊은인구 취엽률,
총인구 저지율 등

젊은인구 유입촉진, 정착사업
(젊은 인구가 정착하여 육아, 교육하기 좋도록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연계
하여 지자체차원에서 복합화되는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은퇴자 유치,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유치사업
중앙공무원 파견사업, 도시청년파견제 등 인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 인재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이 고착화된 지역
의 지역소득 창출사업, 특화산업 육성, 비즈니스 모델개발사업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도농순환형 지역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경제 공동체 육성,
지역금융 활성화 사업
지방채용, 취업 확대, 앵커기업 유치사업 등

경제회복 대책
(경제활력 저하지역)

안정된 지역소득·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수,
소득수준 변화율 등

공간혁신 대책
(공간활력 저하지역)

인구감소시대
대응형 공간혁신,
주민 삶의 질 확보

스마트빌리지수,
생활서비스 집약도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사업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안심·안전 생활기반 확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공간 혁신, 공급방식 혁신, 연계·협력·협동 사업 등
자료 : 박진경 외(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특별히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직장맘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경

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력단절 예방, 나아가 행복한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서는 불

끝으로 이런 내용을 고민하여 실천하고 있는 몇 기업의 좋은 사례를

평등하고 열악한 고용구조 개선과 가사와 양육의 남녀 공동부담, 사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곳에 소개하는 것으로 고찰을 마무리 하고자

회적 책임강화,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종합

한다.

[표 7] 저출산 대응 기업의 우수사례

유형

기업

내용

CJ

남성 출산휴가 확대 시행, 임신 직원 매일 2시간 단축 근무

아모레퍼시픽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직원 단축 근무

이마트

난임 여성 임직원 최대 6개월 휴직, 임신 직원 단축 근무

KT&G

육아 지원금 증액

SK텔레콤, CJ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휴가

롯데

전 계열사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한화

과장 이후 승진자 한달 유급휴가

CJ

5년마다 4주간 창의휴가,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비 지급

육아 휴직

안식 휴가
KT&G

5년마다 3주간 휴가

SK

10년 근속시 45일 휴가

한화

1일 1시간 학습제도

CJ

어학연수 등 위해 최대 6개월 휴직, 과장 승진자는 전원 글로벌 연수

자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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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신 성장 동력 확보’ 주력
- 광융합산업 전담기관 기능 확대로 산업 혁신성장 견인
- 광융합전시회, ‘광융합 라이브 커머스 전시회’ 형태로 개최
- 산업계와 소통 강화,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 ‘新혁신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 광산업통계, 국가승인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 회장 정철동) 는 신축년 새해를 맞

승인 통계로 지정 받아 국가 정책수립 기초자료 마련 및 기업 마케팅

아 광융합산업이 국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비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면 시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음으로 진흥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특히 진흥회는 광융합 기업들을 위한 혁신적 마케팅 플랫폼 구축하

위한 ‘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과 현실·가상세계를 넘

여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에 대비한 ‘신 성장 동력

나들 수 있는 ‘新혁신 온(ON)택트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개념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국가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한 24시간 온라인 수출 상담장은 해외 마케팅 센터를 기

이를 위해 진흥회는 우선적으로 광융합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존 24개에서 40개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화를 꾀하고 지속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과의 소통을

사후관리를 통해 계약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해외에 직접 나가지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뉴노멀 시대에

못해 절감되는 예산은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맞는 새로운 수요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해외 물류비 확대 지원한다.

광융합산업 미래 유망 분야인 △광소재 △마이크로 LED △광의료기

이밖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 및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동참하

기 △양자 정보통신 분야 등의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 규제개

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국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LED조명

선사항 발굴 등 공통적인 문제해결과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창출에

보급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

나서는 한편 대형 R&D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획이다.

이와함께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제작과 제품고급화 △온라

해외시범설치사업의 경우는 국내 20여개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인 OJT교육 컨텐츠 제작 △신규 NCS(국가직무표준)및 NCS 활용 기

광융합통신, 조명, 에너지분야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전략 국가

업 활용 컨설팅 등도 확대 추진한다.

인 태국, 베트남, 페루를 타켓 국가로 선정하여 진출을 지원할 계획

신규 지원 사업으로는 검색엔진·SNS를 통한 홍보, 유투브 등 코로나

이다.

시대에 맞는 온(ON)택트 기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미팅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진흥회는 특히 광융합 기술 주요 정책 및 발전방안 수립지원과 세액

개소된 인도네시아 홍보관은 현재 18개사 32개 제품이 전시되어 홍

공제 및 관세 감면 지원 품목 등을 발굴하고 정부의 중장기 예산지원

보 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 태국 지역 까지 확대 운영한다.

을 확대 하여 기업성장 및 자생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전시회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운영키로 했

진흥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해 오던 광산업 분야의 통계를 국가

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광융합분야 전문전시회인 광융합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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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는 지난해 부터 전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온·오프

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광융합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라인 융합)전시회를 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개념

(NCS) 개발 및 교육·훈련 △‘우리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및

을 도입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바로알기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광융합

‘광융합 라이브 커머스 전시회’ 형태로 개최할 광융합산업전시회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R&D기획, 지적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코로나 19 팬데맥 장기화로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확산되면서 수출

제품 고급화 지원 △광융합용어집 개발 등의 사업을 올해에도 적극

상담이나 제품 홍보를 일대일 거래간 아닌 일대 다수의 바이어가 동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만날 수 있는 신개념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개념으로 개최되는 2021광융합산업전시회는
오는 8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
례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시제품 제작과 인증지원 등 단
기적 처방부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벗어나 기업들에게 미래 비전
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라인·비대면 기업 맞춤
형 지원 확대 등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글로벌 경
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노력 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흥회는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광융합산업의 산학연간 정책연구 및 정책수
립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전
문인력 양성 등 광융합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온라인 24시간 수출 상
담실 운영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수출지원과 △2020국제광산업전

한국광산업진흥회, 고용시장 활력 선도
- 우수기업 87개사 발굴·257명 일자리매칭 성과
- 온라인·비대면·AI역량 면접…위드 코로나 대비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

구하고 미스매칭 최소화에 집중한 결과, 일하기 좋은 기업 87개사를

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광주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발굴, 4차례의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257명의 일자리 매칭을 완

넣고 있다.

료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로 구인구직이 감소했음에도 불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우수한 중소기업임에도 정확한 일자리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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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무등기업, 하이코리

면접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광주지역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용권

아 등 취직하기 좋은 기업 87개사를 발굴했으며 ‘손에 잡히는 채용정

을 지원하고 있다. AI역량면접 시스템은 면접관의 편견 방지와 채용

보지’ 및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비용·시간 절감, 채용의 공정성 등이 장점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채

간극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용에선 이미 상용화됐지만 높은 가격 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특히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고용시장에 다

기업이 겪는 현실적 부담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채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최근 광주자동차극장에서 지역 최초 ‘드라이브 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던 취업

방식으로 ‘제1회 우리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 및 우수기업 홍보·

박람회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시스템

문화의 밤’을 개최했다. 수상작 발표와 더불어 우수기업 홍보확산 및

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4차례 진행됐다.

문화복지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간적 이점 활용 및 전면 비

무등기업 최연우 대리는 “온라인으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할 경우 오

대면화를 통해 3비(비대면·비접촉·비감염)원칙을 준수, 코로나19를

프라인에 비해 지원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으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 다행히 기업 소개영상 제작, 화상면접, AI역량면접 등 다양한 지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원이 있어 직무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

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

혔다.

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미

앞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맞춤형 인재채용 지원을 목적으로 AI역량

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15

NEWS
CLICK

지오씨, 광케이블 세계시장 석권...
광센서 분야도 진출
광융합 전문기업 지오씨는 옥내·외용 광케이블 시장을 석권하고

지를 분석하는 초소형 분광기를 비롯해 광학방식 용존산소와 수온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질센서도 선보였다.

지난 2001년 설립한 지오씨는 높은 수준의 케이블 설계, 피복 및 보

또 광센서로 막힌 혈관을 찾는 혈관 내 혈압측정용 심근분획혈류예

강 재료 선정, 뛰어난 공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

비력(FFR) 센서롸 작업장 유해환경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

라 인도네시아, 포르투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생산거점을 두고

물인터넷(IoT) 대기환경 센서 등도 개발하고 있다.

있다.

지오씨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월드클래스300 기업, 첨단기

이 회사는 마이크로시스 광케이블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원자력발전

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연간 매출액 약 75%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

소용과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 등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해킹 방

출 유망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530억원이며 올해 800억

지용 광케이블은 물리적 방법으로 적외선 영역 광신호가 외부로 빠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향

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

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계획이다.

되는 통신 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교란하는 것을 완전 봉쇄할 수 있

최근 세계 광케이블의 수요가 크기 증가해 오는 2022년까지 1000

다. 기존 광케이블과 호환이 가능하며 연간 5만km 규모 대량 생산능

억원 수출을 달성하고 2025년에 세계 10대 광케이블 회사로 도약하

력을 갖추고 있다.

겠다는 목표다.

광케이블 외 광응용 센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센서

박인철 대표는 “광케이블 외 광센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광융합 기술

를 활용해 의료와 환경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확고한

측정대상물에 빛을 조사해 대상물에서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광에너

시장을 선점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016

K-LIGHT
January 2021

네온포토닉스, 5G보다 20배 빠른 光송수신기 개발
광주광역시에서 광(光)통신부품을 전문 제조하는 네온포토닉스(대

이고 크기는 줄였다. 채널을 확장해 초당 800Gb, 1.6Tb 광트랜

표 문종하)가 임베디드(내장형 칩) 광집적 기술을 적용한 400기가

시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G) 펄스진폭 변조(PAM4) 광송수신기를 개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400G-PAM4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아 연말까지 임베디

회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에서 서버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100Gb/

드 옵틱 광송수신기 모듈 기반 400G-PAM4 광트랜시버도 양산하

s급 제품보다 성능이 네 배 뛰어나다”며 “5세대 이동통신보다 속도

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400G-PAM4 광트랜시버 시장

가 20배 빨라 고화질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40만 명에게 동시

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는 “데이터 전송 거리와 가격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을 모두 충족시킨 광송수신기가 5세대 이동통신 이후 초연결시대 선

이 회사는 광송수신기의 광집적 밀집도를 높여 제품의 효율은 높

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진엘앤디 ‘무선 메시 네트워크 조명장치 제어기술’
신기술 인증
삼진엘앤디(대표 이경재)는 ‘1000개 노드 확장을 위한 무선 메시 네

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트워크 기반 조명장치 제어 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고

또 게이트웨이 없이도 확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조명등록과

밝혔다.

네트워크 설치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마스터·슬래

신기술인증은 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기술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

이브 수직 구조가 아닌 동등레벨의 수평 메시구조로 조명·센서·제어

진하고 제품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

기가 연결되므로 거리제한이 없는 확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손충용 삼진엘앤디 연구소장은 “모바일앱으로 쉽게 조명 등록이 가

삼진엘앤디 신기술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정공간에 설치된

능해 설치비용과 시간이 50% 이상 절감된다”면서 “메시 네트워크

다수 조명과 센서, 제어장치를 무선 메시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해

로 연결된 무선센서 제어로 에너지소비를 70% 가량 줄일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나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1000개 이상

고 말했다.

가치를 쉽게 연결하고 조작할 수 있다.
무선 방식 중 가장 저렴한 블루투스 칩셋으로 확장형 메쉬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3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기존 기기의 연결 수 제
한 문제를 브릿지 접속단계 가능설정 스위치 기술로 해결해 1000개
이상의 단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삼진엘앤디는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난제인 연결 수 제한문제를 해
결함으로 100노드 이상 연결이 필수적인 상업용 스마트조명까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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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LSE / 108 GHz 대역폭 직접 변조 레이저

2 ps div.-1

After 2 km

256 Gbit s-1 PAM-4

256 Gbit s-1 PAM-4

108 GHz 대역폭 직접 변조 레이저
최근 직접 변조 방식으로 108 GHz의 3dB-주파수와 256 Gbit/s의 속도를 구현한 레이저 기술이 보고
되었다.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는 광원 방식 대비 적은 에너지 소모와 작은 크기로 인해, 다양한 근거
리 통신 분야에서 좋은 기술적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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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Springer Nature: Nature Photonics 15, 28 (2021)

최근 NTT 연구진이 제안한 고속 직접 변조 레이저는, 50 마이크론 길이의 이득 물질을 갖는 수평 공진 방식의 박
막 레이저(in-plane membrane laser)가 탄화규소(SiC) 기판에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다. 60 GHz 의 완화진동
주파수(relaxation oscillation frequency)와 광피드백을 통해 90 GHz 정도에서 생긴 광자-광자 공명(photonphoton resonance)이 결합되어 100 GHz가 넘는 3dB 주파수를 구현하였다. 기존 방식의 수평 공진 방식의 레이
저에서 3-dB 주파수가 20 GHz 정도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해보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높은 완화진동주파수를 얻을 수 있었던 설계적 특징은, 박막 구조를 통해 빛이 이득 물질 내에 집중되도록 만
든 점, 분포피드백(distributed feedback) 구조와 분포 브래그(distributed Bragg) 거울을 사용하여 문턱 전류
(threshold current)를 낮춘 점, 열전도가 좋은 탄화규소 기판에 기판 본딩을 통해 이득 물질의 온도상승을 억제하
고 결과적으로 이득 물질 내 전자 밀도를 높게 유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수평방향으로 전류가 주입되는 구
조 때문에 레이저 소자의 정전용량(capacitance) 값이 매우 낮게 되는데, 이를 통해 RC 상수 에 의해 레이저의 속
도가 제한되지 않게 만들었다.
광자-광자 공명이란 레이저의 광공진기(laser optical cavity) 내 공진모드의 일부가 광도파로로 출력되고, 출력된
빛이 계면(interface)에서 반사되어 광공진기 안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온 빛(optical feedback)과 공진모드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주파수에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Nature Photonics 15, 28 (2021)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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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가장자리 위상’ 대신‘모서리 위상’이용,
더 작은 나노레이저 개발
한국연구재단은 고려대 물리학과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소모전력을
크게 낮추면서 더 작은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새로운 위상학적 상태를 구현, 구조가 흐트러지거나 흠집이 생겨도
작은 공간에 빛을 한군데로 모아주는 나노레이저를 선보였다.
기존 위상상태 레이저는 빛의 위상학적 상태 중 가장자리에만 빛이
존재하는 ‘가장자리 상태’를 이용했다. 이러한 레이저는 가장자리 선
들이 연결되어 닫힌 고리를 만들어야만 작동할 수 있어 레이저의 크
기가 커진다. 마치 긴 줄의 양쪽 끝을 연결하여 큰 고리를 만드는 것
과 같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동작조건이 까다롭고 소형화에도
한계가 있는 가장자리(edge) 상태 대신 모서리(corner) 상태의 한
점에만 빛이 모이는 새로운 위상상태를 이용했다. 평면의 사각격자
(plane square lattice) 구조를 고안, 네 모서리에 빛이 모이는 모서리
상태를 구현하자 이웃한 모서리 상태가 서로 결합 하면서 네 개의 새

그림 1. 제작된 레이저 구조

로운 위상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는 기존 가

제작된 사각격자(붉은색 표시) 레이저 구조의 전자현미경 사진. 사각

장자리 상태를 이용한 레이저 보다 크기는 5배 이상 작고 소모전력

격자의 네 모서리 부분에서 모서리 상태가 나타나며 이들 상태가 서

은 80배 이상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위상레이저가 빛의 손실

로 가까워지면 결합하여 새로운 상태가 나타난다.

이 커 영하 270도의 저온에서 동작하는데 반해 상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빛을 집속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를 재현하기 위해 화합물 반도
체 기판에 광결정 나노패턴을 제작, 4개의 레이저 모드를 발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론적으로 예측한 4개의 모서리 상태를 실제 검증
했다. 특히, 대각선 양쪽 모서리에서 레이저 빛이 동시에 모이는 위
상 상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관측되었다. 모서리 상태 위상을
이용,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광원으로 쓰일 수 있는 나노레이저 개념

그림 2. 4개의 모서리 상태

을 제시, 광소자 상용화를 앞당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 예측한 4개의 모서리 위상 상태(위 모식도)와 실험적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사업의

로 측정한 모서리 상태 레이저(CCD 이미지 사진)의 모양. 이론과 실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커뮤니케이

험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11월호에 게재되었다.
* 가장자리 상태 : 위상학적 상태 중 하나로 가장자리에만 전자 혹은
빛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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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코게나이드 유리 기반 온칩 브릴루앙 레이저 구현

그림. 구현된 저전력 초소형 브릴루앙 레이저의 제작원리, 구동원리 및 응용분야 소개

KAIST 물리학과 이한석, 이용희 교수 공동연구팀(초세대협업연

있어, 물질의 고유한 광학적 특성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초저손

구실)이 경북대학교 최무한 교수, 호주국립대학교 최덕용 교수 연구

실 광소자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칼코겐화합물 유

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저잡음 브릴루앙 레이저를 저전력 구동이 가

리 기반 고성능 브릴루앙 레이저를 칩상에 초소형 광소자의 형태로

능하도록 반도체 칩 상에 초소형으로 구현했다. 저잡음 광원은 차세

구현하는데 성공했으며, 기존 기록보다 100배 이상 낮은 펌프 에너

대 초정밀 광센서 구성에 필요한 핵심 소자다.

지로도 레이저 구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연구팀은 산화규소보다 브릴루앙 이득 계수가 수백 배 큰 칼코겐화

이번 연구를 주도한 교신저자 이한석 교수는 “중적외선 대역의 분자

합물 유리를 기반으로 브릴루앙 레이저를 개발함으로써 성능을 극

분광에 기반한 초고감도 초소형 온 칩 분자 센서 등 혁신적인 차세대

대화했다. 칼코겐화합물 유리는 화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칩 상에

광소자 개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교신저자

서 식각을 통한 성형이 어렵다는 근원적 한계가 있었으나, 증착 과정

인 최덕용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공정기법은 다양한 물질의

에서 자발적으로 광소자가 구성되는 새로운 제작 기법을 개발해 그

이종 결합(hybrid integration)을 가능하게 해 미래 양자 인터넷의 핵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심 소자인 고효율 양자 광원 및 양자 메모리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

개발된 기법은 지붕 위에 쌓인 눈의 형태는 지붕의 형태에 의해 정해

다”고 말했다.

지므로 눈을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지붕의 형태를 조절해 원하는 눈

이번 연구는 2018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 선정돼 지속

의 형태를 얻는 것과 유사하다. 즉, 현재 반도체공정 기술로 쉽게 가

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Universal light-

공이 가능한 산화규소로 바닥구조를 적절히 형성하면, 그 위에 칼코

guiding geometry for on-chip resonators having extremely high

겐화합물 유리를 증착하는 것만으로 우수한 성능의 광소자를 자발

Q-factor”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스(Nature

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인 것이다.

Communications)’에 2020년 11월 23일 자에 게재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진공증착이 가능한 다양한 물질로 분자 수준
(1nm 이하)의 표면거칠기를 갖는 광도파로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021

NEWSBREAKS
In K-LIGHT

설계된 무질서가 빛을 자유롭게 한다

그림. 질서(빨간 점, 보아뱀의 꼬리)와 완전한 무질서(파란 점, 보아뱀의 머리)은 물리적/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매질 상태이다. 그 중간 영역 (보아뱀의 배 안)에는 수많은 자유도를 가진,
회색 영역(코끼리)이 존재한다. 무질서 광학의 목표는 이 중간 영역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기능적으로 “똑똑한” (코끼리의 머리) 매질을 찾아내어, 이를 통해 여러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를 위해 전자기학/양자역학 등 물리적 개념과 네트워크 이론, 머신러닝 등의 기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남규 교수, 유선규 교수 연구팀이 파

의 특정한 파동 특성들만 선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등 어떤 매질이

동 역학에서의 “설계된 무질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질 수 있는 특성의 자유도를 풍부하게 하여 미래 소재 개발의 밑바

광학 현상 및 소자들의 동작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

탕이 되고 있다. 중간 영역의 중요성은 이미 네트워크 과학에서 입증

였다. 이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무질서가 빛의 여러 특징들을 독립적

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나 두뇌의 구조적 특성은 완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다.

전히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진화적으로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는 그 매질의 여러 가지 특성을 결정

제어된 무질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짓는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배열된 질서 있는 매질은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연구진(박남규 교수: 교신저자, 유선규 교수:

‘결정’(Crystal) 구조라 불리며 그 결정 구조에 따라 도체, 반도체 및

제 1저자)을 중심으로 재료 과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프린스턴

부도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거나 모든 방향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

대학의 살바토레 토르퀘아토(Salvatore Torquato: 공동 교신저자)

로 동작하는 등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반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완

교수와 경쟁력 있는 연구 그룹인 싱가포르 국립대의 추 챙웨이 교수

전히 무질서한 매질은 빛을 특정 영역에 모으거나, 나비 날개처럼 시

(Cheng-Wei Qiu) 교수 및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종 이동(Yidong

야각이 매우 넓은 아름다운 색상을 보여주는 등 결정 구조와는 명확

Chong) 교수가 협력하여 출간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

하게 분간이 되는 특성을 갖는다.

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GFP,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과 교육

한편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무질서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자유도를

부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과제(PPD)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갖는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그림). 이러한 중간 영역은 완전한 질서

고,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머터리얼즈(Nature Reviews

와 완전한 무질서 사이의 단순히 중간적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그들

Materials, IF=71.189)에 2020년 11월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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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다른 ‘야누스’ 유리를 이용한
비대칭 정보 전달 기술 개발

그림. (a) 양면색상 상이 현상 (Optical Janus Effect) 을 이용한 유리창 개발 이미지. (b) 반사형 관찰시 상이한 색상 표면에 새겨진 이미지가 특정 용액에 따라 앞면/뒷면에서 이미지를 관찰 가
능케, 혹은 불가능케 하는 이미지 개념도 및 (c) 각각의 다른 굴절률 용액에 노출시켰을 경우 전면/후면의 이미지 암호화 관찰 실험 결과 (전면부=위줄, 후면후=아래줄):

영화 속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장면에서 안에서는 밖에 보이지 않

이 다르게 보이는 ‘광학야누스 효과’를 구현했다 (그림 a).

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취조실의 스마트 유리를 본 적이 있을 것

연구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가스나 각종 용액 등

이다. 그렇다면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색인 투명한 유리는 만들

유체가 금속층 사이로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에

수 없을까?

반응하여 색이나 이미지, 메시지, 심볼 등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사라

앞면의 색이 붉은색이라면 뒷면에서 봤을 때도 그 색이 투과되어 붉

지게 할 수 있었다 (그림 b & c).

은색이 보일 수밖에 없어 큰 어려움이 따른다. KIST유용상 박사팀이

연구진이 개발한 초박막형 양면 반전 유리 기술은 고비용의 장비를

경북대학교 이승열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리 양면에 서로 다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증착 공정을 통해 나노구조를 만들 수 있어 제

른 이미지와 색을 표기할 수 있는 유리를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외

작 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상용화를 위한 응용 가능성도 주목

부 환경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한쪽 면에만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할

을 받고 있다. 또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수 있어 유해 가스/용액에 반응해 경고 문구가 나타나는 유리로도 활

있는 응용기술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기존의

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컬러 유리와는 달리 반영구적으로 색상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은 센서시스템연구센터 유용상 박사는

현된 색은 공작새의 깃털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화려한 색을 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이승열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면에

여 인테리어용 컬러필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색이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외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화

이번 연구 결과는 유리라는 투명형 기판의 앞면과 뒷면의 서로 다른

하는 투명 유리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KIST-경북대 공동연구

정보(색/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최초의 광학현상의 원

팀은 머리카락의 1000분의1 두께인 30나노미터 수준의 초박막 금

리와 응용분야를 밝혀냈다는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해당 연구결

속-유전체-금속 구조를 이용했다. 이 구조의 상부 금속층과 하부 금

과는 광학 분야의 권위지인 ‘Light: Science and Applications’ (IF:

속층을 구성하는 나노층의 구성비를 다르게 제작, 유리의 양면 색상

14.52, JCR 분야 최상위 1.9%) 2020.10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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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전기, 온도에 따라 변조되는
액정 기반 다이나믹 메타 홀로그램 구현
광변조기 (light modulator)을 결합하였는데, 이 변조기를 어떤 재료
를 사용하여,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외부자극에 반응
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전기, 온도 및 터치에 반응하
는 액정셀을 제작 하여, 이런 다양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재생되는
홀로그램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다. 전압에 반응하도록 고안된 액정을 접목한 경우 0.8V 또
는 1V에 전압을 걸어주면, 수 ms 이내(1밀리초=0.001초)로 홀로그
램 이미지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 온도에 반응하는 액정을 접목한
장치는 특정 온도(47°C) 이상이 되면 홀로그램 이미지가 스위칭 된
그림 1. 초소형 가변형 홀로그램 장치 모식도

다. 터치에 반응하도록 디자인으로 된 장치는 10kPa에서 0.01MPa

투명망토, 슈퍼렌즈 등의 새로운 광학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이의 가벼운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홀로그램 이미지를 빠르게 바

잘 알려진 인공 물질인 ‘메타물질’을 이용해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

꿀 수 있었다.

인 3D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증강/가상/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등

개발된 초소형 홀로그램 장치는 고화질 홀로그래픽 비디오 재생 광

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차원 형태의

학소자, 온도감응형 홀로그램 센서, 미래형 인터랙티브/햅틱 홀로그

메타물질, 즉 메타표면 장치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수준인

램 기술을 앞당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수 백 나노미터의 두께를 갖는 초박막, 초경량, 및 초소형 형태의 광

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글로벌프런티어사업,

학 소자로, 초소형 홀로그램 기술, 초박막 렌즈장치, 구조색 기반 반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RLRC),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및 LG

사형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

Display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

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메타표면 장치들의 큰 단점은 한 번 소자를

밴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에 2020년 12월 셋째주

제작하고 나면 광학적 특성을 바꿀 수 없는 수동형 소자라는 점이다.

호 중간표지논문 (Frontispiece Cover Article)으로 게재되었다.

즉, 수동형 메타물질로 구현된 홀로그램(메타홀로그램) 광소자는 처
음 프로그래밍 된 하나의 이미지 밖에 띄우지 못한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고자, 외
부 자극에 반응하여 광학적 특성이 손쉽게 바뀌는 것으로 잘 알려
진 액정 (liquid crystal)을 메타홀로그램 장치에 접목하기로 하였다.
메타표면 장치는 입사되는 편광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재생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특별히 나노 구조의 기하학적 위상
(geometric phase) 및 지연위상 (retardation)을 동시에 사용하여,
입사 되는 우원 및 좌원편광에 따라 고화질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재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표면 장치에 특별하게 고안된 액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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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태양전지의 양방향 광효율을 개선하는
광학 비대칭 필름

그림. 광학 비대칭 필름이 도입된 건물일체형 유기 태양전지의 개념도. 광학 비대칭 필름을 태양전지 표면에 도입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잘 투과하면서 태양전지의 내부에서 되돌아온 빛은
잘 반사하는 방식으로 태양전지의 양방향 광효율이 개선된다.

태양전지는 여전히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특히 반

고분자 필름을 제작하였다. 프리즘을 이용한 투과율 분석 결과에 따

투명 유기 태양전지는 저렴하고, 부착이 용이하며, 대면적 제작이 가

르면, 제작된 계층적 패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외광)의 반사를

능할 뿐만 아니라 소자의 양방향에서 입사하는 태양광과 조명광을

줄이면서 동시에 구조의 내부에서 되돌아온 빛(내광)의 반사는 늘리

이용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종일 구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는 광학 비대칭성 역할을 수행한다.

특징으로 인해 건물 외벽, 창호 등 기존 실리콘 소재로 해결이 어려

이러한 ‘빛 가둠 필름’을 양방향 반투명 유기 태양전지에 간편히 부착

웠던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하는 방법만으로 실외광에서 13%, 실내광에서 46% 이상의 광효율

태양전지의 설치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다는 의

향상을 관측하였다. 또한,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 필름 표면을 소수

미이다. 하지만 양방향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금속 거울전극의 두께

성으로 변환시켜 태양전지의 수명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인 수분과

가 얇아진 만큼 다중반사 과정을 거치며 반투명 태양전지의 광활성

먼지를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층이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양이 크게 감소하여 광효율이 저하되는 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

제가 있다.

연구지원사업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

경희대학교 김선경 교수, 고두현 교수, 문윤종 연구원, 이정화 연구

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

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나비 날개, 새 깃털, 나방 눈 등에서

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2020년 9월 26일 게재되었

관측되는 광학 비대칭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외부에서 입사된 빛

다 (논문명: Hierarchically Designed Light Trapping Films for All-

을 태양전지 내부에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는 계층적 패턴 기반의 광

Day Operating Semitransparent Photovoltaics).

학 비대칭 필름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필름은 반투명 유기 태양전지
에 적용되어 광학 비대칭 구조의 실용성을 증명하였다.
공동연구팀은 약 십 마이크론 지름의 반구 표면에 수백 나노미터 크
기의 작은 막대를 촘촘히 배열하는 방식으로 계층적 패턴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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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훼손 없이 신경망 관찰하는 새로운 현미경 개발
초로 형광 표지 없이 쥐의 두개골을 관통하여 고해상도 신경망 이미
지를 획득하였다(그림 1). 반사행렬 현미경은 기존의 생명 과학 분
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초점 현미경이나 이광자 현미경의 광학 수
차를 제거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
사행렬로 획득한 두개골의 수차를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spatial
그림 1. 반사행렬 현미경으로 쥐의 신경망 관찰.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두개골을 제
거하지 않은 쥐의 신경망을 이미징하는 데 적용하였다. 수차를 보정하기 전의 기존 광학 현
미경 기법으로 측정한 이미지는 신호가 왜곡되고 산란 노이즈에 묻혀 알아볼 수가 없다(b).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림 (c)와 같이 고해상도 신경망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d)는 각 위치에서 알고리즘이 찾은 파면 왜곡 정도를 보여준다.

light modulator)를 이용해 광학적으로 보정하였다. 이를 활용해 생
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경세포 수상돌기의 가시
(dendritic spine)에 대한 이광자 형광 이미지를 두개골을 훼손하지
않은 채 회절한계에 가까운 해상도로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그림

빛이 생체 조직을 투과할 때 직진광과 산란광이라는 두 종류의 빛이

2). 수상돌기 가시는 그 구조가 매우 미세해 기존 이광자 현미경으로

생겨난다. 직진광은 생체 조직의 영향 없이 직진하는 빛이며, 이를

는 두개골을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반사행

이용해 물체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산란광은 생체 조직

렬 현미경을 이용해 기존에 이미징하기 힘들었던 생체 조직 내부의

내 세포나 세포소기관에 의해 진행 방향이 무작위로 굴절된 빛이어

구조를 연구할 것이고,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의 보다 빠른 진단과 신

서 이미지 획득을 방해한다. 생체조직 깊은 곳으로 빛을 전파하면 직

경과학 연구에 응용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저널 Nature

진광에 비해 산란광이 매우 강해져 이미지 정보가 흐려진다. 생체 조

Communications 지에 11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직이 마치 안개처럼 내부를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산란
매질을 지나면서 직진광의 전파 속도가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광학
수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미지의 대조나 해상도를 떨어뜨린다. 특
히나, 뼈 조직은 내부에 미세한 구조들이 많아 빛의 산란이 심하고,
복잡한 광학적 수차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 두개골
아래의 뇌 조직을 관찰하면, 이미지가 크게 왜곡되고 노이즈가 심해
물체의 구조를 알아보기조차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두개골을 제거
하거나 얇게 갈아내야만 뇌 조직의 신경망을 연구할 수 있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단
장 조민행) 최원식 부연구단장(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쥐
의 두개골을 관통해 신경망 구조를 고해상도로 이미징할 수 있는 새
로운 광학 현미경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현미경은 기존
의 공초점 현미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빛의 초점에서만 신
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으로부터 산란된 모든 빛을 측정한
다. 반사행렬 현미경이라고 명명한 이 새로운 현미경에 연구진이 독
자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직진광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
였고, 심각한 광학 수차를 보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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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사행렬 현미경을 이광자 현미경에 접목. 이광자 현미경만을 이용해 신경망을 관
찰한 경우(a, b)에 비해 반사행렬 현미경을 접목하여 신경망을 관찰했을 때(c, d) 획기적으
로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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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눈’ 모방한 초소형 초광각 카메라 개발

그림. 물고기의 눈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먼 거리까지 초점이 선명하고 시야각이 넓다. 이 같은 특성은 돌출된 하나의 수정체와 반구 모양의 망막에 있다.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 연구팀이 ‘물고기 눈’을 모

눈 내부의 근육을 이용해 수정체와 망막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법으

방해 단 하나의 렌즈(수정체)만으로 매우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는

로 빠르게 가깝고 먼 곳의 영상을 인지한다.

‘단일렌즈 어안 카메라’를 개발했다. 물고기는 한 곳을 응시했을 때

이번에 연구에서는 실제 물고기처럼 렌즈와 이미지센서가 단 하나

볼 수 있는 각도 범위를 의미하는 시야각이 160도 이상으로 매우 넓

씩 있는 어안 카메라를 개발했다. 1mm의 구멍이 뚫린 지름 0.5mm

은 범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모방해 넓은 시야

의 얇은 조리개 앞뒤에 지름 2mm의 반구형 내부 렌즈를 각각 설치

를 한번에 찍는 초광각 카메라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

하고 그 위에 지름 4.1mm의 외부 렌즈를 덮어 초점면이 구형인 렌

야각이 약 120도 이상인 광각 카메라가 나와 있지만, 무겁고 큰 렌즈

즈를 만들었다. 여기에 물고기의 망막을 흉내 낸 이미지 센서를 뒤에

7~13개 정도를 촘촘히 모은 형태로 크고 무거워서 모바일 기기나 드

붙였다. 이미지센서는 실리콘을 이용해 만든 광다이오드를 가로세

론 등에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로 23개씩 마치 그물코 형태로 배열한 것으로 다이오드 하나하나가

어류는 하나의 돌출된 수정체와 공을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반구형 망

화소의 역할을 한다. 다이오드는 표면에 오돌토돌한 나노 패턴을 새

막을 지니고 있다(아래 그림). 디지털 카메라에 비유하면 수정체는

기고 그 위에 산화 알루미늄을 처리해 빛을 예민하게 검출할 수 있도

렌즈이고 망막은 이미지 센서다. 수정체는 가운데로 갈수록 굴절률

록 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이를 지름 7.1mm의 반구 표면에 고르

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초

게 펼쳐 붙였다.

점이 모이는 초점면은 반구 형태를 띤다. 물고기 눈의 망막은 이 초

연구팀이 개발한 초광각 카메라는 두께가 1.15cm로 매우 작고 가

점면과 정확히 일치해 넓은 시야각의 이미지를 왜곡 없이 받아들일

벼우면서 시야각이 120도로 넓고, 20c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물

수 있다.

을 모두 또렷이 볼 수 있다. 연구팀은 “기존 상용 광각카메라에 비해

또 10cm 이상이면 먼 거리까지 초점이 선명히 맺혀 거리와 상관없

렌즈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기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이 주변 모든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까운 거

을 보였다”며 “초소형 카메라 모듈 구형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

리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초점을 바꿔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사람의

했다. 연구 결과는 ‘Nature electronics’에 발표됐고, 연구의 제1저자

경우 가깝거나 먼 곳을 볼 때마다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면서 초점을

인 이길주 GIST 연구원은 이 연구로 OSA에서 주관하는 ‘Robert S.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물고기는 렌즈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 대신

Hilbert Memorial Student Travel Grant’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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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기반의 고반복 펄스 레이저 발진 시스템 개발

그림. 그래핀과 링 공진기가 융합된 소자를 이용한 고반복률 레이저 펄스 형성의 모식도. 일반적인 모드 잠금 레이저의 파장 성분을 제어하여 반복률을 극적으로 향상시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전소재연구단 송용원 박사팀이 펨토초로
-15

또한 일반적으로 그래핀은 촉매금속 표면에서 합성한 후 이것을 분

(10 초) 동작하는 광섬유 펄스 레이저 발진기에 그래핀이 포함된 추

리하여 원하는 기판의 표면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핀

가의 공진기를 삽입하여, 기존보다 10,000배 이상 빠르게 펄스를 발

이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KIST 연구진

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데이터 통신에 적용하면 데

은 구하기 쉬운 구리 전선 표면에 직접 그래핀을 형성시키고, 광섬유

이터의 전송 및 처리 속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를 감아 공진기로 사용함으로써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효율 저하

펄스 레이저는 깜빡이듯 빛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출력 형

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태의 레이저를 말한다. 시간에 따라 세기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연속

그 결과 기존 MHz 수준의 반복 속도를 보이던 펄스 레이저의 한계

레이저보다 에너지를 크게 집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를 극복하여 57.8GHz의 반복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

디지털 신호를 실으면 개개의 펄스가 1비트(bit)의 데이터를 저장할

를 흡수하면 열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그래핀의 특성을 이용해 추

수 있어 펄스가 반복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가의 레이저를 소자에 가해주어 그래핀 공진기의 특성을 튜닝할 수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적인 광섬유 기반 펄스 레이저는 초당

있게 만들었다.

펄스의 개수를 MHz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KIST 이성재 연구원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

연구팀은 레이저 빛의 파장과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초고속으로 동작하고 특성을 튜닝할

상관관계로 엮인 것에 주목했다. 레이저 내에 공진기를 삽입하면 펄

수 있는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응할

스 레이저의 파장을 주기적으로 필터링하고, 이를 통해 레이저 세기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본 연구를 주

변화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송용원 박사는 세기가 약한 빛

도한 송용원 박사는 “공진기와 그래핀 기반의 초고속 펄스 레이저 개

은 흡수하여 사라지게 하고 강한 빛만 통과시켜 세기를 증폭시키는

발로 나노소재 기반의 광정보 소자분야의 기술 선도와 시장 선점을

특성이 있는 그래핀을 공진기에 융합하여, 레이저 세기 변화를 매우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조절되게 하여 펄스의 반복속도를 높게 만들

이번 연구는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으로 수행되

수 있었다.

었으며, 연구 결과는 ‘ACS Nano’ 2020년 11월 2일 자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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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체에서 빛이 만드는 정공의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

그림. 광전도원자력현미경에 의한 플라즈모닉 핫홀 측정방법 개략도 및 이를 통해 측정된 금나노프리즘/p-GaN 나노다이오드에서의 플라즈모닉 핫홀 전류 측정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재분석연구부 이문상 박사 연구팀과

화탄소 환원, 광센서 등 다양한 고효율 재생에너지, 광전자/화학 분

KAIST 화학과 박정영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규명하기 어려웠던 나

야 응용연구들이 진행 중이나, 핫홀은 핫전자에 비하여 더욱 짧은 평

노미터 스케일에서 실시간 핫홀 검출에 성공하여, 차세대 고효율 인

균자유행로(5~10 nm)로 인해 수집이 핫전자보다 어려우며, 감작

공광합성장치 및 기능성센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ensitization)에 적용 가능한 핫양공을 만들기 위한 넓은 밴드갭

된다.

(bandgap) p형(p-type) 반도체가 부족하고, p형 반도체와의 숏키

최근 바이오의료 센서, 에너지전송소자, 광촉매 등 다양한 차세대소

전극 형성이 어려워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자에 응용되는 국소표면플라즈몬공진 (Localized Surface Plasmon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형 반도체 형성이 원활한 질

Resonance, LSPR) 현상은 금속 표면에 빛을 전달하면 금속 내부 자

화갈륨(GaN)위에 금나노입자를 형성하여 숏키 나노다이오드를

유전자가 표면에서 동시에 진동하는 현상으로, LSPR 과정 중 자유전

형성하고 광전도 원자력 현미경(photoconductive atomic force

하가 방사적으로 감쇠하는 경우 광자를 방출하며, 비방사적으로 감

microscopy)을 활용하여, 금 나노구조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핫홀 흐

쇠 시 1~3 eV의 높은 에너지를 갖는 핫전하 (hot carrier)를 생성하

름을 측정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세계 최초로 핫홀의 거동을 실시

나, 소멸시간 (수 ps)과 확산거리 (수십 nm)가 짧아 이를 전기에너지

간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관련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로 전환시키기 어려워 그동안 핫전하들은 LSPR 이용 소자 특성의 악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게재되었다.

화 원인으로만 고려되어 왔다.

KBSI 이문상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그동안 이론계산이나 간접적

금과 구리 같은 플라즈몬형성 금속 내의 금속 페르미 준위(metal

실험방법을 통해 존재를 예상했던 핫홀을 실시간 검출하고 역학거

Fermi level)와 관련된 핫전자(hot electron)와 핫홀(hot hole)

동을 보여줌으로써 핫홀의 기초 메커니즘 규명하고 응용가능성을

사이의 에너지 분포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속의 밴드간문턱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차세대 인공광합성소자 뿐만 아니라

(interband threshold) 위에서의 광여기(photo-excitation)는 같

초고효율 광촉매, 에너지저장소자, COVID-19 등의 바이러스 진단을

은 숏키 장벽(Schottky barrier)에서 핫전자보다 효율적으로 에너

위한 초고감도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연구결

지가 훨씬 더 큰 핫홀을 형성시킬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물분해, 이산

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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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원자기반 양자센서 : 자기장과 전기장 측정
/ 글 문한섭

원자기반 양자센서 :
자기장(원자자계; atomic magnetometer)과
전기장(원자전계; atomic electrometer) 측정
1. 서론

2. 원자를 이용한 자기장 양자센서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양자역학 (quantum mechanics)

자기장은 다양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

이라는 개념을 받아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

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기술까지 다양하게 이용

서 열린 솔베이회의에서는 아인슈타인, 보어, 플랑크, 슈뢰딩거, 하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질학적 변화, 태양 플레어, 뇌의 신경 전달,

이젠베르크 등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29명의 과학자들이 양자

분자 스케일의 화학 과정 및 원자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생성된 자

물리학의 해석에 대한 논의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당시에 아인슈

기장의 정밀 측정을 통해서 새로운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

타인은 측정이라는 행위로 재정의되는 물리적 실체및 이를 확률론

러나 실제로 고감도 자기장 측정은 주변에 원하지 않은 자기장 잡음

적으로 재해석해내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회의에서

(금속성 물질, 전자파, 지구자기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않다.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보어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것은 얼마나 양

실험실, 병원, 공항, 이동 차량, 헬리콥터 또는 우주선에서 배경 환경

자역학의 내용이 받아드려지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이

잡음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예

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은 인과 법칙과 실체를 바탕으로 이해되고 있

를 들면 뇌의 뉴런은 수백 fT 진폭 (즉, 지구 자기장의 10 억분의 1에

기 때문이다.

불과)으로 몇 ms 동안 지속되는 자기장 신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그리고 양자센서라는 양자역

정밀 자기 측정은 자기공명 (핵자기공명, 광펌핑 등), 홀효과(Hall

학의 핵심 개념과 양자정보 개념을 적용한 미래 기술들의 연구가 활

effect)나 fluxgate 원리를 이용한 자기장 측정기(magnetometer)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자센싱 기술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불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자기장의 측정방법에 따라 각기

정성 원리, 물질파, 양자상태 측정 등 다양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fluxgate 자계는 측정 방법이 단순하기

이용한 초정밀, 절대값, 그리고 초분해 측정기술로써 많은 관심을 받

때문에 간단히 제작이 가능하지만 저자기장 측정에 한계를 가지고

고 있다. 양자센싱은 고전 이미징과 계측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

있다. 현재까지 미소 자기장 측정을 위한 가장 우수한 방법은 SQUID

복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tector)를 이용한 방법

양자센서는 센서로 구현되는 종류에 따라서 중성원자, 이온, 리드

이다. 이에 따라 초전도 SQUID 센서를 이용한 의료용 생체자기 측정

버그 원자, 고체상태 스핀, 초전도체 등이 있다. 특히, 원자를 기반으

장비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를 운용하기 위

로하는 양자센서는 시간-주파수, 자기장, 전기장, 회전량, 가속력 등

해서는 극저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별도의

과 같이 다양한 물리량을 초민감, 초정밀, 절대 정확도, 그리고 초소

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형화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이 지면에서는 원

그러므로 SQUIDs 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측정 감도는 비슷하거나

자매질을 이용하여 자기장과 전기장을 양자센서로 측정할 수 있

더 개선된 형태의 자기장 측정장치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모

는 원자자계 (atomic magnetometer) [1-5]와 원자전계 (atomic

두 부합하는 장치가 바로 원자 매질을 이용한 광학자력계(optical

electrometer) [6-10]에 대한 원리와 구현 방법 그리고 응용과 전망

magnetometer) 이다. 현재까지의 광학자력계 분야의 연구는 크

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기장에 의한 매질의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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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자기부준위의 이동 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전자를 광펌핑 자계 (OPM ; optical pumping
magnetometer), 후자를 원자결맞음 밀도포획 (CPT ; coherent
population trapping) 자계라고 한다.
CPT를 이용한 미소 자기장 측정의 원리는 레이저와 원자의 상호작
용을 이용하여 원자 준위 사이에 원자결맞음 중첩을 생성시킴으로
써 결맞음 밀도 포획 상태 (coherent population trapping state:
CPT state) 또는 어둠 상태 (dark state)라고 부르는 새로운 양자상

그림1. 비선형 광자기 효과를 이용한 원자자계 원리 설명

태를 만들고, 이러한 상태를 레이저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편광된 레이저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특징은 공명 주파수의 레이저 광이 원자에

는 두 개의 원편광 성분(σ+와 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원편광

흡수되지 않고 투과가 일어난다는 것과 3준위 원자계의 경우에 투과

성분에 의해서 람다형 구도를 갖는 원자계는 자기부준위의 원자결

신호의 선폭이 여기준위의 자연선폭을 따르지 않고 바닥준위 사이

맞음 중첩상태가 된다. 여기서 레이저 진행방향과 평행한 외부 자기

에서의 소멸률을 따르기 때문에 투과신호의 선폭이 매우 좁다는 것

장이 가해지면, 자기부준위들의 에너지 준위의 변화와 상태의 비대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CPT에 의한 원자결맞음 매질에서 얻어진

칭 에너지 준위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CPT 공명조건에서 큰 분산

CPT 스펙트럼은 미소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이 나타나게 되며, 분산정도에 따라서 편광의 회전이 달라진다. 원자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현재 기술로도 수 pT의 미소 자기장

결맞음에 의한 분산정도는 바닥준위의 자기부준위들 사이에 결맞음

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자계(magnetometer)를 개발하는 것이 가

소멸시간(coherence decay time)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자

능하며, 루비듐을 이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된 이론적인 한계는 약

결맞음을 이용하는 경우에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가

0.6 fT으로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SQUID의 감도를 능가할 수 있

크게 나타난다.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고감도 자기장 측정을 하는데 응용할 수

예를 들어, 비선형 광자기 효과(NMOE ; nonlinear magneto-optical

있다. 자기장 측정에 있어서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호의 SNR

effects)를 이용한 광학자력계는 진행방향에 수평 또는 수직한 자기

(signal-to-noise ratio)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의 SNR

장이 존재할 때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편광면이 회전하는 패러데이

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저 출력을 높이게 된다. 이때 강

효과(Faraday Effect) 또는 보이그 효과 (Voigt Effect) 를 이용하여

한 레이저광이 원자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실제 원자계에서는 비공

자기장의 크기를 정밀 측정하는데, 편광의 회전 정도가 레이저의 세

진 전이선에 의한 에너지 준위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ac

기에 대해서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선형 광자기 효과 라고
한다. 자기장에 의해 바닥준위의 자기부준위들이 비대칭 에너지 이
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부준위간의 원자결맞음에 의한 CPT 신호의
큰 분산에 의해 편광면의 회전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
이를 측정함으로써 자기장에 의한 효과를 검출할 수 있다.
비선형 광자기 효과를 이용한 원자결맞음 자계의 원리를 소개한다.
그림 1과 같이 x축으로 선편광된 레이저가 람다형 원자계의 매질을
통과한다고 가정하고, 비선형 광자기 효과에 의해서 편광이 회전하
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다른 바닥준위로
광펌핑이 없는 간단한 닫힌 원자계를 가정하였다.

그림2. 원자결맞음을 이용한 고감도 원자자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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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광자기 효과에서 두 바닥준위의

고, 이로 인해 광펌핑으로 편향된 원자스핀 정렬의 비율도 각 부준위

ac Stark 이동은 정확히 같은 양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

마다의 분포로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스핀 분

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CPT를 바탕으로 비선형 광자

포도가 바뀌는 것을 측정해 내는 것이 원자자계의 기본 원리이다. 특

기 효과를 이용한 광자계 (optical magnetometer)는 ac Stark 이동

히 원자의 자기 부준위간의 스핀 정렬 분포를 가장 극적으로 바꿀 수

에 의한 오차요인이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있는 방법은 자기 부준위 간의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주로 사

루비듐 원자를 이용한 CPT 원자자계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용되는 알칼리족 원소들의 자기 부준위 사이에서의 공명 주파수 영

비선형 광자기 현상은 외부 전기장, 레이저의 주파수 및 출력에 민감

역이 RF에 해당하고, 이처럼 RF 를 이용하여 원자의 자기 부준위간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원자 자계의 측정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

의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 자기장을 측정해 내는 자기장 측정

과적인 자기장 차폐와 전기적 잡음의 최소화, 레이저의 주파수 및 세

장치를 RF 원자자계라 한다. 이 때 정의된 RF 는 RF 원자자계의 동

기의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비선형 광자기 효과로 외부 자기장을 측

작주파수에 해당한다.

정하기 위해서 선편광된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원자 증기 셀을 통과

편향된 바닥상태에서 또 다른 전이를 할 수 있도록 공명하는 빛 즉

한 후에는 같은 세기의 광을 광검출기를 통해서 각각 나누어서 측정

조사광을 가해주면 주기적인 밀도의 이동에 의한 흡수율 변화가 라

한 후 신호의 차이를 측정한다. 이동형 원자결맞음을 이용한 루비듐

머 주파수로 나타난다. 이는 패러데이(Faraday) 효과에 의한 조사광

원자를 이용한 원자자계 센서를 구현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의 주기적인 편광축 회전의 결과로 광회전 신호로 관측된다.

그림4. 편향된 원자의 스핀 상태 도식 및 광회전 신호 측정 원리

RF 원자자계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원자 증기셀은 완충기
체가 포함된 루비듐 증기셀이다. 수 mW의 출력의 펌프광으로 원형
그림3. 원자결맞음을 이용한 이동형 고감도 원자자계 사진

편광상태로 광펌핑을 할 수 있도록 펌프광을 정렬한다. 펌프광과 수

다른 원자자계인 RF(radio frequency) 원자자계 (RF atomic

직하게 원자 증기셀을 통과하는 조사광을 정렬하고, 조사광의 광회

magnetometer)의 구동원리를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RF 원자

전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증기 셀에 입사되기 전 선형 편광

자계는, 광펌핑에 의해 편향된 원자스핀의 정렬이 외부 섭동, 즉 외

상태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펌프광과 조사광의 주파수 안정도와 더

부 자기장 섭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물리량을 관측함으로써 자기장

불어 조사광의 광회전 측정 시스템의 정확도가 신호의 민감도에 큰

을 측정해 낸다. 외부 자기장 섭동은 원자 에너지 준위에서 축퇴된

영향을 준다. 원자 증기셀은 공간의 자기장 차폐 환경 내에 있고, 차

자기부준위를 이동시켜 구분 가능한 에너지 준위들로 재정렬 시키

폐상자 내부에는 펌프광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자기장(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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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ield)을 걸어줄 수 있는 솔레노이드(Solenoid) 코일이 설

은 모든 측정의 핵심은 정밀하게 교정된 프로브와 안테나로 결정된

치되어 있다. 정의된 정자기장 세기에 의해 원자의 바닥준위의 라머

다. 한편,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RF 주파수 영역 100 GHz에

주파수와 일치하는 RF 원자자계 동작 주파수가 결정된다. RF 자기장

해당되는 W-band영역과 같이 고주파수에서의 전기장 프로브의 교

을 만들어내는 코일은 헬름홀쯔(Helmholtz) 코일 쌍으로 구성되어

정과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서로 어느 것

있고, 원자 스핀 세차운동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자기장에 수직한 방

이 정확한 측정에 우선인지 구별할 수 없다. 정확한 세기를 알고 있

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는 전기장이 있다면 전기장 프로브 교정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반대
로 정확한 전기장의 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교정된 프로브
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프로브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쌍극자 안테나이다. 쌍극자 안테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는 세기를 알고 있는 전기장에 프로브를 놓고 측정을 해야 한다. 그
리고 프로브는 특정 주파수에서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다
른 주파수 성분들에 의한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한다. 또한 쌍
극자 공진 주파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넓은 주파수 영역의 전자
기파의 측정이 어렵다. 특히, 높은 주파수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5. 자기 차폐환경의 RF 원자자계 실험구성도

프로브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 GHz 이상의 고주파

자기자폐 장치 내부에 설치된 루비듐 원자를 기반으로 한 원자자계

수 전자기파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짧은 길이의 안테나와 다이오

센서 사진은 아래와 같다.

드 검출기 회로를 이용하여 정밀도가 높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
우 높은 세기의 전기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불확도가 매우 높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브에 금속에 의한 섭동,
프로브의 낮은 감도 (최소 감도 100 mV/m)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쌍극자 프로브 외에 다른 형태의 측정도 있다. 예를 들어, 비선
형 물질 (LN; lithium niobate)에 전기장이 인가되면 전기장에 의한
비선형 효과로 진행하는 광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이용한 측
정이 있다. 이러한 광전효과를 이용한 경우에 약 10 mV/m의 감도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교정에 대한 문제점과 측정된 전기장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남아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브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기장이 필요하다. 알려진 전기장의 세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그림6. 자기 차폐 장치 내부셍 설치된 원자자계 센서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무향실 (anechoic chamber; AC) 또는
다른 형태의 테스트 장치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AC에서 측정하기 위

3. 리드버그 원자를 이용한 전기장 양자센서

해서 프로브를 안테나로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거리 (1~3 m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통신, 측정표준, 레이더,

놓고 측정을 한다. Maxwell 공식과 안테나의 dimensions로부터 프

그리고 의료분야 등 넓은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 알려진

로브가 놓인 위치에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하여 프로브가 놓인 곳에

것처럼 RF영역의 전기장의 세기는, 안테나의 특성과 전파 특성과 같

서의 전기장 세기를 추정하기 때문에 보통 약 5% (0.5 dB)의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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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더욱이 현재의 전기장 측정 방법은 다른 SI단위계와 복잡
한 소급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의 방법으로는 전자파 절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측정 표준 소급성은 독립적인 전자파 측정 표준의 유지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무선통신의 발전과 전자파에 민감한 고집적도의 회로의
산업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높은 감도와 넓은 주파수 영역, 그리고
공간 분해능이 높은 전자파 측정에 대한 새로운 산업체의 수요가 급
증하고 있다.

그림7. 리드버그 원자를 이용한 전기장 세기 측정 원리: (a) 벗은 상태 (b) 입은 상태; (c) 전
자기 유도 투과(EIT) 및 Autler-Townes(AT) 분리

새로운 전자파 측정표준 방법으로 리드버그 (Rydberg) 원자를 이용

요한 기술이다.

한 원자기반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국 표준과학연구원 (NIST)과

또한 리드버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뿐만 아니라 리드버그 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공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
근 4 mm 소형 원자 증기셀과 원자 증기가 포함된 광섬유 결합형 센
서를 이용한 전자파 측정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리드버그 원자를 이용한 원자 전계 (atomic electrometer)는 현재
기술이 갖고 있는 복잡한 소급성 문제와 전기장 프로브의 크기, 감
도, 교정 필요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버그 원자를 이용한 원자전계의 기본 원리는, 원자 증기 셀에
있는 알카리족 원자를 리드버그 상태로 만든 후, 리드버그 상태 에
너지 준위들 사이에 공명하는 RF와 다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
기장의 세기를 전자기 유도 투과 (electromagnetically induced

그림8. 루비듐 리드버그 원자를 원자전계 실험 구성도: (a) 루비듐 원자 에너지 구도; (b) 리
드버그 EIT를 이용한 원자전계 실험 구성도

transparency; EIT) 라는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특

자의 큰 분극률을 이용하여 셀 내에서의 직류 전기장(d.c. electric

히 리드버그 상태의 RF전이선은 큰 쌍극자 전이를 통해 낮은 세기

field)의 세기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자

의 전자기파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감도로 전기장의 세기

들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를 측정할 수 있다. 리드버그 원자와 RF와의 상호작용으로 공명하는

동일하고 안정적인 원자 기반의 마이크로파 측정 센서로 사용될 수

2준위 원자계의 전기 쌍극자 전이 강도가 EIT 신호의 분리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자센서의 민감성은 원자의 특성, 원자의 리드버그 파

는데, 이 EIT 스펙트럼의 분리를 측정함을 통해 RF 전기장의 세기를

동함수 또는 쌍극자 모멘트와 곧바로 연결되므로 측정 소급성을 가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장의 세기를 분광 스펙트럼의 주파수로

지고 자체로 절대 측정이 가능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측정한다는 점에서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분광 스펙
트럼의 선폭과 RF 전이선에서의 쌍극자 전이 크기의 정확도에 따라

4. 결론

서 정확도가 결정된다.

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자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장과 전기장의

여러 주양자수를 가진 리드버그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센서는 개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응용 연구를 통해 발전하고

수 GHz에서 수백 GHz영역까지 넓은 주파수 영역을 하나의 측정 시

있다. 특히, 원자자계와 원자전계의 감도는 기존의 측정 기술의 한계

스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전자파

를 넘는 양자센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

측정 방법은 기존의 측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중

진 급속한 발전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더 높은 감도뿐만 아니라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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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기술

그림 1. CSAC 구성도.

1. 서 론

아졌다. 이에 유럽연합(EU),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CSAC 개발과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CSAC, Chip-Scale Atomic Clock)는 원자

초소형 소자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의 결맞는 밀도 포획 (CPT, coherent population trapping)을 이용

다 [2-5]. CSAC 개발을 통해 확보된 초소형 소자 기술을 이용하여

한 원자시계로 초소형 소자 기술(chip-scale device technology)를

초소형 칩 크기 자기센서, 칩 크기 핵자기공명 자이로스코프(NMR

적용하여 초소형 및 저전력용으로 개발된 원자시계를 말한다. CSAC

gyroscope) 등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6,7], 미국

은 물리부(physics package)와 전자회로부로 구성되는데 물리부 개

NIST와 한국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여러 센서들을 소형 칩에

발에는 저전력의 반도체 레이저와 MEMS (microelectromechanical

장착하고 자체 소급성을 갖추도록 한 통합센서로 “NIST on a Chip”,

systems) 기술이 이용되며, 전자회로부에는 고집적 마이크로파 합

한국의 경우 “KRISS on a Chip”의 목표를 위한 집적 기술 개발 연구

성 및 전자회로기술이 사용된다.

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양자센서의 측정

그림 1은 CSAC의 구조를 보여주는 CSAC 원자시계의 구성도이다.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

림에서 물리부는 광원, λ/4-파장판, 분광셀, 포토다이오드, 자기장 발

CSAC의 개발로 확보된 초소형 소자 기술들은 앞 절에서 언급한 활

생용 코일, 마이크로 히터 및 센서, 자기차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용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며, 물리부의 크기는 1 cm 이하이다.

이에 CSAC 물리부의 개발 과정, 특히, 광원과 분광셀 개발 및 마이크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물리부는 2004년 미국 표준기관인 NIST

로 패키지 관련 기술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며[1], 2011년에는 처음으로 상용 CSAC이 만
들어졌다. 최근 CSAC 뿐만 아니라 초소형 소자 기술의 활용 영역

2. VCSEL 광원

및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 필요성이 매우 높

수직캐비티 표면 방출레이저 (VCSEL, verical-cavit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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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tting laser)는 보통의 가장자리 방출 레이저 (edge-emitting

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VCSEL

laser)와 달리 위쪽 표면의 수직방향으로 레이저빔이 나오는데, 무

의 주파수 변화는 약 0.065 nm/℃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엇보다 VCSEL이 CSAC에 적용된 주요 이유는 고주파수 변조가 가

가운데 부분 사진은 FPCB에 설치된 VCSEL 사진이다. CSAC의 경우

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CPT 원자시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

Cs 원자의 여러 Zeeman 부준위들 중 mF=0 인 부준위들 간의 CPT

이다. CPT 원자는 알카리 원자 중 주로 Rb 원자나 Cs 원자가 이용되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원편광을 가져야 한다. 원편광을

는데, Cs 원자의 경우 두 바닥상태의 주파수 차이는 약 9.2 GHz (Rb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VCSEL의 출력이 선편광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의 경우 6.8 GHz)이다. CPT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바닥상태

그림3의 오른쪽 그림은 VCSEL의 편광특성을 보여주는데, 서로 수직

의 에너지 준위차에 해당하는 주파수 차이를 갖는 두 결맞은 레이저

인 편광사이의 OPSR(orthogonal polarization suppression ratio)이

가 필요하다. 이러한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레이저의 위상잠

약 19 dB 로 선편광 특성을 가진 경우를 보여준다.

금, 주입잠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전기광변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장치가 크고 구성이 복잡해지기 때문
에 CSAC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레이저의 전류
를 직접 변조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레이저의 변조폭은 1
GHz 이하이므로 9.2 GHz 차이를 갖는 레이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반해, VCSEL은 수 ~ 수십 GHz 주파수변
조가 가능해 전류를 직접 변조하는 방식으로 9.2 GHz 주파수 차이를
갖는 두 레이저를 만드는 데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3. VCSEL 출력 특성.

선편광을 원편광으로 바꾸기 위한 λ/4-파장판은 석영 웨이퍼(quartz
wafer)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공이 쉬운 polycarbonate
의 경우 열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부적합할 수 있으며, 석영
(quartz)의 경우 이와 같은 열화현상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분광셀에 입사되는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하고 산란된 광이
VCSEL로 되돌아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ND(neutral density) 필터가
필요한데, 이는 λ/4-파장판에 Ti/SiO2를 코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4는 VCSEL 주파수 변조를 하기 위한 장치 구성 사진과 장치 구
그림 2. CPT 원자시계의 원리.

그림 3은 VCSEL의 출력 특성을 나타내며, 왼쪽 그림은 온도에 따른
VCSEL 출력주파수를 보여준다. Cs CSAC경우 VCSEL은 Cs 원자 D1
전이선에 해당하는 894.6 nm 출력 주파수를 가지며, 주로 가공이
안 된 칩 형태의 VCSEL (bare die VCSEL)을 유연한 인쇄 회로 기판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케이스
가 없는 bare die VCSEL을 사용하는 이유는 광원의 크기도 최소화하
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동작온도인 80 ℃ ~ 100 ℃로 가열할 때 히터
의 소모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VCSEL의 출력 주파수는 온

그림 4. VCSEL의 주파수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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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제작된 분광셀 구조와 사진.

성도, 그리고 변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Bias-tee를 이용하여 4.6

퍼를 식각하고 웨이퍼 한면에 유리판을 붙여 anodic bonding 으로

GHz 주파수 변조된 RF를 VCSEL에 직접 주입하여 ±1 차 변조된 출

밀봉한다. 한쪽 면이 유리판으로 본딩된 웨이퍼를 본딩 장비에 넣어

력을 얻을 수 있으며, RF 세기, 동작 온도, 전류 등을 변화시키면서

압력이 (10-4 ~ 10-6) Pa 수준에 이르도록 진공펌프를 충분히 동작시

최적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1 차 변조된 레이저와 –1 차 변조된 레

킨 후 알칼리 원자를 주입하고 본딩 장비내의 버퍼 가스의 압력을 적

이저 사이의 주파수 차이는 약 9.2 GHz로 Cs 원자의 두 바닥상태의

절히 조절하여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 웨이퍼 다른 한쪽 면에 유리판

에너지 차이에 해당된다.

을 anodic bonding 붙여 밀봉한다. 제작된 웨이퍼를 자르면 그림 5
와 같은 분광셀을 얻게 된다.

3. MEMS 분광셀
초소형의 마이크로 분광셀을 제작에는 MEMS 기술이 사용된다. 그
림 5는 분광셀 크기와 구조, 그리고 만들어진 분광셀의 사진을 보여
준다. 그림의 분광셀 크기는 (0.2×0.3×0.15) cm3 (부피 0.009 cm3)
이며, Cs dispenser 가 있는 영역과 분광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영역사이에는 좁은 홈을 만들어 activation 이후 증발된 Cs 가스가
Cs dispenser 가 있는 영역에서 분광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분광셀 내부에는 버퍼(buffer) 가스로 Ne 가스 또는 NeHe 가스가 수십 ~ 수백 Torr 압력으로 주입된다.
Cs 또는 Rb 분광셀은 전통적으로 glass blowing 방법으로 제작되

그림 6. 본딩 장비와 Si 웨이퍼 사진.

고 있으나, 이 경우 분광셀의 크기가 1 cm3 이상으로 CSAC에는 적

앞 단락에서는 분광셀 제작방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알칼

합하지 않다. 최근 micro glass blowing 방법으로 지름이 약 0.5 cm

리 원자와 버퍼가스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분광셀에 주

인 분광셀이 제작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CSAC에 사용하기에는 크기

입할 것인지에 따라 세부 제작 방법이 달라진다 [7-11]. CSAC 용 분

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 mm 수준인 분광셀은 주로

광셀에는 주로 Rb 또는 Cs 원자가 사용되는데, 이 두 원자의 주입 방

MEMS 기술과 anodic bonding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된다. 그림 6

법들은 거의 같다. 알칼리 원자의 주입은 크게 3 가지 방법이 사용되

에서와 같이 Si 웨이퍼를 식각하여 분광셀 구조를 갖도록 만들고 알

는데, 첫 번째는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피

칼리 원자와 버퍼가스를 주입한 후 웨이퍼 양면에 유리판을 붙여

펫을 이용하여 직접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dispenser를

anodic bonding 으로 밀봉을 하게 된다. 그림 6은 본딩 장비 사진과

넣은 후 activation 하는 방법이 있다. 버퍼가스는 한 종류 또는 두 종

분광셀 구조가 식각되어 있는 Si 웨이퍼 사진을 보여준다. 본딩은 고

류의 불활성 가스(질소, 아르곤, 네온, 헬륨 등)를 알칼리 원자와 함께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SI 웨이

분광셀에 주입 후 밀봉한다. 이때, 버퍼가스는 원자의 움직임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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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자가 분광셀 벽면과 충돌하는 것을 막고, Dicke regime에서

내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CSAC의 소모전력 중

마이크로파 전이선의 선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12]. 단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히터의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열

은 온도에 따른 버퍼가스의 압력 변화가 전이선의 주파수를 변하게

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지구조의 열저항을 크게 하여 접촉에

하여 CSAC의 장기안정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최

의한 열전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대류에 의한 열전도를 낮추기 위해

소화 하기 위해 분광셀을 전환온도(inversion temperature)에서 사

물리부 내부가 진공이 되도록 진공패키징을 하기도 한다.

용하게 되는데, 전환온도는 온도를 증가(또는 감소)시킴에 따라 주파
수가 증가(또는 감소)하다가 반대로 감소(또는 증가)로 변하는 온도
를 말한다. 이 온도에서는 온도에 따른 주파수 이동의 1차 효과는 없
고 2 차 효과만 나타나므로 온도변화에 의한 주파수 이동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 전환온도는 버퍼가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한 버퍼가스를 선택하거나 제작 시 2 종의 버퍼가스의 압력 비
를 조절하여 원하는 온도의 전환온도를 가진 분광셀을 제작하기도
하며, 초소형 자기센서 또는 자이로스코프용 분광셀에는 K, Xe, H 등
의 가스를 용도에 따라 함께 주입하기도 한다.
그림 7. CSAC 물리부 구조도와 조립과정.

4. 마이크로 패키지 기술

4. 맺음말

초소형 원자센서의 경우 앞의 두 절에서 언급한 광원과 마이크로 분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기술은 CSAC 뿐만 아리라 여러 가지의 원

광셀 외에도 마이크로 히터 및 온도센서, 자기장 차폐, 자기장 코일

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센서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자기반의

등의 구조물이 필요하다. 각각의 마이크로 부품들은 조립될 구조에

양자센서는 기존의 고전 방식의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최

맞게 설계될 뿐만 아니라 크기, 소모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

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기술을 결합하여

야 한다. 또는, 센서의 성능을 위해서 온도, 습도 등의 외부환경에 대

센서를 초소형 및 저전력으로 개발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

해 내성을 가질 수 있고, 충격이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되어야 한다. 특히, 군용이나 우주용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은 더욱

그림 8은 Gemetrics 사의 자기장 센서와 Northrop Gruman 사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NMR 자이로스코프 사진으로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기술이 적용

그림 7은 CSAC 물리부의 구조 및 조립과정, 최종 조립된 물리부의

된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차세대 초소형 소자 기술들을

사진을 보여준다 [13]. 물리부의 구성요소인 VCSEL, 파장판, 분광셀,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민간 기업 및 국가 핵심 전략 기술 개발 사

광다이오드, 헬름홀츠 코일, 마이크로 히터 및 센서를 각각 유연기판

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소형 칩 크기 원자시계 기술을 활용한 양

(flexible substrate)에 마운팅하고, 이 유연기판들을 쌓아올려 적층

자센서 연구는 항공·우주·군사 등의 관련 핵심 기술에 활용도가 더욱

구조를 만든다. 적층 구조의 물리부 구성품을 자기차폐에 현수 구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로 고정한다. 이때, 단열을 위해 적층구조물과 자기차폐 사이의 열저
항을 크게 하고, 동시에 충격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도록 단
단하게 지지되게해야 한다. CSAC의 경우 VCSEL과 마이크로 분광셀
의 동작온도는 80 ℃ ~ 100 ℃ 영역인데, 이때 CSAC의 안정도가 온
도 안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한다. VCSEL과 분광셀의 온도를 변화폭이 0.1 ℃ 이

그림 8. 초소형 소자 기술이 적용된 자기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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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간섭계를 이용한 정밀 중력측정과 응용
1.서론
물질파 간섭계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한 광학 간섭계와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물질파의 파동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1]. 물질
파 간섭계는 전자[2], 중성자[3], 원자[4-5], 분자[6]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구현되어왔다. 특히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을 이용
해 원자 내부 상태의 양자 중첩을 이용하는 원자 간섭계는 레이저와
레이저 냉각기술의 발달로 원자의 운동량 및 파동함수 위상의 정밀
제어와 그 위상의 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
져 오고 있다. 원자 간섭계는 사용하는 원자가 빛과 달리 질량을 가
지고 있으므로 간섭계의 위상이 관성력, 원심력이나 중력 등에 영향
을 받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자중력계(Gravimeter)[7-10],
양자자이로스코프(Gyroscope)[11], 양자가속도계[12] 등에 활용되

그림1. 응용 별로 필요한 시스템의 상대적 정밀도와 이동성 및 크기를 나타낸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중력계의 성능을 기술하는 세 개의 용어 감도, 정밀도,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감도는 1초 동안 측정하여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나타내고 m/(s2 Hz1/2)을 단
위로 사용한다. 정밀도는 충분한 측정시간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나타내며
m/s2을 단위로 사용한다. 정확도는 측정값의 절대값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m/s2를 단위로
사용한다.

고 있다. 특히 중력의 정밀한 측정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

2. 원자 간섭계 원리

의 기본 가정이 되는 등가원리(Equivalence principle) 검증 [13], 중

양자 중력계는 포획 및 냉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알칼리 원자를 사

력상수(G) 측정[14], 미세구조상수 측정[15], 중력파 검출[16], 암흑

용한다. 그림 2a)와 같이 알칼리 원자는 마이크로파 주파수에 해당

물질/암흑에너지 검출[17-18]등 기초 과학 뿐 아니라 지질학, 석유,

하는 에너지 차이를 가진 바닥상태들 e>와 g>, 그 바닥상태 들과 광

광맥, 지하수 등의 자원 탐사 그리고 입력된 해저지형의 중력지도를

주파수에 해당하는 에너지차이를 가지는 들뜬 상태 c> 의 전형적인

이용하여 GPS와 같은 외부와의 교신 없이 항해하는 심해 잠수함의

3 준위구조를 가진다. 들뜬 상태 c>로 부터 충분한 detuning ∆에 해

항법장치, 지구내부의 지층구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지진 등 재난

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두 레이저들을 조사하면 직접적으로 공명조

예측, 그리고 기본 물리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된 새로운 국제질량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상태 들과 들뜬상태 들 사이에 전이가 일어

준의 확립(watt balance 프로젝트)에 절대중력 값 제공 등에 이용되

나지 않지만, 에너지 차이가 두 바닥 상태 g>와 e>의 에너지 차이와

고 있다[19]. 또한 중력의 정밀측정은 지오이드를 정하는데 활용되

같으면 한 레이저의 광자는 흡수를 하고 다른 레이저의 광자는 방출

며 중력 포텐셜에 의한 시간지연을 정밀히 측정함으로써 현재 개발

하여 두 바닥 상태들 사이에 유도 이광자 전이(유도 란만 전이)가 일

중인 광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원자

어난다. 이때 그림 2b)와 같이 두 바닥상태 사이에 각각의 밀도 분포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의 정밀측정 방법 및 그 응용들에 대해 소개하

확률은 레이저의 펄스면적 (세기x펄스폭)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는

고자 한다. 그림 1은 양자 중력계의 응용 별로 필요한 정밀도와 시스

라비진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초기에 g> 상태에 있던 원자는 π/2 펄

템의 이동성 및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기초물리 및 중력표준을 위해

스 조건에서는 g>상태와 e>상태에 존재할 확률이 50:50이어서 두

서는 고정밀 측정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토목, 건축, 지하자원 탐사

바닥상태 사이의 중첩상태 가 되고 π 펄스 조건에서는 100% e> 상

등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소형화, 이동성 및 환경에 대한

태로 전이된다. 그림 2c)와 같이 간섭계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서로

견고함을 필요로 한다.

마주 진행하는 두 레이저를 이용해 π/2 펄스를 원자에 조사하면 g>
상태에 있던 원자는 Laser1을 흡수하고 Laser 2를 방출하여 e>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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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원자간섭계의 원리: a) 전형적인 알칼리 원자는 3 준위구조를 나타내고 바닥상태들 사이의 전이를 위해 이광자 전이를 이용한다. b) 두 바닥상태 사이에 밀도 분포는 가하는 두 레이저
의 펄스면적 (세기x펄스폭)에 따라 라비진동을 보인다. c) 초기에 g> 상태에 있던 원자는 시간 T 간격으로 조사되는 세 펄스 π/2-π-π/2 에 의해 Laser1와 Laser2의 합에 해당하는 큰 운동량
hkeff=(k1+k1)을 받으면서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마흐젠더 간섭계를 구성한다. e>상태에 존재할 확률 Pe는 진행한 두 경로에서 생기는 위상차 Φ= keff g T2 에 의존한다. Pe는 검출레이저를 이
용해 측정할 수 있다.

로 전이할 확률이 50%가 된다. 이때 e>상태로 전이된 원자는 흡수

때문에 간섭계 위상차가 작아서 정밀측정을 할 수가 없다. 마주 진행

하면서 생기는 운동량과 방출하면서 생기는 운동량의 방향이 같기

하는 두 레이저의 이광자 전이를 이용하면 두 레이저의 합에 해당하

때문에 Laser1와 Laser2의 합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받게 되어 g>

는 운동량을 원자에 가할 수 있다.

상태에 남아있는 원자와 분리가 된다. 이때 π/2 펄스는 광학간섭계
에서의 빛살가리개 역할을 한다. 시간 T후에 π 펄스를 가하면 g>상

3. 절대 양자중력계

태에 남아있는 원자는 Laser1을 흡수하고 Laser2를 방출하여 100%

원자 간섭계를 이용해 중력을 측정하는 중력계(절대 양자중력계)는

e> 상태로 전이되고, e> 상태에 전이된 원자는 Laser1을 방출하고

그 측정값이 국제단위 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에서

Laser 2를 흡수하여 100% 다시 g> 상태로 전이되면서 각각 서로 다

정의된 시간과 길이로부터 직접적으로 소급 받을 경우 절대값을 나

른 방향으로 운동량을 받아 방향을 바꾸며 다시 모이게 된다. 이때 π

타내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절대중력표준기로 주목

펄스는 광학간섭계에서 반사경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2T 후

을 받으면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자 중력계는 크

에 π/2 펄스를 가하면 광학계의 마흐젠더 간섭계와 같은 간섭계를

게 냉각 원자를 구성하기 위한 진공챔버와, 원자를 냉각하고 제어하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에 한 상태에 존재 확률을 다른 두 경로를 지

는 레이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진공 챔버에 구성되어야 할 요소들

나면서 생긴 위상차에 의존하게 되고 그 위상차는 시공간에서 상의

은 그림 3a)에 도식화 되어 있다. 챔버내는 간섭계를 구성하는 원자

면적(갈라진 거리와 시간의 곱)과 중력값의 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

가 오랜 시간 동안 배경 가스들의 충돌로부터 결맞음을 유지하기 위

위상차를 정밀 측정하여 중력값을 측정한다. 그 위상차가 클수록 측

해 10-9 hPa 이하의 고진공 유지가 필요하고 원자의 에너지 준위들

정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유리한데 그것은 사용하는 레이저의 운동

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자기장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장 차

량이 클수록 간섭계를 구성하는 시간 T가 클수록 크다. 마주 진행하

폐장치가 요구된다. 원자중력계 작동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는 두 레이저의 이광자 전이를 이용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과 같다. 냉각레이저로 MOT(Magnetic Optical Trap)를 이용해 원자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닥상태와 에너지차가 광주파수에 해당하는

를 포획해서 수 μK 이하로 냉각한 다음 냉각레이저를 끄면 원자들은

수명이 짧은 c>상태 대신 수명이 긴 두 바닥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유낙하를 하게 된다. 그 다음 위상잠금된 두 대의 레이저로 이광자

두 번째는 수명이 긴 바닥상태 g>과 e>사이의 전이를 위해 마이크

전이를 이용해 일정한 시간 간격 T로 세 개의 펄스 π/2-π-π/2를 순

5

로파를 이용하면 가하는 운동량이 광주파수에 비해 10 가량 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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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a) 절대 양자중력계 모식도 및 핵심기술들. b) KRISS 양자중력계 물리부의 사진. c) 프랑스 Syrte 양자중력계 물리부의 사진 [저작권은 참고문헌 [8]에 있음]

이 e>상태와 c>상태의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검출레이저를 조사하

(evaporating)냉각 방법을 통해 수십 nK 이하로 냉각한 원자를 이용

여 e>상태에 존재하는 원자는 c> 상태로 전이한 다음 바닥상태로

하여 정확도 (1.3x10-8 m/s2)를 높이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21].

전이되면서 생긴 형광을 수집을 통해 e> 상태의 분포 확률을 측정하
여 위상을 측정하게 된다. 실제 중력계에서는 나타나는 위상 두 경
2

2

4. 양자 중력계 소형화

로에서 생기는 위상차 Φ= keff g T +δnoise +δoffset 에는 keff g T 외에

3절에 소개한 절대 중력계들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차량을 통해 이

도 측정시간 t에 따라 1/t1/2 로 줄어드는 잡음 δnoise과 t에 영향을 받

동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크기

지 않는 옵셋 δoffset이 존재한다. 잡음 δnoise에 의한 위상 변화와 옵셋

와 복잡성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이를

δoffset 에 의한 위상 변화는 각각 측정 감도와 절대값, 즉 정확도에 영

사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 현장에서 활용

향을 미친다. 잡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크게 간섭계에 기여하

성을 높이기 위해 진공챔버 및 레이저 시스템들의 소형화를 연구들

는 원자수에 의한 양자잡음, 이광자 전이에 사용하는 두 레이저 사

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용 중력계들도 개발되고 있다. 소형화는 원

이의 위상 및 세기잡음, 검출레이의 주파수 잡음, 진동 잡음 등이 있

자를 냉각하고 자유 낙하하는 물리부의 소형화와 레이저 시스템 소

다. 그중 진동 잡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7-10]. 현재 측정

형화 크게 나눌 수 있다. 한 예로 물리부의 경우 원자를 냉각하기 위

-8

2

1/2

감도는 0.4x10 m/(s Hz )로 진공 속에서 코너큐브를 낙하하여 광

해 6개의 냉각 레이저 빔이 필요한데 피라미드 모양의 반경을 사용

학간섭계를 구성한 후 중력값을 측정하는 고전절대중력계 [20]보다

하면 한 개의 밤으로 6개의 빔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구조를

약 10배 가까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값의 정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22].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미국

-8

2

3~4x10 m/s 로 비슷한 수준에 있다[7-10]. 그 정확도에 영향을 미

에서 원자 중력계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절대값 평가는 이루어

치는 요소들은 이광자 전이에 의한 주파수 이동, 코리올리힘 등 다양

져 있지 않지만 감도는 5x10-8 m/(s2Hz1/2)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

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라만 레이저의 파면이

으며 한 달 이상 동안 연속동작을 하면서 현장적용에서 1x10-8 m/s2

광학계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파면 왜곡, 즉 완벽한 평면이 아니기 때

이하의 정밀도를 보이고 있다[23]. 레이저 시스템 또한 소형화 연구

문에 생기는 옵셋이다. 수 μK 이하로 냉각하였다 하여도 원자는 수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형적인 양자중력계용 레이저 시스템은

평속도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다른 파면의 위상에

냉각을 위한 냉각레이저 1대 와 리펌핑레이저 1대, 이광자 전이를 위

의해 제어를 받아 간섭계의 위상에 옵셋을 야기한다. 현재 이러한 옵

해 2대 총 4대로 구성되지만 최근에 위상변조기(phase modulator)

셋을 줄이는 한 방법은 가능한 수평속도성분을 줄이는 것이다. 증발

를 이용해 한 대의 레이저로 간섭계용레이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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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a) 피라미드 구조의 반사경을 사용하여 한 방향의 빔으로 6개의 빔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원자를 냉각하여 원자간섭계를 구성하는 모식도[저작권 문헌 [22]]. b)프랑스 muqunance 회사
에서 피라미드 반사경을 이용해서 개발한 상용원자중력계[ 사진출처[25]], C) 미국 AO sense에서 만든 상용 원자중력계 [사진출처 [26]].

는 가능성을 구현하였다[24]. 그 시스템에서는 위상변조기를 이용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값을 통한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원자간섭계

해 생성된 carrier와 sideband을 이용해 이광자 전이에 사용하고 그

는 그림 5b) 와 같이 원자를 공간적으로 다른 두 곳에서 포획하여 냉

레이저 주파수의 빠른 이동을 통해 냉각레이저로 작동 가능함을 보

각한 다음 동시에 낙하함으로써 두 위치 간 중력값 차이를 정밀하게

였다.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 값과 질량 M이 만유인력에 의해 만드는 가속
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중력상수 G를 측정하여 상호검증에 활용되

4. 물리상수 측정 및 물리 이론 검증

고 있다[14].

일반 상대성 원리의 기본 가정이 되는 등가원리(Equivalence

3. 중력파 측정: 중력 상수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를 충분히

principle)검증, 중력상수(G) 측정, 미세구조상수 측정, 암흑에너지

떨어진 두 공간에서 포획하여 냉각한 다음 낙하함으로써 두 위치 간

암흑 물질, 중력파의 검출을 위해서는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

의 중력값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중력파가 도달하게

요가 있다. 이러한 측정들에 동시 측정과 차동 측정 (differential

되면 국소적으로 길이에 변형이 생기므로 중력가속도 값이 변하게

measurement)을 이용하면 절대중력 측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된다. 중력값 차이와 변화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력파 검

진동 잡음과 파면 왜곡에 의한 편이 등에 의한 영향을 공통잡음으로

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16].

제거할 수가 있어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4. 초미세구조상수측정: 질량 ma 원자가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할 때

1. 등가원리검증: 그림 5a)와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달되고, 전달된 광자에 의해 원자의 운동

어뜨려 생기는 가속도를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할 수 있다. 양자 중력

에너지가 변화를 간섭계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h/ma를 정밀하게 측

계의 경우 진공 챔버 내에 서로 다른 원자를 동시에 포획해서 냉각

정할 수 있다. 그림 5d)와 마흐젠더 간섭계 대신 앞에 펄스 2개와 뒤

하고 자유낙하하여 중력가속도 차를 측정함으로써 진동 잡음을 제

에 펄스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 4개 펄스 π/2-π/2-π/2-π/2를 조사

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현재 고전 물체로 측정한 정밀도 보다

함으로써 두 개의 간섭계가 구성되고 그 간섭계들 사이의 위상차

낮지만, 자유낙하 시간을 크게 하면서 정밀도를 10~104이상 높이는

이는 중력값과 진동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량의 에너지에만 비례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

는 값으로 얻을 수 있다. 이미 더 정밀하게 측정된 리드버그 상수와

2. 중력상수G 측정: 중력상수 G는 주로 torsion balance 방법으로

의 연결을 통해 초미세 상수를 측정할 수있다. 현재 측정된 값은 α

측정되는데, 측정된 물리 상수들 중 가장 불확정도가 큰 상수이면서

=1/137.035999046(27)로 가장 정확한 값이다. 그 측정값은 전자의

그 제시된 측정값 또한 불일치를 보인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

자기 모멘트로 측정된 값과 비교를 통해 양자전기학(QED)을 가장

된 값은 같은 요인에 의한 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법이면서 표준모델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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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 다른 종류의 두 원자를 동시에 낙하하여 등가원리를 검증하는 실험 , b) 서로 다른 두지 점에 원자를 이용하여 중력값 차이를 측정하여 질량M 을 가지는 물체가 만유인력에 의해 만드
는 힘을 계산하여 중력 상수 G를 측정 c) 중력파 검출 d) 레이저의 흡수에 의해 생기는 원자의 운동량 변화 측정을 통해 h/m를 정밀 측정하여 초미세구조 상수 α를 측정하는 모식도

5.맺음말

neutron interferometer”. Phys. Lett. A 47, 369–371 (1974).

원자 간섭계 기반 절대 양자 중력계는 약 30년 동안의 연구와 발전

[4] Keith, D. W., Ekstrom, C. R., Turchette, Q. A. & Pritchard, D. E.

을 통해 감도와 정밀도면에서는 고전중력계 보다 10배 정도 뛰어나

“An interferometer for atoms”. Phys. Rev. Lett. 66, 2693–2696

며 정확도면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능가할 가

(1991).

능성을 보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물리상수 측정 및 물리

[5] M. Kasevich and S. Chu, “Atomic interferometry using

이론 검증 등 기초과학 연구들에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결과들 또한

stimulated Raman transitions," Phys. Rev. Lett. 67, 181{184 (1991).

제시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구조 상수 측정값은 측정된 값들 중 가장

[6] Hackermuller, L. et al. “Wave nature of biomolecules and

정확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모델의 정확한 검증에 활용되고

fluorofullerenes”. Phys. Rev. Lett. 91, 090408(2003).

있다. 소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일부 상용제품들이 출시되고 있

[7] A. Peters, K. Y. Chung, and S. Chu, “High-precision gravity

으며 그 소형화 연구는 지구물리, 토목, 자원탐사 재난 예측 등 현장

measurements using atom interferometry," Metrologia 38, 25 {61

적용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기대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8].

(2001).

그 외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량의 압축 상태를 이용한 양자잡

[8] A. Louchet-Chauvet, T. Farah, Q. Bodart, A. Clairon, A.

음 한계 극복에 관한 연구[29], 다광자 전이를 큰 운동량을 가함으로

Landragin, S. Merlet, and F. Pereira Dos Santos, “The inuence of

간섭계의 위상차를 키우는 연구[30]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transverse motion within an atomic gravimeter," New J. Phys. 13,

있다.

065025 (2011).
[9] Z.-K. Hu, B.-L. Sun, X.-C. Duan, M.-K. Zhou, L.-L. C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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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스핀 세차 운동 기반 회전 측정 기술
1.서론

동을 감지함으로 회전을 측정한다. 정밀함이 요구되는 항법 분야에

우리는 늘 회전을 측정하며 살고 있다. 인체의 내이(內耳)에는 전정

서는 광학식 자이로스코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광학식 자이로스

기관이 존재한다. 전정기관은 우리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데, 기관

코프는 샤냑 효과에 기반하여, 링레이저 자이로스코프 (Ring laser

속의 림프액과 이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 정보를 뇌에 전달, 평형

gyroscope, RLG)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Fiber optic gyroscope,

을 유지하게 한다. 우리는 회전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를 태어날

FOG)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원자분광 자이로스코프 즉, 원자 물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인이라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

파 간섭에 기반하는 원자간섭계 자이로스코프 및 원자 스핀의 세차

트폰에도 자이로스코프가 장착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 앱

운동에 기반한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Atomic spin gyroscope,

이나 증강현실 앱은 자이로스코프로부터 얻는 스마트폰의 자세 정

ASG)가 개발되고 있다. 원자 간섭계 자이로스코프 (Atom

보를 적절히 이용한다. 자세 제어가 필요한 드론 및 로봇에도 자이로

interferometer gyroscope, AIG)는 원리적으로 매우 높은 민감도를

스코프가 활용되고 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지만, 자이로스코프

갖으나, 회전과 중력가속도의 분리 문제와 크기 문제가 있어 실용화

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관성항법이다. 비행기, 미

는 아직 요원하다. 반면 ASG의 경우, 민감도는 AIG에 비해 낮지만 크

사일 그리고 잠수함 등에 관성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GPS 연

기, 소모에 있어 장점을 갖고 있어, 그 실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원하는 위치로의 항

사실, ASG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1970대 말~1980년 초에 프로토타

법을 가능케 한다. 3개의 자이로스코프 및 3개의 가속도계에서 얻어

입이 개발되었으나, 광학식 자이로스코프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 연

지는 각속도와 선형가속도를 적분하여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

구가 침체되어 있었으며, 주로 원자셀 내의 충돌 및 광펌핑에 대한

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학술적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의 발달, 마이크로 패키징 기술 및 고속 전자 회로 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SWaP-C (Size, Weight, Power and Cost) 측면
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미국의 Northrop-Grumman에
서는 10 cc 크기(전자회로제외)로 0.005 deg/hr1/2 의 ARW(angular
random walk)과 0.02 deg/hr의 bias instability를 갖는 항법급 성
능의 ASG를 보고했다 [1]. 중국에서도 2010년대 들어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말부터 ADD를 중심으로
ASG 연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림1. 자이로스코프의 등급에 따른 활용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는 노블 가스 원자의 세차 운동에 기반한 자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의 자이로스코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기공명자이로 (Nuclear mangetic resonance gyro, NMRG) [1]와

다. 그림 1은 자이로의 등급과 사용처를 보여준다. 우리가 실생활

SERF (Spin exchange relaxation free) 영역에서 동작하는 atomic

에서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 혹은 전자 기기에는 MEMS (Micro

comagnetometer 기반 자이로스코프 [2, 3]로 분류 할 수 있다. 그

electromechanical system) 자이로스코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림 3은 두 자이로스코프의 동작 원리를 보여준다. 전자(그림 2-a)

MEMS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진동 구조

의 경우, 회전 좌표계에서 관측되는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의 라무

를 형성하고, 구조가 진동할 때 관성력 코리올리 힘이 유도하는 운

어 주파수 이동으로 회전을 측정함에 반해, 후자(그림 2-b)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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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ASG의 동작 원리. (a) 자기공명자이로(NMRG). (b) Atomic comagnetometer type 자이로

회전에 의한 바이어스 자기장 변화를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에 의

폭과 비슷한 수준이 좋다.

한 자기장으로 상쇄시켜 알칼리 원자 스핀을 변하지 않게 하여 계의
회전을 검출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ASG),
그 중에서 자기 공명 자이로스코프 (Nuclear magnetic resonance
gyroscope, NMRG)에 대하여 소개한다.

2. 스핀 교환 광펌핑
앞서 소개한 두 종류의 ASG는 작동 원리 및 장치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 정렬을 필요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스핀 교환 광펌핑을 사용한다. 스핀 교환 광펌핑은 알칼리
원자의 광펌핑과, 광펌핑된 알칼리 원자와 노블 가스 원자의 충돌 과

그림3. 알칼리 원자의 광펌핑 모식도

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블 가스 원자의 핵스핀을 정렬하기 위하여 광펌핑된 알칼리 원자

그림 3은 알칼리 원자의 광펌핑 모식도를 보여준다. 알칼리 원자의

와의 충돌을 이용한다. 이체 충돌 (binary collision) 그리고 반 더 발

스핀 정렬을 위하여 해당 전이선 (주로 D1 전이선이 사용된다.)에 공

스 분자(Van der Waals molecule) 형성 및 해체 과정을 통하여 알칼

명하는 원편광의 레이저 광선을 쏘여준다. 들뜬 상태로의 여기와 바

리 최외각 전자의 스핀과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의 교환이 이루어진

닥 상태로의 붕괴를 거듭하여 스핀 정렬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σ

다. 그러나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과 광펌핑의 스핀교환충돌 단면적

+ 편광에 대하여 ms=1/2 상태로 알칼리 최외각 전자가 스핀 정렬된

(spin exchange collision cross-section)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다. 이 때, 질소와 같은 퀀칭 가스가 필요하다. 질소는 여기된 원자의

[4]. (예를 들어, Rb과 Xe간의 스핀 교환 충돌 단면적은 σSE,Rb-Xe=1.6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된 원자가 광자를 자발 방출하지 않도록 해

×10-25 m2 정도 된다. 반면에 Rb 간의 스핀 교환 충돌 단면적은 σSE,Rb-

준다. 자발 방출된 광자는 편광이 무작위적이므로 해당 광자를 알칼

Rb

리 원자가 재 흡수할 경우, 광펌핑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퀀칭을 위

할 수 있다. 이 때, [Al]은 알칼리 원자의 개수 밀도를 뜻하며, vrel은

한 질소와의 충돌로 인하여 전이선 선폭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선폭

알칼리 원자와 노블 가스 원자의 평균적인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σ

은 증가량은 퀀칭 가스 압력에 따라 변하지만 대체적으로 수 GHz이

SE

다. 효율적인 광펌핑을 위하여 광펌핑 레이저 선폭은 압력에 의한 선

m/s (약 100 ℃ 온도에서 Rb과 Xe의 평균상대속도) 조건에서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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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18 m2 정도다.) 스핀 교환 충돌율은 γSe=[Al] vrel σSE로 계산

은 스핀 교환 충돌 단면적이다. [Al]=8.5×1018 개/m3 및 vrel=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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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충돌율은 약 5.2 × 10-4 /s 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900 s에
해당한다. 이처럼 작은 충돌 단면적은 노블 원자 핵스핀의 스핀 이완
시간을 길게 한다. 긴 스핀 이완 시간은 주파수 선폭을 좁게 하여, 단
기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노이즈 레벨을 말해주는 ARW가
작아짐을 의미함) 반면, 초기 정렬 시간이 그 만큼 길어지게 되는 난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이로스코프로의 활용을 위하여 노블 가스
원자 중에서 스핀 교환 충돌 단면적이 큰 Xe이 사용되고 있다. Xe의
경우, 스핀 이완 시간은 대체로 수십 초에서 100 초 수준이다. 물

그림5. NMRG 구성도

론, 알칼리 원자만으로도 회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핀 이완

NMRG는 라무어 세차 운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회전 측정

시간이 1 ms 정도이므로 단기 민감도가 노블 가스 원자에 비하여

을 위하여 자기장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우 낮다.

먼저, 여러 겹의 자기 차폐막 (Nickel iron soft-magnetic alloys)을

스핀 교환 광펌핑 후 안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반적으로 핵스핀은

사용하여 외부 자기장의 침투를 막는다. 자기 차폐막 안에 알칼리 증

수 % 정도가 정렬되며, 이 때 알칼리 원자가 느끼는 노블 가스 핵스

기, 129Xe, 131Xe, 질소가 주입된 원자셀을 놓고, 원활한 스핀 교환 광

핀에 의한 자기장은 수십 nT 정도이다. 참고로, 스핀 교환 광펌핑은

펌핑을 위하여 원자셀을 약 100 ℃ ~ 150 ℃로 가열한다. (원자셀 히

ASG뿐만 아니라 MRI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5].

팅 부분이 소모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장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하여 table-top 실험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

3. NMRG의 구성

이 사용되기도 하나, 소형화 측면에서 Polyimide film과 열선이 결합

이제 NMRG의 원리 및 구성을 살펴본다. NMRG의 구성은 원자 시계

된 히터를 원자셀에 붙여서 사용한다. 자기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와 유사하다. 그림 4는 NMRG의 원리를 보여준다. 간략히 말하면, 외

하여 라무어 주파수 대비 높은 주파수의 AC 전류를 적용하고, 전류

부 진동자의 주파수를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의 라무어 주파수와 일

방향이 서로 다르도록 열선 패턴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6].

치시키도록 피드백하는 구성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구성은 조

자기 차폐막 내부에는 x, y, z 축으로 자기장을 가할 수 있는 코일을

금 복잡하다. 그림 5은 NMRG의 실제 구성도 및 주요 부품들을 보여

설치한다. 소형화 측면에서 코일은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준다.

Board)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한다. 각 코일은 자기장 기울기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자기장 기울기 효과는 노블 가스
원자 스핀의 위상 결잃음 (Decoherence) 및 스핀 상태의 전이를 일
으켜 스핀 이완 시간을 감소시킨다 [7]. 라무어 세차 운동 축 설정을
위하여 z 방향으로 바이어스 자기장을 걸어준다 (즉, Ω_z를 측정한
다.).
스핀 교환 광펌핑을 위하여 z 방향으로 원편광된 펌프광을 입사시킨
다. 광펌핑 및 검출용 레이저는 소형화 측면에서 DBR (Distributed
Bragg Reflector laser) 혹은 VCSEL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이 사용되며, table-top 실험에서는 ECDL (External
cavity diode laser)가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NMRG는 DBR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VCSEL을

그림4. NMRG의 원리

도입하려 하고 있다. NMRG에서는 퀀칭 가스로 인한 선폭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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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가적인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NMRG는 자기장이 가해진 상황에서, 라무어 세차 운동의 주파수 이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의 세차 운동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노블 가스

동을 측정하므로 일정한 자기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외부의 자기장

원자 핵스핀의 라무어 주파수로 수 nT의 진폭으로 횡방향 (x 혹은 y

변화 및 전기 회로의 영향으로 인한 전류 변화로 자기장 차폐만으로

방향)의 자기장을 진동시킨다.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은 바이어스 z

는 회전 측정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회전 비율이 다

방향을 중심으로 미세한 각도를 갖고 회전하게 된다. 노블 가스 원자

른 두 종의 노블 가스 원자를 사용한다. NMRG에서는 129Xe과 131Xe

라무어 세차 운동 검출은 알칼리 원자를 자계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

을 사용한다. 각 각의 자기 회전 비율은 -11.84 Hz/μT, 3.51 Hz/μT 이

해 이루어진다.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이 발생시키는 자기장은 알칼

다. 회전을 고려한 각 핵스핀의 라무어 주파수는 υ129=|γ129 B+Ω| 와

리 원자의 전자 스핀에 영향을 주고, 알칼리 원자 매질을 지나는 검

υ131=|γ131 B+Ω|로 주어진다. 따라서, 각 라무어 주파수의 조합으로 자

출광은 광학적 패레데이 효과를 겪게 된다. 자기장이 걸린 매질에서,

기장과 회전을 분리시킬 수 있다. 자기장은 B=(υ131-υ129)/(γ131-γ129)으

자기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형 편광빔의 편광이 자기장 크기에 비

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피드백하여 자기장을 안정화 시킨다. 회

례하여 회전하게 된다. 알칼리 원자가 매개하는 방법의 경우, 알칼리

전은 Ω=(γ129 υ131+γ131 υ129)/(γ129-γ131)으로 계산된다. 그림 7은 회전 테

원자와 노블 가스 원자의 충돌할 때 노블 가스 핵의 파동 함수와 알

이블에 장착된 NMRG를 이용하여 회전을 측정한 결과 예시이다.

칼리 최외곽 전자의 파동 함수의 겹침으로 인한 효과(Fermi contact
interaction)로 자기장을 500배 (Rb-Xe의 경우) 더 크게 관측할 수
있다 [8].
광학적 패러데이 회전 신호는 횡방향 자기장 진동 신호로 복조하
고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한 락인검출(lock-in-detection)을 적용
한다 [9]. 락인검출은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및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복조의 기준이
되는 신호의 위상을 조정한 후, 횡방향 자기장 주파수의 함수로 신호

그림7. 회전 테이블을 이용한 NMRG 회전 테스트 실험. 1 deg/s 간격으로 회전을 높임.

를 측정하면 그림 6과 같은 분산 신호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이 분산

4. NMRG의 개선 방향 및 국내 현황

신호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신호 값으로부터 라무어 주파수

NMRG의 크기 및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원자셀이

를 선형적으로 추정해낼 수 있다. 추정된 라무어 주파수는 횡방향 자

다. 우리는 작고, 긴 노블 가스 원자 핵스핀 이완 시간을 갖는 원자셀

기장 주파수로 피드백되고, 이 주파수를 측정함으로 노블 가스 원자

을 만들어야 한다. NMRG용 원자셀은 유리셀에 알칼리 원자 증기와

핵스핀의 라무어 주파수를 알 수 있다.

노블 가스, 그리고 버퍼가스를 주입 후,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하여 끊
어내 얻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한다. 주로 Pyrex 재질의 유리셀에
수십 Torr의 Xe 가스와 알칼리 원자 작은 방울, 그리고 100 Torr 가
량의 질소 가스가 채워져 있다. Northrop-Grumman에서는 내경 2
mm 셀에서 26 s 이상의 횡방향 스핀 이완 시간을 보고하였다 [1]. 국
내에서는 내경 5 mm 셀에서 약 15 s ~ 20 s의 횡방향 스핀 이완 시
간을 얻었다. 작은 셀을 사용함으로 NMRG의 크기, 소모 전력을 줄
일 수 있으나 셀 벽과의 충돌이 스핀 이완 시간을 짧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자셀의 세척, 재질 개선 및 내부 코팅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8은 NMRG용 원자셀의 모습을 보여

그림6. NMRG의 분산 신호 예시 및 라무어 주파수 추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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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된다. 반복적인 자기장 변조 및 펌프광 편광 변조로 알칼리
원자에 의한 DC 자기장 효과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 [15].
국내에서는 ADD를 중심으로 NMRG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0.1
deg/hr1/2의 ARW와 0.5 deg/hr의 bias instability를 보고하였으며
[16] ARW의 경우, 0.05 deg/hr1/2 까지 도달하였다. 현재는 원자셀
성능 개선, 소형화(NMRG 및 전자회로부) 및 bias instability 개선을
그림8. NMRG용 원자셀들. (a) 국내 제작 원자셀, 외경 7.5 mm (내경 5 mm). (b) 프린스
턴대학교 Romalis 그룹 anodic bonding 원자셀. 지름 2 mm, 높이 2mm. 그림 출처: M.
Romalis and T. Kornack, AFRL-RY-WP-TR-2017-0199 (c) UCI의 Shkel 그룹의 glass
blowing+anodic bonding 원자셀. 지름 1mm. 그림 출처: R. Mohammednoor, A. R.
Parrish, and A. Shkel, ADD-208376 Final report.

진행하고 있다.

5. 결론
현재, 칩-스케일 원자 시계의 원자셀 제작 방식과 동일한 반도체 공

NMRG는 낮은 SWaP-C로 항법급 성능을 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정 및 anodic bond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10, 11].

원자 자이로스코프이다. 이것은 알칼리 원자와 노블 가스 및 버퍼 가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실리콘으로 가스를 채울 공간을 만들고,

스를 넣은 원자셀에 레이저 분광을 하여 동작시키는 단순한 구조를

anodic bonding을 이용하여 유리를 부착한다. anodic bonding의

가지고 있고, 소형화가 쉬우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개수 또한 적다.

경우 소형 셀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이를 이용하면 저전력 소형 관성측정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

있으나, 마주보는 2개의 면만이 광학적으로 투명하다는 단점을 가지

인다. 따라서 소형 플랫폼에도 항법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기

고 있다. (그림 8-b 참조) 이를 극복하기 위한 Glass blowing과 반도

존에 관성항법장치가 쓰이지 않았던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

체 공정 및 anodic bonding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셀도 연구되고

다. NMRG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항법장치에 도입, 드론 및 자율

있다 (그림 8-c 참조) [12].

주행 자동차 등의 항법에 쓰일 날을 기다려 본다.

NMRG의 정확도 및 바이어스 측면에서 개선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제한을 주는 요인은 131Xe의 quadrupole shift와 알칼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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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의 마음

흙탕물에 살면서도
고결함을 지닌
청아한 백련

너의 푸르름과 향이
온 동네 감싸고 있으니,
선경(仙境)이
따로 없는 것 같네

찾는 이 많아도
교만함이 없으니
그 마음 더욱 곱구나

한 여름 무더위에도
조용히 미소 짓는 너
부처님 미소인가
나를 향한 미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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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지족과 과유불급이 필요한 때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돈이 은행을 탈출하여 증시로 넘어온다

올라서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주

는 기사를 자주 본다.

식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앵그리 머니’가 증시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집 사려고 모은 돈을 더

이러한 현상이 꼭 코로나19가 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가

늦기 전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

이다.

켰고 그러한 현상을 더욱 고착화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작년엔 집값이 21%나 폭등하여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현상을 초래하더니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 ‘영끌’ 현상으로 증시가 과

져 가고 있고, 아울렛 매장이나 식당을 방문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통

열되고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

해 물품이나 식사를 주문하는 데에 더 익숙해졌고, 주변에 관심을 기

로 시끄럽다.

울이는 것보다 본인의 삶에 더욱 우선적인 가치를 두게 되었으며, 위

은행 예금이자가 쥐꼬리만한데 주식은 자꾸 오르고, 내 집 없는 사람

험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

이 돈 벌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중의 돈이

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더욱 짙

은행을 탈출해서 증시로 넘어오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

어져 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나 싶다.

분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생

목돈을 투자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

전한 우량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놓으면 금리가 1%인 1년짜리

는 공매도 금지 등과 관련한 자산 증식과 관련한 유불리를 따지며 첨

정기예금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한다.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배당만

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본다.

받더라도 은행에 맡겨놓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주식시장이 버블(Bubble)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조정을 받

는 이야기다.

고 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이 딱

인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

맞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공정과 정의가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수도권은

리를 잡다 보니 불합리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들에 분개해 하는 현

여전히 부동산 불패론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을 자주 보게 된다. 또한 아무 생각없이 성실하게 살다가는 일순간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예측만으로 결과를 알 수는 없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쏠림

는 게 투자이다. 이왕지사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풀 베팅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 같다.

‘영끌’ 투자가 아니라, 안분지족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너무 과하지

포모증후군(FOMO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않은 과유불급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래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

본다.

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을 뜻

성공 투자는 조급함과 과한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용어이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 작

믿는다.

년에 부동산 상승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이 최근 증시가 상승하자 이것
마저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심리가 투자를 부추기고 있고, 집값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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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원자광학 및 양자광학 연구실

들어가며

의 대학ICT연구센터 (양자센서 분야)로 선정되어 포항공대, 고려대,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은 광을 이용한 순수 학문을 넘어서 빛을 이용

KAIST, UNIST와 더불어 양자센서 연구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에 기본이 되고 있다. 또한 빛에 대한 본

있다.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다음

질적인 이해는 파동으로서의 빛과 입자로서의 빛이라는 두 가지 성

과 같이 소개한다.

질을 갖는 이중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양자역학으로 발전하였
다. 물리학의 학문으로만 받아드려지던 양자역학은 최근 20여 년 빠
른 발전과 엄청난 관심 속에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그리고 양자센
서라는 양자정보과학 및 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물리
학과의 문한섭 교수 연구실은 원자와 레이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고분해 원자 분광 연구를 기반으로 전자기 유도 투과, 원자자계, 원
자자이로, 리드버그 원자전계, 원자시계, 광주파수 표준 등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원자물리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10
여 년간 원자에서 생성되는 양자 얽힘광원 개발을 비롯하여 양자메
모리, 양자간섭, 그리고 양자중계기 연구에 핵심이 되는 양자얽힘 교
환 연구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양자광학연구는 원자와 광자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광자

그림1. (a) sagnac 간섭계를 이용한 원자 앙상블 기반 편광-얽힘 광원 셋업. (b) Four
photon GHZ state 구현을 위한 실험 개념도. (c) Quantum State Tomography를 통하여
확인한 Four photon GHZ state의 density matrix. (d) 편광 기반 측정을 통한 Hong-OuMandel 간섭무늬

기반 양자정보연구인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
이다. 또한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55

MISCELLANY / 연구실 소개

원자 앙상블 기반 양자광학 연구
양자 얽힘 현상은 양자역학의 가장 흥미 있는 특성 중 하나로써, 두
물리계 사이에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관관계를 의미한
다. 양자 얽힘 상태는 광자를 통한 간섭실험에서 나타나는 비고전
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고전물리에서 전제한 국소현실주의의 한계
에 해당하는 벨 부등식 등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특성을 연구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등의 양자 정보처
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사냑 간섭
계(sagnac interferometer)를 이용한 루비듐 원자 증기셀에서 사광파 조화(spontaneous four-wave mixing, SFWM) 과정을 통하여
편광-얽힘 광자쌍을 생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비선형 결

그림2. (a) 편광기반 Sagnac 간섭계에서 1550 nm 편광-얽힘 광자쌍 생성. (b) 편광기반 간
섭무늬를 통한 상관관계 확인. (c) Quantum State Tomography를 통한 Fidelity 분석. (d)
상관관계 계수 측정을 통한 벨부등식 위배 검증.

정을 통한 자발적 매개하향변환(spontaneous parametric downconversion, SPDC) 광원에서 이루어져왔던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등식(Bell’s inequality) 위배 실험등을 진행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러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Franson 간섭계를 이용한 시

한 광원은 다중광자 양자 간섭계를 통한 큐빗(qubit, quantum bit)

간-에너지 얽힘 상태 구현, 독립적인 두 편광-얽힘 광원 사이의 얽힘

의 생성, 제어 및 측정을 통한 양자정보기술의 요소기술들에 대한 실

교환(entanglement swapping)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독

험적인 구현에도 활용된다.

립적인 두 원자 앙상블에서 생성된 편광-얽힘 상태를 이용하여 다
중-얽힘 상태(multipartite-entanglement) 중 한가지인 4 광자 GHZ

원자기반 양자센서 연구

상태(Four photon Greenberger-Horne-Zeilinger state)를 구현함

기체 상태의 알칼리 금속 원자는 하나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는 수

으로써 원자기반 양자광학 분야의 실질적인 실험연구를 위한 중요

소형 원자로, 원자의 핵스핀까지 고려된 초미세구조(Hyperfine

한 단계를 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tructure) 에너지 준위를 활용하여 전기장 및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측정도구로서의 개발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스핀

비선형 결정 기반 양자광학 연구

이 0 이 아닌 모든 원자는 상자성 혹은 반자성의 자기적 특성을 가

얽힘 상태(entangled state)의 광자들은 고전적인 광원으로는 구현

지며 기체 상태와 같이 앙상블로 존재할 때 외부자기장에 의해 정렬

할 수 없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실

하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자기장에 의해 정렬된 알칼리 금속 원자

험적인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양자정보기술의 구현을 위한 광원으

는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회전비(gyromagnetic ratio)에 비례하는 진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이저와 비선형 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수, 라머(Larmor) 주파수로 정렬축을 중심으로 세차운동을 하며,

서 구현되는 자발적 매개하향변환은 얽힘 광자들을 생성하기 위한

이 역시 정렬된 원자가 만들어내는 세차하는 자기장의 결과로 나타

가장 신뢰성이 검증되고 그 기술이 잘 확보된 방법이다. 본 연구실에

난다. 이 때 스핀세차진동수는 알칼리 금속 원자의 제만 갈라짐 에

서는 PPKTP 및 PPLN과 같은 주기적으로 분극 반전된(periodically

너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렬된 원자의 스핀세차진동수를 측정하

poled) 구조를 갖는 비선형결정을 이용하여 810 nm와 1550 nm의

면 해당 원자가 점유하는 공간의 정렬방향 자기장 세기를 알 수 있

파장 대역에서 연속모드 및 펄스모드로 생성되는 광자들의 특성을

다. 라디오 주파수 자기장을 87Rb 원자에 가해주면 자기부준위 사이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

에 공명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동시에 공명하는 빛을 가해주면 주기

한 얽힘 상태의 광자들은 고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중광자의 광

적인 밀도의 이동에 의한 흡수율 변화를 광회전(Optical rotation) 현

학적 간섭 현상을 관측하고,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을 보여주는 벨부

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즉, 정자기장의 세기로 동작주파수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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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RF 원자자계 구동원리, 루비듐 원자의 에너지 구도, 원자자계 실험 장치 사진, 그리고 자기자폐 장치에 있는 원자자계 센서 사진.

여 특정 라디오 주파수 영역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

마무리하며

자의 스핀세차진동수를 측정해내는 RF 원자자계 (Radio frequency

국내 광학분야에 많은 연구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성과를 발표

atomic magnetometer)는 fT 이하의 AC 자기장을 측정해 낼 수 있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광학분야에서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이 배출

는 고감도-소형 자기장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최근에 루비

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원자광학 및 양자광학 연구실은 원

듐 증기셀을 이용하여 RF 원자자계를 구현하였고, 자기장 차폐 환경

자와 광자를 이용한 양자센서와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기초학문으

에서 수백 fT 이하, 자기 차폐가 없는 환경에서는 수십 pT 이하의 측

로서의 깊은 연구와 더불어 미래 첨단 과학기술의 응용을 위한 원천

정감도로 동작하고 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오픈시스템에서 구현한

기술 확보를 통하여 K-Light (한국의 광학과 광산업)가 세계적으로

RF 원자자계를 자기장 통신을 위한 수신단 센서로서의 활용을 위한

뻗어가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구를, 자기장 차폐시스템 내부에서는 더 정교한 원자자계를 만들
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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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ABC(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0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ABC(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0 학술대회가 비대면/대면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 바이오포토닉스 관련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공
유하며 효과적인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POSTECH의 김철홍 교수와 연세대의 김동현 교수가 Tutorial의 연사로 운
영본부인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강연을 했으며, Tutorial 외 18편의 초청강연이 오프라인 강연으로, 65편의 포스터 발표가 온라인 영상발표로 진
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23개의 제약 및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후원을 해주었으며, 발표 논문 중에서 우수포스터 10편, Young
Investigator Award 최우수 4편, Young Investigator Award 우수 6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http://abc.os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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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020 Next Generation Lithography Conference, 2020 NGL)

2020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2020 Next Generation Lithography Conference, 2020 NGL)가 지난 11월 18-19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리소그래피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21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EUV 리소그
래피 기술, 미래 메모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총 74편의 초청 및 일반 강연이 있었다. 특히, 첫날 5
개의 단기강좌에는 총 110명이 수강등록을 하여 리소그래피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학술
대회는 11개의 리소그래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후원을 해 주었으며,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논문 중 우수논문을 8편 선정하여 상장과 상
금을 수여하였다. (www.ng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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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Photonics Conference 2020)

제29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Photonics Conference 2020)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Virtual Conference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
술회의에는 국내 포토닉스 관련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
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법민 교수, ㈜우리넷의 김광수 사장의 기조강연, ETRI 송민협 박사와 KAIST
김정원 교수의 단기강좌, 그리고 분과 별 초청강연을 포함한 149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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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환 회원, 2020년 한국과학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2020년 한국과학상, 한
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국과학상에는 김범식 고등과학원 교수와 박규환 고려대 교수가 기초과학분야에서 공
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박규환 교수는 모든 빛을 반사 없이 매질 내로 투과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고, 이를 메타물질을 제작해 실험함으로써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완전 무반사 기술, 스텔
스(Stealth) 기술, 광통신ㆍ소자 기술 및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김정원 회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김정원 교수가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
구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정원 교수는 초고속·고분해능·다기능성 센서기술을 개발해 기초정밀 공학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김정원 교수는 “향후 마이크로 소자 내에서의 역학현상 탐구나 첨단제조를 위한 초정밀 형상
측정 등 새롭고 다양한 기계·제조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노준석 회원, 올해의 신진 연구자상 수상]
노준석(POSTECH) 회원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대형 출판사인 MDPI에서 발행하는 ‘마이
크로머신(Micromachines)’이 뽑은 ‘올해의 신진 연구자상(Micromachines 2020 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상으로, 마이크로, 나노공학분야의 40세 미만의 연구자 중 영
향력이높고 탁월한 업적을 올린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노준석 교수는 자연에 없는 빛 광학 특성을 보이는 메타물질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
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기존 메타물질의 한계였던 수동(passive) 소자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외부 자극을 이용하는 능동(active) 소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경현 회원, 2020년 국회 과학기술 분야 외교통상위원장 공로장 수상]
2020년 국회 과학기술 분야 공로장 수상자로 박경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박사가 선정됐다.
외교통상위원장 공로장을 받는 박경현 박사는 테라헤르츠 전 영역에서 세계 수준 기술을 개
발, 해외기관과 협력해 과학기술 글로벌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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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원, 김철홍 회원, SPIE Fellow 선정]
김동현(연세대) 회원과 김철홍(POSTECH) 회원이 SPIE
2021년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었다.
김동현 회원은 플라스몬 바이오센서 및 영상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정을 인정 받았으며, 김철홍 회원은 차세대 광음
향·초음파 융합영상 시스템 연구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
구를 인정 받았다.

[조영욱, 노준석 회원,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 선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두각을 나타내
고 있는 젊은 과학자 34인을 2021년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으로 선출
했다.
Y-KAST 회원은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중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를 선발하며,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에서 독립적 연구자로서 이룬 성과를 중점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과
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를 최종 선출한다.
올해 선출된 신입 회원에는 양자얽힘의 특성에 대한 연구 등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조영욱 회원(KIST)과 메타물질 관련 연구로 차세대 메타홀로그램
등 미래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노준석 회원(포스텍)이 포함됐다.

[이영락 회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제 9대 소장으로 취임]
이영락 회원(고등광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일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제9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영락 회원은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광기술
전문 기초 및 응용연구기관이다” 라며 “이 연구소를 세계적인 광과학 전문 연구소로 발전시
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메시지를 밝혔다.

062

+ 한국광학회

국내학술회의
2021년 1월 27일(수)

2021 액정학술대회

온라인

제3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1 동계학술발표회

온라인

제20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2021년 5월 12일(수) ~ 14일(금)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021년 6월 23일(수) ~ 24일(목)

제4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미정

2021년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1년 2월 17일(수) ~ 19일(금)
2021년 5월 5일(수) ~ 8일(토)

2021년 7월 5일(월) ~ 7일(수)

국제학술회의
21/03/06
-21/03/11

SPIE Photonics West

SPIE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5/09
-21/05/14

CLEO 2021: Laser science and applications

OSA

San Jose, California, USA

21/06/06
-21/06/10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and Exhibition (OFC)

OSA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6/07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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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

Alexandria, Virginia, USA

21/06/2021/06/24

CLEO/EUROPE-EQEC 2021

IEEE

Munich, Germany

21/07/03
-21/07/07

2021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21/08/01
-21/08/05

SPIE. Optics+Photonics

OSA/IEEE

SPIE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Hong Kong

San Diego, California, USA

+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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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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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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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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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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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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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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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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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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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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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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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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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1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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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