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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미터 크기로 국소화 할 때 발생하는 광손실문제를 해결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광학소자는 전자소자만큼 집적화 할 수 없다는 인식 전환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나노광학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 광과학에 나노기술과 고체결정/반도체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손실-이득 물질을 나노미터 정밀도로 집적화하여 협성된 나노광학 구조를 선형적인 문제로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메타물질 광학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며 발전해 왔다. 하지만, 빛을 나노미터

단순화 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어, 나노광소자의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크기로 국소화 하게 되면 물질에서의 에너지 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물리적 한계에 의해, 나노광학 기술이 상용화

기대된다. 학술적으로 의미로는, 종래의 광학분야에 열린-양자역학 이론 및 수학적 대칭성 또는 특이성을 도입하여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보상하고 증폭할 수

다양한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와 함께, 열린-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있는 이득물질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데, 손실과 이득이 있는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로 어떻게 결합시키는 가는 매우

위한 새로운 광과학 영역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에너지 · 환경

공동연구진

연구배경 및 필요성

02 생명 · 해양

송석호

01 기계 · 소재

Real Story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적 관심
을 끌었던 나노광학 기술에 대해
연구해 오면서, 왜 아직까지 영향
력이 큰 새로운 소자가 나오지 못
할까에 대한 의문과 그 해법을 찾
기 위해서 고민해 왔다. 이번dp
우수성과 사례로 선정되어 지금
까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서 매우 기쁘며, 나노 광학은 아
주 무궁무진한 분야이므로, 앞으
로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계속
해서 독창성 있는 해법을 개척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열린-양자역학 기반 집적광학 소자 개발

본 연구과제를 통해 열린-양자역학 (open quantum mechanics) 이론을 나노광학 기술에 도입하여 기존
나노광학 기술로는 실현이 어려운 국소영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문제를 극복하고, 광신호 흐름의공간적 및
시간적 대칭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통신용 집적회로 소자를 개발하였다. 기존 나노광학의 학문적
토대인 Electrodynamics 의 Maxwell equation에서 system을 나타내는 유전율과 투자율은 실수 값의 공간적
광학에서, 광의 증폭과 감소를 유발하는 매질의 허수 유전율과 투자율은 독립적 공간변조가 없으며, Hermitian동력학 기반 현상의 단순 증폭 또는 감쇠를 유발하는 부차적 인자로서의 역할만을 가진다. 즉, 기존의 실수-기반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변조하는 2차원 공간을 3차원 복소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들 측정 방법이 나노-바이오-양자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연구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본
연구의 신개념 복소-나노 광자소자 개발방향은 과학 연구 및 기술 전반에 걸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EP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노광학 현상을 정밀하게 제어하게 된다면, 다양한 원천 및 응용
기술을 발굴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NH nanophotonics의 비가역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1 THz 이상의
bandwidth와 0 dB 이상으로 증폭된 광자 다이오드 소자의 구현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on-Hermitian
(NH) 복소-광학계의 전산모사를 통해 검증된 광소자의 기능은 나노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 실제 소자로 구현될 수
있다. 된다. 국내의 우수한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NH 나노광학 소자의 실험적 구현 및 적용은 신개념 나노광학소자
어플리케이션을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학협력은 설계된 광소자의 on-chip화 실현에 있어서 최적화
및 원천기술 획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06 순수기초 · 인프라

나노광학계에서의 광 상호작용 및 제어방식은 Hermitian Hamiltonian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필수적으로

초고분해능/초고감도/초고속/실시간 측정 방법은 각각이 하나씩의 큰 연구 분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다.

05 융합

변조를 통해 Plasmonics, Photonic crystals, Metamaterials, Metasurfaces 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종래의

초고분해능/초고감도/초고속/실시간 기기 분야 진출

04 정보 · 전자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논문 ▼
• Time-asymmetric loop
around an exceptional
point over the full optical
communications band
(2018) Nature, Vol. 562,
pp. 86-90.
• Observation of an antiPT-symmetric exceptional
point and energy
difference conserving
dynamics in electrical
circuit resonators
(2018) Nature Commun.
Vol.9, 2182.
특허 ▼
• 광 변조장치-측면 패치를 이용
한 광 도파로의 복소 전파상수
제어(한국) 10-1965056

광학계를 서술하는 Hamiltonian은 Non-Hermitian (NH)이 된다. 이는 open system을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와 동등한 광학계에 해당하며, 이때 계의 고유함수는 기존의 Hermitian 파동역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동역학적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exceptional point (EP) 특이점의 존재는 비대칭 투과 및 회절, 단방향 전파,
시스템의 민감도 극대화 등 비가역 소자의 핵심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시사 하며, 더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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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식으로는 취할 수 없었던 신개념의 광소자에 대한 포괄적 이론-실험 연구의 풍부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Non-Hermitian 복소-광학계가 가지는 시간-비대칭, 위상학적 고유상태 구조,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단방향성 및 광대역 특성은 기존의 Hermitian-기반 광학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유력한 신개념 소자의

용어해설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가역소자의 구현가능성, 특이점 기반 센서의 정밀도 극대화,
초소형 특이점 레이저 등의 실용적 광소자 응용성을 제공 할 뿐 만 아니라, Parity-Time symmetry optics, NonHermitian photonics 등의 새로운 학문적 범주를 형성하며 나노광학/물리학 분야의 진보를 위해 핵심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비대칭적 에너지 흐름
비가역 실리콘 광조파로 구조

비대칭적 광신호 흐름

제작된 광 다이오드 소자

광 신호가 한 쪽 방향으로는 손실
이 없이 잘 전달되는데 반해 반대
방향으로는 잘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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