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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 및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높은 가시도의 탈회 진단에 관한 연구 

 

주요어 : 초기 치아 우식, 탈회, 근적외선, 펨토초 레이저, 비선형 

산란 

학   번 : 2010-22482 

 

치아의 탈회 및 초기 우식의 진단은 비침습적 치아 치료 및 

회복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한 법랑질과 탈회 혹은 

초기 우식이 진행 중인 법랑질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병소의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높은 가시도의 새로운 이미징 기법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적외선 파장대역은 치아 

법랑질에서 가시광선에 비해 높은 투과도를 가지므로, 건강한 

법랑질과 병소의 산란도 차이를 이용하여 병소를 탐지하기에 

유리하며, 특히 1550 nm 대역은 타액에서의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액이 존재하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의 실시간 진단에 

유리하다. 또한 근적외선 1550 nm 대역은 광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장대역으로써, 다양한 광통신 광원 및 수광소자 

시스템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현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 및 모드잠금된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의 건강한 

법랑질과 탈회부의 산란 차를 이용한 탈회의 조기 진단 이미징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미징에 

적용함으로써, 산란광의 간섭에 의한 이미지의 외란성분을 줄였으며, 

1550 nm 대역을 이용함으로써, 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안정된 진단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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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치아 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면 세균막에서 배출되는 

산으로 인하여 무기질이 이탈되어 법랑질과 상아질이 침식되어가는 

증상을 말한다 [1-3]. 2010년 국민건강보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치아 우식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들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약 

1010만명이며, 진료비 총합은 약 7370억원이다 [4]. 기본적으로 

치아 우식은 예방 가능하고 조기발견 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과정이므로, 치아 우식의 진행 전 단계인 치아의 탈회의 초기발견 

및 치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8]. 

 치면의 탈회과정인 초기 치아 우식을 진단할 수 있다면, 

치아의 재광화를 통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불소 도포, 항균제 치료, 

식이조절, 저강도 레이저 조사 등이 있다.  

 치의학 분야에서는 역사적으로 시진, 촉진, 탐침, 방사선 

등을 탈회 및 우식의 초기 탐지에 사용해 왔다 [5,9,10]. 현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기법은 무기질이 

40 % 이상 용해되기 전까지는 탈회부위가 건전조직과 구분이 되지 

않는 성능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11-13]. 따라서 건전한 

법랑질과 탈회가 진행된 법랑질 사이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광학 이미징 기법 개발을 통해, 임상에서의 탈회 및 

우식 병소의 초기탐지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현황 
 

현재 치의학 임상진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초기 우식 진단 확률이 매우 

낮은 한계점을 가진다 [11-13].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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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으로 치아의 투과, 반사 산란 등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이미징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먼저, 치아 투과도가 높은 근적외선 

대역의 광원을 치아 후면에 조사한 후, 반대편에서 치아의 내부 및 

측면을 관찰하는 방법(DIFOTI: digital imaging fiber optic trans-

illumination)이 있다 [14-17]. 그리고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영역의 광원을 치아에 조사한 후, 이때 발생하는 다른 

파장영역에서의 형광을 이미징함으로써, 침착된 유기물을 검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18-20]. 하지만 전자의 경우, 전체 치아의 

정보가 누적되어 관찰되므로, 깊이 방향으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제반 정보에 대한 술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 DIAGNODent라는 제품명으로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나, 탈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형광이 아니라, 탈회에 

침착된 유기물에 의한 형광만을 측정함으로 민감도 및 분해능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치아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이미징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접촉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방사선 등의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비침습적이며, 초기 투자 이후는 운영이 용이하고 경제적이고, 

사용하는 카메라의 속도에 따라 초당 수백 장 이상의 2차원 및 

3차원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 

건전한 법랑질에서의 빛의 흡수율은 가시광선 영역에 비해 

근적외선(NIR) 영역에서 그림 1과 같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며, 법랑질은 1300~1600 nm 부근에서 높은 투명도를 가진다. 

1300~1600 nm 대역의 광감쇄계수는 2-3 cm-1으로, 가시광선 

영역보다 약 20~30배 낮은 수치이다. 근적외선 영역에서도 파장이 

더 증가하게 될 경우, 수분에 의한 빛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범랑질 및 상아질에 포함된 수분과 구강 내에 존재하는 타액에의 

흡수로 인해, 가능한 빛의 침투깊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주목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Fried 교수 그룹은 근적외선 

광원을 기반으로 한 치아의 우식의 초기 진단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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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장에 따른 치아 법랑질의 광감쇄율 및 수분의 흡수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형광등, 백열등, 나트륨등 및 

LED 등의 광원은 주로 300~1000 nm 대역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탈회 및 초기 우식의 

광학적 진단에는 1300~1600 nm에 해당하는 근적외선 파장대역이 

유리하며, 일반 램프들은 이러한 근적외선 파장대역의 빛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그 출력광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를 들어 50 

W의 소모전력을 가지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할 경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1300~1500 nm 대역에서는 수십 mW 급의 출력광량을 

가진다. 해당 대역만을 방출하는 효율적인 광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표로 하는 근적외선 파장대역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장대역에서 발진하는 가지는 레이저 광원의 개발 

및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림 2와 같이, 희토류(rare-earth) 금속이 

도핑된 이터븀(Yb), 어븀(Er), 및 틀뮴(Tm)을 증폭매질로 

사용하는 광섬유 레이저는 이러한 근적외선 파장을 높은 효율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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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적외선 대역에서의 효율적 광원의 선정 및 개발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펨토초에서 피코초 이하의 매우 짧은 

펄스를 생성하는 초고속 레이저로서, 최근 정밀 분광, 광주파수 

측정, 고차 조화파 생성 등의 광범위한 정밀 응용분야에 혁신적인 

광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5년에는 해당 분야에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된 바 있다 [31,32]. 특히 광섬유 기반의 펨토초 

레이저는 구성이 간결하고, 턴키(turkey) 방식의 쉬운 작동과 

환경변화에 둔감하여 장기간 작동이 가능하며, 탈회와 우식의 초기 

진단에 적합한 근적외선 대역에서 높은 빔 품질 및 출력 확장성을 

갖추므로 치의학 분야의 진단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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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적외선 광섬유 기반 극초단 펄스 레이저의 핵심 장점 

 

 

제 3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치아의 탈회 및 우식을 초기에 발견/진단하기 위해서, 

근적외선 대역의 광섬유 연속 및 극초단 레이저를 사용하여, 건강한 

법랑질과 탈회 병소 사이의 광학적 특성 차를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징 기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적외선 1550 nm 대역은 타액에서의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액이 존재하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도 

효과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대역은 광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장대역으로써, 광통신 광원 및 수광소자 시스템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현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의 

적용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다.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미징에 

적용함으로써, 산란광의 간섭에 의한 이미지의 외란성분을 줄였으며, 

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안정된 진단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근적외선 극초단 

펄스 레이저의 사용을 통해 기대되는 핵심적 장점들을, 실제 이미징 

시스템에 개발/탑재함으로써, 확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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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 이론 
 

제 1 절 레이저 기반 탈회 및 초기우식의 진단 
 

법랑질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며, 질량의 95 %가 

수산화인회석, 4 %가 물, 그리고 나머지 1 %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상아질은 법랑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조직으로, 

70 %가 수산화인회석, 20 %가 콜라겐 섬유질을 기반으로 한 

유기물, 그리고 나머지 10 %가 물로 구성된다 [36,37]. 

우식의 진행은 크게 세 단계로 구별되며, 이는 첫째, 조직 

변화가 법랑질에 국한되는 초기단계, 둘째, 상아법랑경계 혹은 

상아질로 우식이 진행하는 단계인 진행단계, 마지막으로 와동이 

형성되게 되는 최종단계로 명명된다. 탈회 및 초기 우식은 치아에 

어두운 착색 혹은 백색반점이 나타나지만, 탐침으로는 치질의 결손 

혹은 연화를 확인할 수 없고, 와동이 형성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백색병소라 불리는 법랑질 초기 우식의 경우, 300~500 μm의 탈회 

깊이를 보이며, 육안으로는 주변 건강한 법랑질 조직과 구분이 

어렵다 [5,9,21]. 초기 우식에서는 탈회 및 재광화가 진행성으로 

동시에 일어나므로 육안 판별이 힘들다. 하지만, 진행 초기에 탈회 

및 초기 우식을 판별할 경우, 불소 도포, 항균제 치료, 식이조절, 

저강도 레이저 조사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재광화가 가능하다 

[36,37]. 

 

그림 4 치아 우식의 진행 단계 

 

치아 우식의 진단은 전통적으로 치경 및 탐침을 이용한 

시진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탐침의 이용은 와동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탐침을 이용한 우식 

진단을 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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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시진과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X선 

판독법이다. 하지만 X선 영상을 사용하더라도, 법랑질에 생긴 초기 

우식을 명확히 진단할 수 없다. 무기질이 40 %이상 소실되어야 

비로소 진단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성능의 한계를 보이며, 방사선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감수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11-13]. 

 

그림 5 X선 촬영 기반 치아 우식 판독의 예시 

 

빛은 그림 6과 같이, 수십에서 수천 나노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로 볼 수 있다. 특정한 파장 

대역의 빛을 치아에 조사한 후, 건강한 치아 부분과 탈회/우식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빛의 흡수, 반사, 형광 및 

산란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치아 탈회 및 우식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광학 이미징 기법을 통해, 80 % 이상의 진단확률로 

초기 우식의 진단이 가능함이 최근 Fried 등의 연구에 의해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 [22-30]. 

 

그림 6 감마선, X선, 극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및 적외선을 포함한 

빛의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 

 

이러한 광학적 진단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파장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우식 부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형광 

빛을 받아 수치화 함으로써, 우식의 정도를 진단하는 형광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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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형광을 여기 시키는 광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며, 488 nm 대역과 655 nm 대역의 빛을 사용한 형광 진단법이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KaVo 사는 655 nm 대역의 

빛을 사용한 형광 진단법을 DIAGONODent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였다. 형광을 받아들이기 위해 단일 수광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점의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탈회부의 형광 

이외에도 빛의 조사각, 오염, 탈색 등의 오차요인에 민감하며, 2차원 

혹은 3차원 영상의 제공이 불가능하여, 재현 및 확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7 빛에 의한 미생물 형광을 기반으로 한 탈회/우식 진단 

 

광학적 우식 진단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 치아의 전면 혹은 

후면에서 빛을 조명한 후, 반사 혹은 투과된 광을 2차원 카메라로 

이미징할 때 얻어지는, 건강한 치아와 우식부 사이의 반사 및 

투과도의 차이를 이용한 진단법인 치아 투과/반사법이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할로겐, 나트륨 램프 등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 광원의 

부피가 지나치게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광섬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광원을 열적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구강 내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성능 카메라를 비롯한 이미징 시스템 전체가 소형화를 

거듭하면서, 실제 구강 내 임상 적용이 용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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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빛의 반사, 투과 및 산란을 이용한 광학적 탈회/우식 진단 

 

안과에서는 라식, 라섹 등의 외과 수술을 위한 망막의 두께 

등 안구의 깊이 정보를 측정/진단하는 방법으로 광단층촬영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광단층촬영법은 2000년 초반 이후 치아의 

측정/진단에도 확장/적용되어 왔다. 광단층촬영방법은 광대역 빛의 

간섭 특성을 이용한다. 광단층촬영은 크게 넓은 파장대역을 가지는 

광원을 이용한 1세대 광단층촬영, 광대역 광원의 고속 파장천이를 

이용하는 2세대 광단층촬영, 그리고 최근 단파장 광원의 광대역 

파장천이를 이용하는 3세대 광단층촬영으로 구분된다. 

광단층촬영에서는 광원에서 시준된 빛이 광분할기에서 기준광과 

측정광으로 나뉘어진 후, 기준광은 거울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며, 

측정광은 치아의 표면 및 심부 층에서 산란되어 돌아오게 된다. 

돌아온 기준광과 측정광은 다시 광분할기에서 합쳐진 후, 간섭을 

일으킨 후, 수광소자에서 전자신호로 바뀌어 전달된다. 안구, 피부 

및 치아 등 피측정 조직에 따라, 침투 깊이가 깊은 파장대역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780 nm 및 1300 nm 

대역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깊이 방향에서 산란된 빛을 

기반으로 깊이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수 mm 이상의 정보는 

획득하기 어려우며, 측정 후의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단일 

소자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측정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진다 [38,39]. 

 



 

 10 

 

 

그림 9 치아의 X선 영상(좌) 및 광단층촬영 구성(하) 및 영상(우) 

 

치아의 투과/반사법 중, 최근 근적외선을 조명광으로 이용한 

치아 우식 진단의 중요성이 최근 증대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Fried 교수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건전한 법랑질에서의 빛의 

흡수율은 가시광선 영역에 비해 근적외선 영역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300~1600 nm 부근에서 매우 높은 투명도를 가진다. 

일례로 해당 대역의 감쇄계수는 2-3 cm-1로 가시광선 영역에 비해 

약 30배 낮다. 이에 현재까지의 근적외선 기반 이미징 연구는 주로 

그림 10과 같이 1310 nm의 파장대역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에 1650 nm의 파장대역에 대한 측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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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근적외선 1310 nm 대역의 탈회/우식 진단 시스템 구성 

 

그림 11은 인공우식 병소에 대하여 가시광선, X선 및 

근적외선을 각각 조사했을 때의 치아 투과영상을 대비하여 

보여준다. 가시광선이나 X선 영상에 비해 근적외선 이미지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며, 우식 병소 역시 높은 

민감도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11 치아 우식의 시진, X선,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투과영상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영역 중에서도, 중간영역에 위치한 

1550 nm 부근의 광통신 파장을 이용하여 치아의 탈회 및 

초기우식을 진단하고자 한다. 해당 파장대역은 치아의 법랑질에서의 

감쇄계수가 낮으면서도, 법랑질, 상아질 및 타액에 의한 흡수가 

적으며, 광통신 파장대역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광학 

컴포넌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존재하므로, 치아의 탈회 및 우식의 

실질적 진단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의 사용을 통해, 탈회 및 우식부에서의 비선형 광흡수 및 

산란을 극대화 함으로써, 그 진단 민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 펨토초 

레이저의 넓은 파장대역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광학계에서 

발생하는 기생 간섭에 의한 간섭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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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적외선 연속 및 극초단 레이저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광자의 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을 

통해, 좁은 파장대역에서 높은 가간섭성(coherence)을 가지는 빛을 

생성한다 [40]. 근적외선 대역에서의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레이저 광원으로 크게 다이오드 레이저(LD: diode laser)[41]와 

광섬유 레이저[42]를 들 수 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기체 

레이저로 HeNe 레이저 및 CO2 레이저 등이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고체 레이저인 Nd:YAG 및 Nd:YVO4 레이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체 및 고체 레이저에 비해, 다이오드 및 광섬유 레이저는 

펌핑 효율이 매우 높으며,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광통신 등 다양한 근적외선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광원이다. 특히 단일파장을 가지는 연속파 레이저의 경우, 

다양한 반도체 레이저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단일 파장영역에서 높은 파장 안정도와 좁은 선폭을 

가지는 분포궤환형(DFB: distributed feedback)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반도체 레이저는 반도체 내에서 전자의 광학천이에 의한 

광자의 유도방출을 기반으로 하는 광파의 발진기 및 증폭기를 

총칭한다. 모든 레이저들 중에서 가장 소형, 경량이며, 그림 12와 

같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제작되므로, 저가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는 오늘날 정보화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기술로, 광통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정보저장 및 

계측기 등의 형태로 우리의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41,43]. 

 

 

그림 12 반도체 레이저의 횡방향 및 종방향 구성 및 발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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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레이저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한 형태로, 반도체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양극(anode)와 음극(cathode)을 가지며, 두 

극 사이에 활성층영역을 가진다. 이 활성층에 전류를 주입해 주면, 

광파가 자연방출(spontaneous emission)되어 공진기 축방향을 

왕복하여 진행한다. 본 왕복과정에서, 주입된 전류로부터 획득된 

에너지가 손실을 넘어설 경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면서 

증폭되게 되는데 이를 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이라 한다. 

그림 13과 같이, 내부 왕복손실이 증폭률 보다 커서 자연방출이 

주로 존재하는 소자를 LED(light emitting diode)라고 명명하며, 

충분한 증폭율로 유도방출이 주로 존재하는 소자를 다이오드 

레이저라고 한다.  

 

그림 13 반도체 레이저의 자연방출 및 유도방출과 그 파장특성 

  

반도체 레이저는 그림 12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며, 수평 

횡방향 모드를 형성한다.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다이오드 레이저는 

수평 횡방향 모드가 하나로 유일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출력 파장도 

단일 파장만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입력 전류량, 온도와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층의 캐리어 수가 변하게 되어 

수평 횡모드가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적인 

레이저 공진기를 소자 내에 형성함하여 수평 횡모드를 제어는 

연구가 반도체 레이저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다. 현재는 활성층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보다 매우 크게 

만든 굴절률형 도파구조가 많이 사용된다. 

반도체 레이저는 밴드 간 천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에너지 범위에 걸쳐 평탄한 이득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반도체 

레이저에서 방출된 광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그림 14와 같이 동일 

간격을 가진 파장성분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파장성분들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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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기의 종모드라고 한다. 레이저 발진 시, 종모드의 수에 따라, 

그림 14(b)와 같은 단일종모드 레이저와 그림 14(a)와 같은 

다중종모드 레이저로 구분된다. 다중종모드 레이저는 변조 시 발진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고, 전류 및 동작온도의 변화에 따라 종모드 

간 천이가 발생하여 잡음 특성이 나쁘다는 단점을 가진다.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주모드와 인접부모드 사이의 억제비가 약 40 dB 

정도로 큰 차이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단일 종모드로 동작하는 

레이저를 단일종모드 레이저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레이저는, 

대표적인 단일종모드 반도체 레이저의 하나인 분포궤환형(DFB: 

distributed feedback) 레이저이다. 

 

그림 14 단일 및 다중 종모드 레이저의 발진 파장특성 

 

분포궤환형 레이저는 선택된 단일 종모드만을 선별하기 

위해, 다이오드 레이저의 이등매질 내부에 추가로 그림 15와 같이 

회절격자(diffraction grating) 부분을 추가한 형태의 다이오드 

레이저이다. 선택되지 않은 다른 종모드들은 회절격자를 통과하면서 

큰 손실을 겪게 되며, 레이저 공진기 내부 진행을 왕복하면서, 

이러한 손실이 극심해져 소실되게 된다. 회절격자의 간격은 

회절격자부에 공급되는 전류를 통해 능동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15 분포궤환형 레이저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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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16의 분포궤환형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1543~1547 nm의 파장대역에서 단일 출력파장을 

보장하고 있으며, 55 dB 이상의 인접모드 억제율을 가지는 단일 

파장특성을 보인다. 

 

그림 16 본 연구에 사용된 분포궤환형 레이저의 사진 및 출력파장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다중모드 레이저의 모드 간 위상을 

정밀하게 정렬시킴으로써, 시간영역에서 수십 펨토초(10-15 초) 

라는 좁은 시간간격에 높은 첨두 출력의 빛을 모아서 방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레이저이다. 펨토초는 1,000,000,000,000,000 분의 

1초에 해당하는 매우 좁은 시간간격이다. 1 W의 평균출력을 가지는 

연속파 레이저는 일정하게 1 W의 출력광량을 보이는데 반해, 이를 

펨토초의 시간간격에 모으면, 그 순간출력은 1,000,000,000,000 

W에 이르게 되며, 이는 현재 전 세계의 순간 에너지 사용량을 

상회하는 높은 출력이다 [44-46]. 일반적으로 빛을 유리에 

조사시키면, 유리 내에 가시광선 대역의 천이/흡수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투과시킨다. 하지만, 

펨토초 레이저와 같은 극초단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비선형 적인 

광흡수 현상이 일어나, 천이/흡수선 없이도 유리가 빛을 흡수하게 

되며, 그 결과 빨간색의 단일파장 레이저를 조사하더라도, 

무지개색에 해당하는 넓은 스펙트럼이 투과하여 나오게 된다 [47]. 

본 연구대상인 치아에서도 법랑질은 빛을 상대적으로 잘 투과하며, 

탈회 역시 빛의 흡수도가 높지 않으므로, 탈회 혹은 우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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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소에서의 이미지의 가시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면, 탈회 및 우식부에서의 비선형 광학 흡수 및 산란을 

촉진시켜, 가시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를 치아의 탈회 및 초기 우식의 

진단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대부분 단일 모드 광섬유(SMF: 

single mode fiber)와 이득매질인 희토류 첨가 광섬유(Rare earth 

doped fiber)로 구성된 단 방향 순환 공진기(unidirectional ring 

cavity)로 구성 되어 있어 후방산란(backscatter)을 감소시키므로 

자가 발진(self-starting)을 용이하게 한다. 대표적인 이득매질로는 

그림 17와 같이 980 nm 또는 1480 nm파장을 흡수대역으로 하고 

1550 nm 파장을 중심으로 넓은 방출 대역을 갖는 어븀 첨가 

광섬유(EDF: Er-doped fiber)와 980 nm의 파장을 흡수대역으로 

하여 1030 nm 파장을 중심으로 수십 nm의 넓은 방출 대역을 갖는 

이터븀 첨가 광섬유(YDF: Ytterbium-doped fiber)를 사용하고, 

이외에 다른 파장 대역에 gain을 형성하는 Thulium, Holmium, 

Neodymium, Praseodymium 등의 희토류 첨가 광섬유를 사용하여 

공진기 길이에 의해 정해진 반복률에 해당하는 간격을 갖는 많은 

주파수 모드의 광 빗을 형성한다 [42]. 예를 들어, 증폭 매질의 

대역폭,   가 중심파장 1550 nm에서 50 nm(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이고, 주파수 모드간 간격이 100 MHz라면, 공진기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주파수 모드의 수는 대략 6×10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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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어븀 및 이터븀의 흡수 및 발진파장 대역 

 

광섬유 기반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의 종류는 공진기의 

형태에 따라 링형(ring-type)과 8자형(figure eight type) 그리고 

페브리-페로형(Fabry-Perot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링형에서는 

비선형 편광회전(NPR: nonlinear polarization rotation)현상 및 

광량에 따라 다른 투과, 흡수 특성을 보이는 포화 흡수체(saturable 

absorber)를 이용하여 수동 모드잠금(passive mode locking)을 

실현하여 좁은 펄스를 생성한다. 페브리-페로형의 경우 원형 

공진기와는 달리 공진기 내부에서의 펄스의 진행 방향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주로 포화 흡수 거울(saturable absorber 

mirror)을 이용하여 좁은 펄스를 생성한다. 반면 8자형의 경우는 

두 개의 공진 루프(loop)를 광섬유 커플러(fiber coupler)를 통해 

연결한 시스템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공진하는 펄스간 

비선형 현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좁은 펄스를 생성한다.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모드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진동하나, AOM(Acousto-Optic 

Modulator)이나 EOM(Electro-Optic Modulator) 과 같은 외부 

수단을 이용하한 능동모드잠금(active mode locking)이나 비선형 

편광회전(nonlinear polarization rotation), 포화흡수체(saturable 

absorber), 비선형 증폭 루프 거울(nonlinear amplifying loop 

mirror)등의 수동모드잠금에 의해 모드들을 위상을 동기화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각 모드들은 1/fr의 주기를 가진 주기함수의 푸리에 

급수 전개(Fourier series expansion)의 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기적인 펄스 열(pulse train)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18과 같이 많은 수의 모드가 동기 될수록 시간영역의 펄스 

폭(pulse duration)이 좁아지게 되며, 예를 들어 중심 파장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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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50 nm 의 대역폭을 가질 경우, 100 fs 이하의 좁은 펄스 

폭을 얻을 수 있다. 

Frequency components 
in time domain

Sum of frequency components 
(normalized pulse)

time

Frequency components

frequency

gain curve

frequency

gain curve

frequency

gain curv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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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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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ime

 

그림 18 다중 파장의 위상잠금을 통한 극초단 펄스의 생성원리 

 

모드잠금에 의해 된 펄스는 펨토초의 좁은 펄스 폭을 갖게 

되고 이 펄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고려해 보면 일정한 간격을 갖는 

모드들로 구성된 광 주파수 빗(frequency comb)이 됨을 알 수 

있다 [31,32]. 펨토초 레이저 광 빗의 각 모드들은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인 반복률(repetition rate), fr과 옵셋 

주파수(carrier-envelope offset frequency), fo로 표현되며, i번째 

모드의 주파수는 식(1)과 같이 정의되고 그림 19에서와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 r of i f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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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펨토초 펄스 레이저 특징 

 

반복률, fr은 광 빗의 주파수 모드 간의 간격이며 식(2)과 

같이 빛의 속도, c와 단 방향 순환 공진기의 길이, Lc로 표현 되므로 

공진기의 길이를 조절하여 반복률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간영역에서 펄스와 펄스 사이의 시간간격을 반복률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 

c

r

L

c
f 

                        (2) 

옵셋 주파수, fceo는 주파수 영역에서 광 주파수 빗이 0 

주파수로부터 전체적으로 천이된 정도를 의미하며 식(1)와 같이 

표현된다. 옵셋 주파수가 식(3)과 같이 표현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rceo
ff 

2

1

                  (3) 

모드동기 된 레이저에서 발진 된 펄스는 증폭 매질을 

지나면서 펄스의 에너지에 따른 비선형 효과로 인해 공진기 

내부에서 시간에 따른 펄스의 위상이 천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비선형 위상천이(nonlinear phase shift)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펄스가 공진기 내의 여러 분산재료(dispersive material)에 

의해 군속도 분산(group velocity dispersion, GVD), 즉 

군속도(group velocity)와 위상속도(phase velocity)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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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겨난다. 이를 시간 영역에서 고려하면 펄스간의 시간 간격이 

Tr(=1/fr)이고, 비선형 효과에 의한 위상천이(phase shift)가 

ᅀΦ만큼 생겨날 때 주파수 영역에서 옵셋 주파수, fceo가 식(2.7)과 

같이 표현 되는 것이다. 옵셋 주파수는 자체기준(self-

referencing)방식인 f-2f 간섭계로 측정 가능하며, 공진기 

내부에서 분산을 보상할 수 있는 펌핑 광량의 조절을 통한 능동 

제어가 가능하다. 

 

 

제 3 절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모드잠금 펄스 생성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다중모드 레이저의 모드 간 위상을 정밀하게 

정렬시켜, 수십 펨토초(10-15 초)의 좁은 시간간격에 높은 첨두 

출력의 빛을 모아서 방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의 법랑질을 

배경으로, 탈회 및 초기 우식과 같은 병소에서 비선형 광흡수 및 

산란을 일으킴으로써, 병소에서의 이미지의 가시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펨토초 

레이저의 높은 출력과 좁은 펄스 폭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측정, 가공, 분광, 통신 등 대부분의 응용분야에 광원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며, 이를 만족하는 

펨토초 레이저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3-35]. 

일반적으로 광섬유 기반의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는 높은 

출력과 좁은 펄스 폭의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공진기 

외에 추가적인 증폭기와 분산 보상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정도 감소와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증가는 정밀응용분야 적용에 한계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광섬유 기반의 공진기에서 모드잠금 방법 및 분산 조절을 

통해 고출력, 극초단 펄스 생성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단일 모드잠금 방식으로 비선형 편광 회전 모드잠금 

또는 포화흡수체가 적용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출력, 에너지 및 

펄스 폭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각 모드잠금 방식에 대한 한계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비선형 편광 회전 모드잠금에 의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전체분산이 음의 영역에 있는 솔리톤 레이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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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0 펨토초 수준의 좁은 펄스 생성이 가능한 반면, 높은 

첨두출력을 갖는 펄스가 공진기 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초과된 비선형 현상(excessive nonlinear effect)에 의한 펄스의 

분리 및 왜곡이 쉽게 발생하여 0.1 nJ 수준의 펄스 에너지 한계를 

갖는다. 전체 분산이 0 근처인 분산 조절 레이저의 경우 펄스 폭의 

확장과 축소를 유도하여 초과된 비선형 현상을 억제하므로 

펄스에너지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지만 2 nJ 수준의 펄스 에너지 

생성의 한계를 갖는다 [48,49]. 또한, 솔리톤과 분산 조절 솔리톤 

레이저는 주요 펄스 외에 분산파(dispersive wave)를 생성하여 

시간상에서 주요 펄스의 에너지 집중도를 감소시킨다. 포화흡수체 

모드잠금에 의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수 nJ 이상의 펄스 

에너지생성이 가능하지만, 수백 펨토초의 펄스 폭 한계를 가지며, 

광 빗의 주파수 대역폭 또한 10 nm 정도로 좁게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편광 회전 모드잠금 방식과 

포화흡수체 모드잠금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Hybrid 

modelocking) 방식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비선형 편광 

회전은 좁은 폭의 펨토토 펄스를 생성하기 위한 펄스의 shaping의 

역할을 하고, 포화 흡수체는 쉬운 초기 펄스 생성과 비선형 흡수에 

의한 이득매질에서의 초과 비선형 현상 억제 및 분산파 억제를 

유도하므로, 외부 증폭기 및 분산 보상기가 없는 단일 공진기에서 

100 펨토초 수준의 좁은 펄스 폭과 동시에 기존의 펄스 출력 및 

에너지 한계를 극복한 150 mW 수준의 출력, 3 nJ 이상의 에너지가 

단일 펄스에 집중된 고출력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를 생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50]. 

그림 20은 비선형 편광 회전과 포화흡수체의 모드잠금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방식의 공진기의 구성도이다. 

공진기는 크게 광섬유 원형 공진기, 비선형 편광 회전부, 

포화흡수체로 이루어져있다. 광섬유 기반의 원형 공진기는 

이득매질로 사용된 어븀 첨가 광섬유, 커 비선형 현상을(Kerr 

nonlinear effect)유도하는 단일모드 광섬유, 이득매질의 

흡수대역에 해당하는 펌프 다이오드 레이저(Laser diode), 

펌프광을 이득 매질에 넣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단방향으로 펄스를 생성하고 역방향으로의 

잡음을 막는 광 아이솔레이터(Optical isolator)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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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구성 

 

비선형 편광 회전 부분은 두 개의 1/4 파장판, 두 개의 1/2 

파장판과 편광 빔 분리기(Polarization beam splitter, PBS)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파장판 각도를 조절하여 펄스의 편광을 

조절하므로, 편광 빔 분리기에서 펄스의 첨두 부분은 통과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광은 손실 시켜 좁은 폭의 펄스를 생성한다. 즉 

짧은 이완시간을 갖는 인공의 빠른 포화흡수체(artificial fast 

saturable absorber)로 사용되어 펄스 shaping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편광 빔 분리기 전에 펄스의 편광을 조절하므로 

공진기 내부의 펄스 에너지와 공진기 출력의 비를 조절할 수 있다. 

포화흡수체는 투과형 타입으로 비선형 편광 회전 부분과 이득 매질 

사이에 위치하며, 두 개의 광섬유 커플러 사이에 맞물려 고정된다. 

포화흡수체는 느린 이완시간을 갖는 느린 포화흡수체(slow 

saturable absorber)를 사용하므로 쉬운 초기 펄스의 생성을 

유도하고, 공진기 내에서 생성된 펄스의 플루언스에 따른 

비선형적인 흡수와 기생파의 제거를 발생한다. 그림 21은 포화 

흡수체의 포화 플루언스를 기준으로 공진기 내에서 생성된 펄스의 

플루언스가 높을 경우와 낮은 경우의 비선형적인 흡수를 보여준다. 

T

Pulse fluence t

Saturation fluence

t

Saturable absorber

Input Output

 

그림 21 포화 흡수체의 비선형 흡수곡선 



 

 23 

 

포화흡수체의 포화플루언스를 기준으로 높은 플루언스를 

갖는 펄스는, 포화흡수체에서의 흡수가 적어 대부분의 에너지가 

통과하게 되므로 포화흡수체의 역할이 무시된 비선형 편광 회전 

우세(NPR-dominating) 모드잠금을 겪는다. 비선형 편광 회전 

우세 모드잠금으로 생성된 좁은 폭과 높은 출력을 갖는 펄스는 

이득매질에서 증폭되는 동안 펄스의 높은 첨두 출력에 의해 초과된 

비선형 현상(excessive nonlinear effect)이 발생하므로 펄스가 

분열되어 다수의 펄스들이 공진기 내에 존재하게 된다. 즉 높은 

이득에서 다중 펄스(multiple pulses) 생성을 일으켜 높은 출력의 

단일 펄스 생성이 제한되는 일반 NPR 모드잠금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반면, 포화흡수체의 포화플루언스를 기준으로 낮은 

플루언스를 갖는 펄스는, 포화흡수체에서의 비선형 흡수의 영향을 

받아 펄스의 에너지가 감소되어 이득매질에서 초과된 비선형 현상 

없이 점차적으로 증폭된다. 그러므로 단일 펄스에 높은 에너지를 

집중 시키고 NPR에 의해 펄스 shaping이 되어 좁은 펄스 폭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발생한다. 즉, 높은 이득에서 다중 

펄스 생성 없이 단일 펄스에 출력이 집중되고 좁은 펄스 폭을 갖는 

고출력 극초단 펄스 레이저 생성이 가능하다. 그림 22는 펄스의 

플루언스에 따른 모드잠금 방식과 펄스 생성과정을 나타낸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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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ulse fluencet

NPR  - Artificial  fast 

saturable absorber

••••

t t

Output

tt

Slow saturable absorberInput

T

Pulse fluen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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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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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펄스의 플루언스에 따른 모드잠금 원리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에서 포화 흡수체는 펄스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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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진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잡음 성분을 

흡수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리톤과 

분산 보상 솔리톤 영역의 펄스는 공진기에서 분산파(dispersive 

wave)를 생성한다.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Kelly side peaks로 나타나며, 시간 영역에서 펄스의 beat 

pedestal인 기생파(parasitic wave)를 형성하여 주 펄스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를 감소시킨다. 분산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진기 내에서 솔리톤 펄스는 광섬유의 

색분산(dispersion)과 비선형효과인 자가위상변조(self phase 

modulation, SPM)와의 균형에 의해 일정한 위상(phase)을 가지면 

펄스를 유지한다. 이러한 솔리톤 펄스가 공진기 내의 coupler나 

splicing point 등의 perturbation에 의해 출력의 일부분이 손실로 

발생하면서 분산파를 생성하고, 생성된 분산파는 출력이 낮으므로 

색분산을 보상할 정도로 비선형 현상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공진기를 왕복하면서 펄스를 유지 못하고 감소된다. 즉, 분산파를 

이루는 연속파(continuous wave)들의 위상이 광섬유 색분산에 

지배되어 각기 다른 위상 속도를 가지고 공진하며 감소되지만, 

공진기를 왕복하면서 이들 중 위상이 솔리톤 펄스의 위상과 2π의 

배수만큼의 차를 갖는 주파수 모드들은 솔리톤 펄스와 보강간섭을 

하여 시간영역에서 beat pedestal를 형성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Kelly sidebands를 형성한다. 즉, 식(4)과 같이 Kelly side peaks 

간의 beating 주파수는 시간축에서 dispersive wave의 beat 

주기와 일치하게 되고, 생성된 Kelly side peak의 파장 간격이 

식(5)과 일치함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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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레이저 내에서의 솔리톤 및 분산 펄스의 생성 

 

주 펄스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를 감소시키는 분산파를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선형필터를 사용하여 Kelly sidebands를 

제거하므로 시간 축에서의 beat pedestal 또한 제거됨을 보인 

연구가 기존에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솔리톤 펄스의 스펙트럼 

또한 필터링 시키므로 주파수 밴드 폭을 감소시키는 단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보상 솔리톤 영역의 광섬유 공진기에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방식을 도입하여 분산파를 제거하므로 에너지 

집중도가 높고 좁은 폭의 펄스 생성을 유도하였다. 그림 24와 같이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에서 포화흡수체는 비선형적인 흡수를 

수행하므로 주 펄스에 대해 약간의 감소를 야기시키는 반면, 

분산파에 대해서는 강한 감소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간 축에서 주 

펄스를 제외한 분산파에 해당하는 beat pedestal을 감소시키고, 

주파수 축에서 주 펄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밴드폭을 유지하며 

Kelly sideband 만 감소시키는 비선형 주파수 필터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t

Slow saturable absorber

T

Pulse fluence

t

λ λ

Dispersive wave

Kelly side 

peak

Beat 

pedestal

Soliton pulse

 

그림 24 공진기 내 분산파와 이로 인한 Kelly sideband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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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장치 및 결과 
 

제 1 절 어븀 근적외선 광섬유 펨토초 펄스 레이저 
 

그림 25는 본 연구에 사용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이다.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크게 공진기, 온도제어부, LD/stage/motor 제어부, 

모드잠금 감지부로 나뉘게 된다. 광섬유로 구성된 공진기 부분이 

다른 제어장치들에서 발생하는 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진기와 

다른 제어부들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5 치아 탈회 및 우식 진단을 위한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 내부는 그림 26과 같이 대부분이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섬유 이외의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위한 

포화흡수체와 비선형 편광회전 모드잠금의 자동화를 위한 자동회전 

파장판과 편광빔분할기(Polarization beam splitter, PBS), 반복률 

제어 및 주사를 위한 EOM, PZT, 이송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어븀첨가광섬유(EDF)를 이득매질로 사용하였으며 이득매질에 대한 

펌프광원은 최대 500 mW의 출력을 갖는 980 nm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펄스 생성을 위한 모드잠금 방식으로 비선형 

편광회전과 포화 흡수체가 동시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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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사용하여 고출력, 극초단, 고안정도의 펄스를 생성하였고, 

자동모드잠금 시스템을 적용하여 턴키(turn-key) 작동에 의한 

안정적 모드잠금을 수행하였다. 공진기의 전체 분산(net 

dispersion)은 정상분산을 갖는 어븀첨가광섬유(EDF, Er80-4/125, 

Liekki)와 이상분산을 갖는 단일모드광섬유(SMF, SMF-28, 

Corning)를 사용하여 약간의 이상분산(anomalous dispersion)인 

-0.009 ps2 이 되도록 조절하므로 분산제어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Dispersion managed soliton fiber laser)를 생성하였다. 

공진기의 분산 조절을 위해 사용한 SMF는 17 ps/nm/km의 분산을 

갖고, EDF는 -26 ps/nm/km의 분산을 갖는다. 이외에 EOM의 

nonlinear crystal이 -73.9969 ps/nm/km의 비교적 큰 분산값을 

가지므로 공진기 전체 분산 설계에 고려하였다. 공진기의 

반복률(repetition rate)은 49.92 MHz이며 광섬유의 길이와 

PZT에 부착되어 있는 mirror의 거리를 조절하여 발생하는 

공진기의 길이로 정해진다. 공진기 길이 설계 시 광섬유 굴절율과 

EOM의 굴절률(ne=2.1296)을 고려하였다. 비선형 편광회전 방식의 

모드잠금을 위해 반파장판(Half wave plate, HWP) 2개와 1/4 

파장판(quarter wave plate, QWP) 2개를 조합하여 공진기의 

편광을 조절하고 파장판들 중간에 PBS를 설치하여 펄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포화흡수 모드잠금을 위해 300 µJ/cm2 의 

포화 플루언스와 2 ps의 이완 시간을 갖는 느린 포화흡수체(SA-

1550-25-FC/PC, Batop)를 사용하였다. 공진기의 출력단은 9:1 

비율의 2×1 광섬유 커플러를 사용하여 공진기 내주 출력의 10%를 

광섬유 출력단1 로 사용하였다. 또한 PBS에서 통과되는 빛을 

출력단2로 사용하였으며, 출력단 1에서 나오는 광 빗을 공진기 

내부 출력의 검증, 모드잠금 감지, 반복률 안정화를 위한 신호로 

사용하였으며, 출력단2 에서 나오는 광 빗을 공진기 최종출력으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펌프광을 EDF로 입사 시키기 위한 

편광분할다중화기(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WDM)를 

후방펌핑 으로 사용하였고, 공진기 내에서 단 방향으로 펄스가 

왕복(round trip)하게 하고, 펄스 생성을 방해하는 후방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광섬유 아이솔레이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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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의 구성 및 실제 내부사진 

 

본 연구에서는 극초단의 고출력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 

비선형 편광 회전과 포화흡수체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유도하였다.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위한 실험장치 및 구성도는 

그림 27과 같다. 포화흡수체는 300 µJ/cm2 의 포화 플루언스와 2 

ps의 이완 시간을 갖는 느린 포화흡수체를 사용하므로, 쉬운 초기 

펄스 생성과 포화플루언스 보다 낮은 플루언스를 갖는 펄스에 대해 

비선형 적인 흡수를 발생하여 단일 펄스의 고출력 증폭을 유도한다. 

빠른 인공 포화흡수체로서 펄스 shaping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선형 

편광 회전 부는, HWP 2개와 QWP 2개, PB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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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판을 스템모터에 연결하여 0.7도의 회전각 분해능의 각기 다른 

회전속도로 작동하게 하고 모드잠금 되어 펄스 생성이 되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자동모드잠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파장판 각도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공진기 내부의 펄스 

편광과 에너지 상태에서의 모드잠금 유무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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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 

  

본 실험에서는 pump LD 출력을 450 mW로 고정시키고, 

자동모드잠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 되는 펄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공진기에서 생성되는 펄스는 두 가지의 다른 모드인 

하이브리드 모드(hybrid mode)와 비선형 편광회전 우세 

모드(NPR-dominating mode)의 펄스로 구분된다. 각 모드에서의 

Output 출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공진기 내부 펄스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 포화흡수체 전에 9:1의 광섬유 커플러를 설치하였다. 

그림 28은 각 모드에서의 출력과, 공진기 내부 포화흡수체에서 

펄스 플루언스를 비교한 표이다. 공진기 내부의 펄스 플루언스는 

광섬유 커플러를 이용하여 측정한 펄스 출력과, 10.5 µm인 SMF의 

mode field diameter, 49.92 MHz의 공진기 반복률을 고려하여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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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펄스 플루언스에 따른 포화 흡수체의 투과도 변화 

 

하이브리드 모드는 출력단에서 156 mW의 평균출력을 갖는 

펨토초 펄스를 생성하였고, 이때 공진기 내부 포화흡수체에서의 

펄스 플루언스는 138 µJ/cm2 로 그림 29와 같이 포화흡수체의 

포화 플루언스인 300 µJ/cm2 보다 낮아, 포화 흡수체가 펄스 

출력에 대한 비선형 감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진기 내부에서 생성된 펄스는 포화흡수체에 의해 출력이 

감소되므로 이득 매질인 EDF에서 초가된 비선형 효과에 의한 

펄스의 분리 없이 단일 펄스 상태로 계속 증폭 된다. 증폭된 펄스는 

SMF에 의한 펄스 압축과 비선형 편광 회전에 의한 펄스 shaping 

으로 인해 좁은 폭의 극초단 펄스가 된다. 결과적으로 포화 

흡수체와 비선형 편광 회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통해 

고출력인 156 mW의 극초단 펄스 생성을 구현하였다. 

 

*  SA fluence limit : 300 µJ/cm2 

Mode-lock scheme 

Output power 

(mW) 

Pump power 

(mW) 

Pulse fluence 

at SA 

(µJ/cm2) 

Hybrid 

(NPR + SA) 
156 450 138 

NPR-dominating 

(multiple pulses) 
103 450 423 

NPR-dominating 

(single pulse) 
41 220 201 

그림 29 하이브리드 모드 및 NPR 모드에서의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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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비선형 편광 우세 모드는, 공진기 내부에서 

포화흡수체의 포화 플루언스 보다 높은 423 µJ/cm2의 펄스 

플루언스를 생성함을 볼 수 있다. 즉, 포화흡수체는 펄스에 대해 

비선형 감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으므로, 펄스 출력의 감소가 

거의 없이 이득매질인 EDF에 들어가게 된다. 높은 출력의 펄스는 

EDF의 앞부분을 지나며 급격히 증폭되어 초가된 비선형 효과에 

의한 펄스의 분리가 발생하고, 생성된 다중펄스는 나머지 EDF에서 

증폭 되어 공진기 Output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비선형 편광 우세 

모드에서 다중펄스를 제거하기 위해 EDF에서의 이득을 감소시켜야 

했고 LD의 출력을 220 mW까지 줄였을 때, 포화플루언스 보다 

낮은 펄스 플루언스를 형성하므로 41 mW의 출력을 갖는 

단일펄스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선형 편광 

우세 모드에서 생성되는 펄스의 출력 및 특성들이, 똑같은 공진기 

조건에서 포화흡수체 만을 제거하였을 때 생성되는 펄스의 출력 및 

특성들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므로, 비선형 편광 우세 

모드잠금에서는 포화흡수체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0은 각 모드들에서 발생하는 펄스 및 스펙트럼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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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모드잠금 영역에 따른 펄스 폭 및 스펙트럼의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원은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을 통해 

156 mW의 출력과 3.13 nJ의 에너지를 갖는 단일 극초단 펄스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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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에 잡음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진동 및 온도에 의한 외란, 펌프광의 출력 변동, 내부 

이득매질에서 발생하는 ASE(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이다. 이러한 잡음은 펨토초 공진기에서 생성되는 광 

빗에 위상 잡음으로 작용하여, 광 빗 모드의 선폭을 증가시키고 

가간섭성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잠금에 의해 

생성된 광 빗 주파수 모드의 위상잡음을 평가하므로 낮은 

위상잡음을 갖는 주파수 광 빗의 생성을 보였다. 

그림 31은 RF 스펙트럼 분석기(R2367, Advantest)로 

측정한, 하이브리드 모드 광 빗의 RF 스펙트럼이다. 70 dB 이상의 

신호 대 잡음 비를 갖는 고차 반복률들이 잡음성분 없이 약 50 

MHz 간격으로 안정되게 형성됨을 볼 수 있다. 광 빗의 고차 

반복률이 200 MHz에서부터 감소하는 성향은, 광 빗 감지를 위해 

사용한 광 감지기(photo detector, FPD510, Thorlabs)의 3dB 

대역폭이 200MHz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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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극초단 펄스의 조화파 스펙트럼 (RBW &VBW: 300 kHz) 

 

낮은 위상 잡음을 갖는 광 빗을 검증하기 위해, 고차 

반복률의 선폭(line width) 측정과, 광 빗과 CW laser와의 beating 

주파수 S/N ratio를 측정하였다. 그림 32는 20차의 고차인 1 GHz 

반복률을 측정한 것으로, 10 Hz의 RBW와 VBW에서 10 Hz 보다 

좁은 선폭을 갖는 것을 확인하므로 장비의 분해능에 제한된 좁은 

선폭의 고차 반복률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고차 반복률 감지를 



 

 33 

위해 넓은 대역폭을 갖는 PD(SIR5-FC, Thorlabs)를 사용하였다.  

그림 32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 빗의 위상 잡음 

특성을 보기 위해, 광 빗을 광 CW 레이저 광원과 간섭시키므로 

beat 신호를 측정하였다. CW 광원은 1550 nm를 중심으로 100 

kHz이하의 선폭을 갖는 free-running 상태의 CW semiconductor 

laser (Thorlabs, SFL1550S)를 사용하였고, 광 빗은 1550 nm 

중심으로 100 GHz의 대역폭을 갖는 광섬유 브레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를 사용하여, 기준 시계에 주파수 안정화 된 광 

빗 증, CW 광원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일부분만 사용하였다. 그림 

32에서 free-running 상태에서 beat 신호의 S/N ratio가 

35dB이상으로 측정 됨을 확인하므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된 광 

빗이 낮은 위상 잡음 특성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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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펄스 반복률의 20차 조화파의 RF 스펙트럼 (좌측) 및 좁은 

선폭을 가지는 CW 레이저와의 맥놀이 주파수 측정 

 

 

제 2 절 광섬유 펨토초 펄스 레이저의 특성 안정화 
 

극초단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광주파수 및 장기출력, 스펙트럼의 

고안정화는 형상측정 정밀도 향상 및 표준측정 확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고안정화를 위해 온도안정화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반복률 안정화를 통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주파수 고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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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였다. 광섬유는 온도 변화에 의해 굴절률 및 길이가 변하므로 

대부분이 광섬유로 구성된 공진기의 안정적 모드잠금상태 유지와 

주파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진기의 온도안정화가 필수로 요구된다. 

그림 33은 공진기의 온도안정화 시스템을 보여준다.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온도안정화를 위해 우선 열이 많이 발생하는 

LD/stage/motor 제어부, 모드잠금 감지부, 온도제어부를 공진기와 

분리하여 구성하였으며, 공진기 내의 온도 안정화 및 단열을 위해 

이중케이스, 단열재, TEC 온도 제어장치로 구성된 온도안정화 

챔버를 제작 하였다. 이중케이스는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외부 열 

및 공기 유동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밀폐하였다. 또한 

단열 및 밀폐를 위해 외부 아크릴 케이스에 단열 특성이 매우 좋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class) 고무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이 단열재는 우수한 단열특성뿐만 아니라 고무 중에 

비중이 가장 작아 중량이 가벼우며 액체와 기체에 대한 방수 

특성이 좋아 외부 습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방음 및 

진동흡수성이 좋아 공진기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3 온도 안정화를 위한 안정화 챔버 및 단열 설계 

 

TEC 온도제어를 위해 공진기 바닥을 열 전도율이 좋은 

동판으로 제작하였으며 동판 밑면에 TEC소자인 Peltier 소자를 

설치하였고 Peltier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방출하도록 

알루미늄 재질의 열발산판(heat sink)를 설치하였다. 또한 광섬유가 

온도제어에 영향을 잘 받고 공기 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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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광섬유 시준렌즈 높이에 일치시키고 광섬유 전체를 동판에 

고정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4는 TEC소자를 이용한 

온도안정화 과정과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온도안정화는 PID 

제어방식을 사용하며 peltier 소자 및 PID 제어기 성능에 의해 

±0.01 °C의 온도제어 분해능을 갖는다.  

 

그림 34 TEC 기반 온도 안정화 시스템 

 

그림 35는 TEC 소자를 이용한 공진기의 온도안정화 

결과로써 공진기 내부에 설치된 서미스터(thermistor)로 측정한 

공진기 바닥면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안정화 목표온도는 22 °C 

이며 약 20 °C의 상온에서 목표온도에 도달하여 안정화 되기까지 

약 2분정도가 소요되었고, 안정화 이후에는 목표온도에서 0.01 ~ 

0.02 °C의 작은 온도 변화만 가끔 발생하여 온도안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의 온도 안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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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의 온도안정화 및 단열 

그리고 공기유동 차단 등을 수행하므로 모드잠금 상태가 한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그림 

36에서 알 수 있듯이 2시간 동안 0.07 nm의 resolution의 Optical 

spectrum analyzer로 측정한 주파수 광 빗의 스펙트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7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의 

출력을 2시간 동안 측정한 그래프이고 평균출력은 156.387 mW, 

표준편차가 0.0588 mW 이므로 레이저의 장기 출력안정도가 

0.061 %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안정도의 광 출력 특성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그림 36 광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한 장기간 스펙트럼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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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의 출력 안정도 

 

 

제 3 절 치아 탈회의 산란 이미징 시스템의 개발 
 

그림 38과 39는 본 연구에서 치아 탈회의 산란 이미징의 개념도 

및 구성도를 보여준다.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파 혹은 극초단 펄스 

레이저에서 발생된 빛은 단일모드 광섬유(SMF: single mode 

fiber)을 통해 산란 이미징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전달된 빛은 

시준렌즈(collimating lens)를 통해, 파면이 빛의 진행방항에 수직한 

평행빔 형태로 시준된다. 이후, 편광판들(QWP: quarter wave plate 

& HWP: half wave plate)과 편광광분할기(PBS: polarization beam 

splitter) 통과하면서, 치아에 조사되는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카메라가 지나치게 큰 반사광량에 의해 

포화(saturation)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시준을 통해 치아크기를 

충분히 포함할 만큼으로 레이저빔의 크기를 조절하여 치아 표면 

전체에 일정한 광량이 도달하게 하였다. 편광광분할기에서 반사된 

빛은 치아에서 집광되어 반사된 후, 줌렌즈(zoom lens)를 통해 

근적외선 카메라로 이미징 된다. 전체 렌즈, 편광판 및 광분할기는 

근적외선 대역에 최적화 되어 설계되었으며, 광부품에서의 반사광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반사 코팅(anti-reflection coat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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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치아의 탈회 및 초기우식 진단을 위한 이미징 시스템  

 

 

그림 39 근적외선 탈회 이미징 시스템의 실제 사진 

 

본 연구에서는 그림 40과 같은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00~1000 nm의 가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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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실리콘 기반의 카메라가 사용되나, 1000~1700 nm의 

근적외선 대역에서는 InGaAs 물질 기반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이 

카메라는 1초에 350장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어, 1초에 60 장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일반 카메라보다 6배 빠른 속도를 가지므로, 

실시간 임상진단에 적합하다.  

 

그림 40 치아의 탈회 이미징을 위한 근적외선 고속 카메라 

 

시편으로는 시진으로 검사하여 인접면에 백색병소의 초기 

우식이 존재하는 소구치 2개를 사용하였다. 치아에는 크게 인접면과 

교합면 두 방향에서 빛을 조사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치아의 

인접면을 이미징하기 위해, 광학 포스트 위에 치아를 고정시킨 후, 

수직방향의 추가 포스트를 사용하였다. 빛의 조사 방향에 따른 

치아의 탈회 이미지의 비교를 위하여, 치아를 45도씩 회전하면서 

각 회전방향마다 이미지를 획득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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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치아 인접면 이미징 및 회전부 사진 

 

인접면의 경우에는, 측면에서 카메라가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교합면에서 치아의 인접면에 위치한 

탈회를 검출할 수 있을 경우, 검출 기법의 효용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는 교합면 방향에서의 인접면의 탈회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스트 상단에 치아를 부착한 후, 치아를 

회전시키면서 탈회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42 치아 교합면 이미징 및 회전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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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소개된 치아 이미징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적외선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조사하면서, 치아의 인접면 및 

교합면 방향에서, 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탈회의 검출 가능성을 확인/검증하였다. 

 

 

제 4 절 근적외선 연속 레이저 기반 탈회 진단 
 

먼저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파 레이저를 이용하여 첫번째 시편 

치아의 탈회부를 이미징 하였다. 그림 43은 타액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면 방향에서 치아를 회전시키면서 획득한, 탈회부의 이미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란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접면 에 

위치한 탈회부이며, 주황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활면에 

위치한 탈회부이다. 연속파 레이저의 경우, 상대적으로 침투 깊이가 

얕기 때문에 탈회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편광판 및 

편광광분할기 등의 광학계 표면에서 반사된 광들과의 간섭으로 

인해, 대각선 방향으로 저주파의 간섭무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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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근적외선 연속파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부 인접면 이미징 

 

아래 그림 44는 동일한 치아를 교합면에서 회전시키면서 

관찰한 결과이다. 노란색 화살표 부분은 상기 그림에서 확인된 

탈회부와 동일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이미징 시스템의 초점심도가 

밀리미터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치아의 교합면에 위치한 부분과 

보다 깊은 방향으로의 이미지가 동시에 높은 가시도로 확인될 수는 

없다. 교합면 표면에 이미징이 되도록 렌즈를 위치시키게 되면, 

깊은 부위에 위치한 탈회는 이미징이 되지 않으면서, 산란광이 넓게 

펴져서 관찰된다. 이러한 퍼짐은 탈회부의 밝기 차를 이용하여 

초기에 탈회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탈회의 정량적 크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제약점을 가진다. 이는 이후 고찰에서 언급될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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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그림 43과 같이 인접면에서 측정된 탈회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함으로써, 실제 크기로 역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근적외선 연속파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부 교합면 이미징 

 

연속파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번째 시편인 크랙 및 탈회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치아를 이미징 하였다. 그림 45는 타액이 없는 

상태에서, 치아 인접면의 조사 방향을 회전시키면서 획득된, 

크랙부와 탈회부를 보여준다. 하늘색 화살표 부분은 시진으로 

확인된 크랙부이며, 노란색 및 주황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진으로 확인된 탈회부이다. 치아 크랙부의 경우, 내부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의 공기 간극에 의한 반사로 인해, 반사광의 밝기 차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탈회부의 경우, 상기 그림 43에서의 실험과 

유사한 정도의 가시도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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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근적외선 연속파 레이저 기반 치아 크랙/탈회부 인접면 이미징 

 

아래 그림 46은 동일한 치아를 교합면에서 회전시키면서 

관찰한 결과이다. 파란색 화살표 부분은 상기 그림에서 확인된 

크랙부이며, 탈회부는 현재 광원의 광량에서는 제한적 침투깊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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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근적외선 연속파 레이저 기반 치아 크랙/탈회부 교합면 이미징 

 

 

제 5 절 근적외선 극초단 펄스 레이저 기반 탈회 진단 
 

다음으로 근적외선 대역의 극초단 펨토초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의 탈회부를 이미징 하여 그 진단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그림 47은 우선 타액이 없는 상태에서, 첫번째 시편 치아를  

인접면 방향에서 회전시키면서 획득한 탈회부를 보여준다. 노란색 

및 주황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탈회부이며, 이를 그림 43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한 가시도로 탈회부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가시도가 획득된 이유는, 일반적인 연속파 

보다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높은 광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치아 

탈회부에서 비선형 광흡수 및 산란을 통해 많은 산란광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펄스 레이저는 시간 영역에서의 간섭 

특성을 억제할 수 있어, 그림 43에서 발생하였던 광학부품의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 노이즈가 최소화 되어, 깨끗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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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근적외선 극초단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부 인접면 이미징 

 

그림 48은 위 그림과 동일한 치아 시편을, 타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치아 인접면 조사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획득한 

탈회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노란색 및 주황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탈회부이다. 1550 nm 대역의 근적외선 대역은, 수분에 의해 

흡수되지 않으므로, 그림 43 및 45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다 

명확한 가시도로 탈회부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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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타액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근적외선 극초단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부 인접면 이미징 결과 

 

그림 49는 동일한 치아를 교합면에서 회전시키면서 관찰한 

결과이다. 노란색 화살표 부분은 상기 그림에서 확인된 탈회부와 

동일한 부분이다. 그림 44보다는 좀 더 가시적으로 관찰이 되지만, 

일반적인 이미징 시스템의 초점심도가 밀리미터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치아의 교합면에 위치한 부분과 보다 깊은 방향으로의 

이미지가 동시에 높은 가시도로 확인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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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근적외선 극초단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부 교합면 이미징 

 

그림 50은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번째  치아의 

크랙 및 탈회부를 이미징한 결과이다. 하늘색 화살표 부분은 

크랙부이며, 주황색과 노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탈회부이다. 

치아 크랙부의 경우, 내부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의 공기 간극에 

의한 반사로 인해, 반사광의 밝기 차로 쉽게 구분되며, 그 민감도는 

연속파 레이저 기반 실험인 그림 45에 비해 매우 높으며, 탈회부의 

경우에도 그림 45에 비해 매우 우수한 가시도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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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근적외선 극초단 레이저 기반 치아 크랙/탈회부 인접면 이미징 

 

그림 51는 동일한 치아를 교합면에서 회전시키면서 관찰한 

결과이다. 파란색 화살표 부분은 상기 그림에서 확인된 크랙부이다. 

연속파 레이저로 촬영된 그림 46에 비해 크랙의 경계면이 매우 

명확히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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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근적외선 극초단 레이저 기반 치아 크랙/탈회부 교합면 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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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 치아의 탈회를 

검출하였다. 그 조명광원으로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파 레이저와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광원은 서로 다른 

측정결과를 보여주었다. 각 광원에 대한 탈회의 검출성능에 대해 

비교해 보면,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극초단 펨토초 펄스 

레이저는 연속파 광원에 비해, 기생 간섭무늬가 없는 깨끗한 영상을 

보여주며, 주변 건강한 법랑질에 비해 탈회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극초단 레이저의 경우, 타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선명도로 탈회 부분을 구별할 수 있었다. 

치아 교합면의 경우, 이미징 시스템의 초점심도의 제한으로 

인해, 탈회부의 이미지가 치아 인접면과 같은 높은 가시도로 

검출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초점심도를 벗어남에 따라 

산란광이 넓은 영역에 퍼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탈회의 존재 

여부를 이미지로 확인하는 데는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아의 

인접면 및 교합면에서의 탈회 이미지 정보를 조합하면, 탈회의 깊이 

분포 역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치아 인접면에서 

획득된 탈회 이미지는 실제 치아 표면에서의 탈회의 크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탈회의 깊이 분포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치아 교합면 이미지는 탈회의 표면 및 깊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미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란에 

의해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치아 교합면에서 얻어진 

탈회에 관한 표면 및 깊이 방향의 산란광 정보를 치아 인접면에서 

얻어진 실제 탈회의 치아 표면에서의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함으로써 탈회의 깊이 방향 분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연구가 이뤄진다면 본 근적외선 탈회 진단 기술에, 깊이 

방향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탈회의 진단 성능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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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하여 탈회 

이미지의 검출성능 비교 고찰 

 

정량적으로 탈회부의 검출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53에서 치아의 장축 방향을 따라(주황색으로 표시됨), 산란광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연속파 레이저의 

경우, 탈회가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도 광강도가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탈회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 때, 탈회가 아닌 부분에서의 광강도 변화폭과 탈회로 인한 

광강도 변화 사이의 비율은 약 4.5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탈회가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는 

가시적인 광강도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산란광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탈회가 아닌 부분의 광강도 변화와 탈회로 인한 

광강도 변화 사이의 비율은 약 1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 비율은 약 16 수준으로 일부 낮아졌으나, 탈회의 

검출에는 가시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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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한 탈회 이미지의 정량적 

가시도 비교 고찰 (장축 방향) 

 

그림 54는 치아의 협설 방향을 따라(보라색으로 표시됨), 

산란광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53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속파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탈회 

이외의 부분에서도 높은 수준의 광강도 변화가 나타나, 탈회부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으나,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훨씬 

높은 가시도로 탈회부가 검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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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한 탈회 이미지의 정량적 

가시도 비교 고찰 (협설 방향) 

 

일부 결과에서 탈회 이외의 부분에서도 법랑질에서 반사된 

약한 빛에 의해 밝은 결과들이 보이기도 하나, 이는 조명의 각도를 

조정해 봄으로써 탈회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되며, 표면의 

반사정도를 억제시키는 교차 편광기법을 이용함으로써도 제거할 수 

있다. 

근적외선 펨토초 레이저 기반 치아 탈회 진단 시스템은 

그림 55에서와 같이 크랙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경계면이 명확히 관찰되었으며, 크랙 위에 존재하는 

탈회 역시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치아 교합면의 이미지에서 

역시 크랙의 경계를 매우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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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근적외선 대역의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하여 

치아 크랙/탈회부 이미지의 검출성능 비교 고찰 

 

정량적으로 크랙부의 검출성능을 확인고자, 그림 56와 같이 

치아의 장축 방향을 따라(주황색으로 표시됨), 산란광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53 및 그림 54에서 

탈회부의 이미지의 측정결과와 유사하게, 연속파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크랙 이외의 부분에서도 높은 수준의 광강도 변화가 존재하여 

크랙 및 크랙 위에 위치한 탈회의 검출이 어려웠으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크랙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광강도 분포인 

회색 그래프에 비해, 크랙부의 광산란 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탈회 부분에서의 산란 정도도 높아진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57의 협설 방향의 광산란 강도 그래프에서도 

역시 확인되었다. 펨토초 레이저는 가간섭 노이즈 및 외란을 최소화 

하고, 선형 및 비선형 산란광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치아의 탈회 

및 크랙부를 보다 명확히 진단할 수 있음을 정량/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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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한 크랙/탈회부 이미지의 

정량적 가시도 비교 고찰 (장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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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속파 및 극초단 펄스 광원을 사용한 크랙/탈회부 이미지의 

정량적 가시도 비교 고찰 (협설 방향) 

 

본 연구에 사용된 근적외선 펨토초 레이저는 광섬유를 

사용해 치아에 쉽게 조명될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 역시 광섬유 

번들을 통해 이송한 후, 카메라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파장대인 1550 nm는 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가시광선에 비해, 눈에 매우 안전한 파장대역으로, 

기존 레이저들에 비해 1/1000 이상 안전하다. 따라서 임상에서 

사용할 경우, 의사 및 환자의 눈에도 매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우수한 탈회 및 크랙의 진단 민감도, 소형의 부피, 

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용의 용이성, 눈에의 안전성 등의 성능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임상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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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치아의 탈회 및 초기 우식의 진단은 비침습적 치아 치료 및 회복에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건강한 법랑질과 탈회 혹은 초기 우식이 

진행 중인 법랑질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병소의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높은 가시도의 진단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랑질에서 투과도가 높고, 타액 및 법랑질에 

존재하는 수분에의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적외선 1550 nm 

대역의 근적외선 광을 이용하여, 치아의 탈회, 우식 및 크랙을 

비침습적으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이미징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시연하였다. 근적외선 1550 nm 대역은 광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장대역으로써, 다양한 광통신 광원 및 수광소자 

시스템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현되어 

있으며, 의사 및 환자의 눈에 안전하므로, 실제 임상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모드잠금된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의 건강한 법랑질과 탈회부의 산란 차를 이용한 탈회의 조기 

진단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연속파 레이저에 비해, 비선형 흡수 및 

산란을 이용해 진단 민감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광간섭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광출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근적외선 극초단 펨토초 펄스 

레이저 기반 탈회 이미징 시스템은 우수한 탈회 및 크랙의 진단 

민감도, 소형의 부피, 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용의 용이성, 눈에의 

안전성 등의 성능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임상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우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를 검출하고 선행 치료함으로써, 치아 건강의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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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is of demineralization with high 

visibility based on near-infrared continuous 

and ultrashort pulse lasers 
 

Grimi LEE 

 

The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agnosis of demineralization and early dental caries is 

prerequisite for non-invasive cure and restoration of the teeth. 

In this paper, a non-invasive, high contrast and 2-dimensional 

optical imaging method of demineralization and early dental 

caries was demonstrated by detecting higher level of light 

scattering at demineralization and crack parts than healthy 

enamel part. This was enabled by adapting ultrafast near-

infrared femtosecond pulse laser which provided higher 

penetration depth in enamel, higher transmittance through the 

water (saliva), higher nonlinear optical scattering (at 

demineralization), low temporal coherence and higher power. 

The proposed method newly offers high-speed, non-invasive, 

eye-safe, high contrast imaging of early dental caries, 

therefore, is well-suited for actual clinical applications  

 

Keywords : early dental caries, demineralization, optical imaging, 

near-infrared, femtosecond laser, nonlinear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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