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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사업

I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는 첨단 광기술 분야 중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 선 것으
로 판단되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활용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
하여 중국의 기초․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화․상업화 기술의 연구협력체계를 확립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 광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
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 과제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양국기업의 상호 호혜적 협력과 경제적 
상호이익을 위하여 광산업 투자에 대한 기술적 지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국의 광기술 개발은 항공우주, 국방, 의료, 레이저 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수준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 우위기술을 적극
적으로 흡수하여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며, 양국간의 상호호혜원
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과 상업적 생산/판매 기회
제공 및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III.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 한중광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창구 역할 수행
  ◦ 광기술 분야의 한∙중 기술 협력 기반 조성 및 산학연 연계 활성화
  ◦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연구과제 수행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한․중 광기술 센터 운영 
 - 인력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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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광기술 인력 교류
    . 중국 광기술 조사 및 기술조사단 파견

- 정보수집/제공 및 DB구축
    . 한중 광기술 Homepage 운영
    . 중국 과학기술인력 및 광기술 정보 DB구축 

- 센타 운영 및 협력 기반 조성
    . 한중 광기술센터 운영
    . 주요 광기술 관련 협력 기반 조성

◇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Table-Top Tera-watt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발생기술 협력연구

-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 연구
-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 기술 협력 연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행)

IV. 결과

본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 
 1) 연구협력 기반조성 및 센터운영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정부 승인(2002년 12월)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2003년)
- 중국측 대표기관과의 기관간 MOU체결
- 국내 운영위원회를 산학연을 대표하는 국내기관 대표자들로 확대개편

     - 한중 국제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 지원(6개과제)
        ; 그 결과, 지원된 과제중 3개 과제가 한중 협력의제로 선정
     - 국가핵심 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지원(3개과제)
  

2) 한중 광기술 기관 간 인력교류 및 상호협력 조성 사업
- 중국 광기술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국내 전문가와의 상호 교류 및 기관

간 협력협의
- 중국 광산업 현황 조사를 위한 국내 전문가 기술조사단 파견(총 6회)
- 한․중 광기술 워크샵/세미나 개최(총 12회)
- 한․중 광기술 산학연 연계 (총 8회)
- 한중 광기술 공동운영위원회 개최(총 2회, 중국1회, 한국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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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검색 및 DB 구축사업
- 중국 대륙 전역에 산재해 있는 광산업 관련 회사, 연구기관, 대학 및

및 전문인력 등의 현황조사
- DB를 구축하여 internet를 통한 정보 공개 및 제공
- 기업에의 광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 국가핵심 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1)  Table-Top Tera-watt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발생기술 협력 연구
- 펨토초 레이저 펄스 확대 기술 연구
- 펨토초 레이저 펄스 증폭 기술 연구
- 중성자 발생용 실험 용기 및 분사  장치 설계

2)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 연구
- 여기산소 형광측정 및 aerosol separator를 개발
- 초음속 유체제어기술 개발
- 장시간 동작 COIL 개발

3)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 기술협력 연구
- 대구경 광학계 설계 분석 및 정렬 방안 연구
- 대구경 광학계 광정렬 및 조립 상태 정량화
- Computer-added alignment system test-bed 구현

V. 향후 계획

지난 6년간 개념 정비 및 기반확충 단계인 제 1단계와 협력정립 단계인 제 
2단계의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3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 광기술확보 단계로 추진하고자 한다.
   2004년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으로 과제를 수행하
고자 한다.
     -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을 담당
     - 한․중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 핵심 광기술 확보
     - 중국 전역의 광산업 현황 조사 및 상호 인력/기술 교류 
   앞으로 본 센터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한․중 공동
연구를 통한 국가 핵심 광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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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Korea-China Optic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asis of optical technolog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ombination of the Chinese advanced fundamental technologies with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frastructures is realized, by ways of 
exchanging scientists and informations, holding joint seminars, cooperative 
utilization of research resources. On the ground of this establishment, the 
optical technologies of Korea are supposed to be leveled up to those of the 
world-most advanced.

At the same time, for the improvement of mutual benefit and financial 
profit of both countries, providing technical advice and suggestions to the 
optical industries in the two countries is an another goal of this project.

The state-of-the-arts of the Chinese technologies such as aerospace 
engineering, military defence technology, medical technology, laser fusion 
research, and so on, are known to be far above those of Korean and up to one 
of the most advanced in the world. Thus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hat the 
acquisition of these technologies, implementation of joint research projec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the balanced opportunities for commercial 
product/sales and cooperation should be actively pursued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s of Korean technologies in these field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 Scope of the project

◇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s and execution of the actual station 
role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optical technology.

◇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ptical technology and improving the relationship amo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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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nd institute.
◇ Execution of the joint-researches to ge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optics.
◇ Supporting of the pre-study research projects to promote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optical technology.

ii) Contents of the project 

◇ Managing Korea-China Optical Technology Center 
   - Exchange of specialists between Korea and China
   - Searching informations on Chinese optical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research cooperation and managing 
      the center

◇ Korea-China joint researches to ge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optics
   - Cooperative Research for Neutron Generation using Table-Top 
     Terawatt Laser
   - Joint R & D on the Chemical Efficiency Enhancement in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COIL)
   - Cooperation Research of Optical Alignment Techniques for 
     Large-aperture Optical Systems(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V. Results of the Project

◇ Managing Korea-China Optical Technology Center 

 1)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research cooperation and managing 
the center

- Approved by Korea-China governments(Dec. 2002)
- Organization of the Committe of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2003)
- Contraction of the MOU between representative 

institutes(KAERI-SIOM) for the  Committe of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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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ed reorganization of the Domestic Committe with  
representative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 Supported six pre-study research projects to develop 
international Korea-China joint research projects; as the results, 
three projects were recommanded.

- Supported three joint-researches to ge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optics.

2) Exchange of specialists
- Invitation of Chines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optical technology
- Delegation of Korean specialists for technology survey (6 times)
- Korea-China joint seminars on optics technology (12 times)
- Promoting connection between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e 
  (8 times)
- Holding the Committe of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2 times ; China 1, Korea 1)

3) Searching optical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 Searching institutes, companies, and specialists having optical 

technology in China
- Constructing database of Chinese optics technology and serving 

its information to the Korean users through internet
- Serving informations and technical supports to companies in the 

field of optics technology

◇ Korea-China joint researches to ge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optics

1) Cooperative Research for Neutron Generation using Table-Top
          Terawatt Laser

- Research on the pulse-expansion techniques for the 
femto-second laser

- Research on the pulse-amplification techniques for the femto- 
second laser

- Design of the experimental instrument and jet device for neutron 
production

2) Joint R & D on the Chemical Efficiency Enhancement in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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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ygen Iodine Laser (COIL)
- Development of the excited oxygen fluorescence measurement 

technique and aerosol separator
- Development of super-sonic fluid control techniques
- Development of COIL with long time operation

3) Cooperation Research of Optical Alignment Techniques for
     Large-aperture Optical Systems

- Research on the alignment and design analysis for large-aperture 
optical systems

-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alignment and assembling status for  
large-aperture optical systems

- Realization of the test-bed for computer-added alignment system 

V. Future Plans

Based on the six years experience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s 
project on Korea-China cooperation on optics technology, we have determined 
the scopes of the next one stage for the efficient accomplishment of the 
project ; 3rd stage (‘04-’06) - securing core technology in optics.

From the above scopes, we will perform the third stage project which 
starts from July, 2004 under the following principles

   - Increasing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ptics technology to the 
             governments level

   - Acquisition of the national core optical technologies by promoting 
             the joint-researches between Korea and China

   - Searching institutes, companies, and specialists having optical 
             technonogy in China and promoting the exchange of specialists 
             and techniques

The center will be a actual cooperation station for the national optics 
technology and play a main role for secur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by 
promoting Korea-China joint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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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개요  

제 1 절 연구추진 경위
 

1.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착수 경위

 1992 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며 한중간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한중과기협력
센타사업이 착수되었다. 처음에 한중대기과학협력센타를 시작으로 뒤에 한중신소재협력센타
가 추가되며 한중과기협력센타사업이 확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광기술의 중요성이 인정되
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이 1998 에 추진되게 되었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1998 년 착수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지를 못하여 협력센타로 착수되지 못하고 한국 과기
부의 단독지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간의 기관간 협
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공동연구센타로 시작되었다. 

광기술은 ‘90 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21 세기에는 광산업이 20 세기 최대산
업인 반도체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의 1998 년도 보고서인 “ Harnessing Light - 
Optical Science and Engineering for the 21st Century "1) 가 발간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
심을 고조시키게 되었으며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발간되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0 년부터 ”광주 광산업 육성사업”을 기획하고 2001 년부터 
본격적인 광주광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도 ’90 년대 후반 광산업의 중요성
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광통신산업의 중심지인 무한에서 “무한 광밸리”가 추진되어 
2001 년 중국정부 국가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광동성에서는 
성정부가 주도하여 “광동 광밸리” 설립을 2000 년부터 착수하였으며, 중국 광기술의 진원지
인 장춘에서는 중국과학원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2000 년부터 “장춘 광전자산업원구” 개
발이 착수되었다. 이런 광산업과 관련된 한국 및 중국에서의 육성 배경을 고려하여 보면 
1998 년 한국 과기부가 단독으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시기적절하
였다고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성에 따라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어깨가 무거
운 것을 느끼고 있다.  

광기술은 1960년대 레이저가 처음 발명되고 1980 년에 접어들면서 광섬유
를 이용한 광통신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며 광산업의 확산으로 이어져 왔으며, 레이
저와 관련된 정밀 광기술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21세기 최첨단 기술들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핵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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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극초단 레이저개발 및 응용기술, 고출력레이저를 이용하는 국방과학기술, 인공
위성을 이용한 고정밀 정찰기술 등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이 요구되는 광기술분야
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산업은 21세기를 선도할 미래기술로서 이 분야의 세계적 시장 전망은, 
1993년도에 492억 달러이던 것이 2005년에는 2,25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기술들로서 
관련된 요소/핵심기술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첨단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로 관련분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광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보다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으로부터 광기술을 최대한 획득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레이저분야 연구를 ‘90 년대 초반부터 수
행하여 온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외국의 앞선 기술을 획득하는 차원에서 중국 레이
저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중국과학원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 1995 년부터 공동
연구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런 공동연구 추진 경험이 기반이 되어 한국원자
력연구소는 1998 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
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이 기관간 차원의 협력으로 착수되었으나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는 한중광기술 협력에 있어 국가적인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중
국의 여러 광기술 관련기관과의 인맥형성을 위한 인력교류사업과 중국 각지에 산
재해 있는 광관련 보유기술, 연구기관, 업체 및 전문인력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DB
를 구축하고 Homepage 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국내기업에게 중국광기술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중국기술 수준 분석 및 평가 등의 기술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2. 단계 추진 경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1998 년 기관간 협력차원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
타로 설립 이후 처음 1 단계(1998.12.16.-2001.8.31.)  3 년간은 한중광기술 협력의 
“개념정비 및 기반확충단계”로서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관간 기술협력기반을 조성하
였다. 1 단계 “한중광기술 공동연구센타사업”보고서2)에서와 같이 9 회의 세미나/워
크샵/심포지움 개최, 8 회에 걸쳐 총 63 명이 참여한 기술조사단 파견, 16 개의 중
국기관에의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 광기술 기관과의 인맥을 형성하며 한중광기술 
협력의 기반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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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2 단계(2001.9.1-2004.6.30.)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을 시
작하면서  1 단계에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2 단계 목표를  “한중 광기술협력 정립”으
로 설정하고 다음 3 분야의 업무에 주력하였다.

- 한중광기술협력 인프라확충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 수행
-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연구과제 발굴

1 단계의 한중광기술 협력이 기반확충 조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세미나/워크샵 개
최, 주관기관이 주도하는 기술조사단 파견 및 다양한 위탁연구 등 산발적인 협력을 
추진한 데 반해 2 단계에서는 국내 산학연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한중 광기술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한중광기술협력 인프라확충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
할 수행과 관련하여 1 단계에서 기관간 협력차원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한
중 연구기관간, 즉, 한국측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중국측의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
소간의 광기술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 단계에서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가 한중 정부간에 승인을 받고 정부간 협력차원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로 격
상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의 협력창구가 되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1 단계
에서 형성된 인맥을 토대로 중국의 여러 기관이 한중공동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한중 정부간의 승인을 얻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여 2002 년 한중 과기공
동위원회에서 양국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한중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산학연
이 참여하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례적으로 공
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2004 년도 
한국에서 개최된 제 2 회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동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 차 
한중광기술 워크샵을 같이 개최하여 한중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창구 역
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미나/워크샵 개최에 있어서도 국내 산학연의 관심이 높거
나 기반이 확보되어 협력 수요가 제기되는 분야에 집중하였고, 기술조사단 파견시
도 국내 산학연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거나 특별히 요구를 하는 분야에 대하여 자비
로 참여하는 기술조사단 파견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며 성과를 내는 광기술 협력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하여 1 단계의 
다양한 위탁연구를 통한 공동연구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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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광기술 확보를 위해 공모와 국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개 공동연구과제
를 선정하여 핵심광기술 습득에 집중하였다. 핵심광기술분야의 협력은 별도의 국제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데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라는 우산아래에서 1 단계에서 형성된 인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한중광기술협력에 있어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협력 추진도 필요하였다. 

세 번째,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연구과제 발굴은 이런 요
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이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중국측
의 상대기관을 발굴하고 과제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선행연구 형
태로 공모에 의하여 국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과제 수행 후에 
한중과기협력실무위원회에서 한중과기협력 의제로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
며 한중 광기술협력 영역을 확대하였다.

제 2 절 중국 광기술 현황
 

1. 중국 광기술 개발 기관 현황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국방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국방기술의 발전에 광기술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1999 년 9 월 18 일 중국 정
부 수립 50 주년에 맞추어 중국 정부가 “양탄일성(兩彈一星)” 개발에 기여한 400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였는 데,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당하는 중국과학원
(CAS) 산하 연구소에서 45 명이 포상을 받았으며, 이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의 광기술을 대표하며 중국의 광기술 발전에 가장 기여한 王大珩(Wang, 
Daheng) 임에서도 중국에서 광기술이 국방기술에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다. 

중국은 1964.10.16. 에 처음으로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1967.6.17. 
에 처음으로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축적된 유도탄 기술을 토대로 
1970.4.24.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동방홍일호(東方紅一号)”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이를 “양탄일성(兩彈一星)”이라고 하며, 중국 국방기술의 수
준이 아니라, 중국 과학기술의 수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기술도입 없이 스스로 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킨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중국 국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킨 것은 과학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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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광기술분야에 있어 중국은 1960 년대 이전에는 국방과 관련하여 고전적인 

광학기기 중심의 광기술에 치중하여 개발하였으나, 레이저 발명이후에는 레이저관
련 연구개발도 활성화되었으며, 광섬유 등의 개발을 통해 광통신 및 정보산업의 근
간이 확보되었으며, 중국의 개방이후에 광기술은 첨단산업(중국에서는 高新산업이
라고 함)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중국의 광기술은 처음에는 
국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국과학원은 장춘에 
첨단광산업단지인 “광전자산업원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산하 광기술관련 수십 개의 
자회사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국가광전과기주식회사”를 최근에 설립하였으며 이들 
회사들의 매출 목표액을 $200 M 로 설정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광기술 발전역사를 보면 중국 광기술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중국정부
가 중국과학원 산하에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를 1952 년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
다. 초창기 중국의 광기술은 국방기술과 밀접한 관계 하에 관측장비, tracking 장비 
등 국방관련 광기술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국방관련 연구기관이나 제
조공장에 이관하거나, 일부는 자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1962 년에는 
유도탄이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속촬영기술 개발을 위해 “서안광학정밀기계연
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60 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레이저가 발명되었을 때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 도 수개월 후에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게 되었다. 중국정
부는 레이저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4 년에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의 레이
저 개발팀을 주축으로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주로 레이저 관련 연
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때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기체레이저를 연구하던 
팀은 북경의 “전자학연구소”로 이동하여 기체레이저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1970 년에 들어서서 중국은 당시 소련과 국경분쟁을 겪게 되면서 주요 시설을 중
국 내륙 성도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1970 년에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 의 
인력을 주축으로 “성도광전기술연구소”를 세우게 되었다. 1972 년에 “안후이광학정
밀기계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중국과학원 산하 5 개의 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중국의 전지역에 걸쳐 분포하게 되어 중국의 광기술 개발을 선도하게 되었다. 대학
교에서도 북경의 북경이공대학과 할빈공업대학은 국방관련 광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기관으로 육성되었으며, 절강대학에도 광학전문 학과가 개설되어 중국의 고전
적인 광학기기 중심의 광기술 개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레이저와 광섬유 발명이후 광기술이 광통신 및 광정보기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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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표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기
술이 고전적인 광학기기 개념에서 광통신 및 광정보기기로 확산되면서, 광기술과 
전자공학 및 반도체 등이 융합되면서 중국의 광기술관련 연구에 보다 많은 연구소 
및 대학교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광기술관련 연구소, 대학교 및 
업체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해 지게 되었다. 연구의 중복성 문제에 대
한 조정도 이루어 졌으나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민영화하는 조정이 이루어 져서 
연구소의 자회사가 많이 설립되기도 하고, 연구소 전체가 민영화 되었다. 특히, 화
북광전기술연구소 등 우리나라의 정통부에 해당되는 신식산업부 산하의 연구소들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로 민영화되었다. 중국과학원 산하 광기술관련 연구소들의 
구조조정도 착수되어 2003 년에 “중국과학원광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장춘, 서안, 성
도, 상해 4 개 광학정밀기계연구소와 상해기술물리연구소 5 개 연구소의 연구 기획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광기술관련 기관은 정부 여러 부처의 연구
소, 대학, 연구소 전체가 민영화되거나 연구소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산업체 등 매우 
다양하여 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중국 광기술관련 기관의 인력과의 인맥 형성이 매우 중요하
다.

2. 중국 광기술 개발 분야별 현황

  가. 중국의 고신기술(첨단기술) 개발면에서 본 중국의 광기술 현황

중국정부는 ‘80 연대 이후 미국의 SDI, 유럽의 EURECA 등의 첨단 기술 
개발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1986 년 3 월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863 계
획  (http://most.gov.cn/English/Programs/863/menu.htm)을 착수하였다. 863 계획
은 생물, 정보,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해양, 항공 및 레이저의 8 개 영역으로 구
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약 20 여개의 주제로 분류되며 생물, 정보,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및 해양의 6 개 영역은 과기부가 관리하며, 항공 및 레이저는 국방과학기술
공업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광기술은 항공 및 레이저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6 개 영역에서도 광전자기기 및 마이크로전자계통집성기술 주제가 
863 계획의 전체 20 개 주제 중의 하나로서 광기술이 863 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863 계획 9 차 5 개년 계획동안 (1996-2000) 대표적인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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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 (1) GaN남색광, 녹색광 LED 및 LD부품의 연구제조와 개발, (2) LD여기 
전고체레이저계열 제품(DPSSL) 과 대표적인 성과인 무한, 심천, 북경, 장춘, 석가
장, 상해의 광전자성과전환산업기지에서 광기술이 863 첨단기술 개발 계획에서 산
업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중국의 국가중점실험실/국가실험실에서 본 중국의 광기술 현황

중국정부는 1984년, 당시 기초연구 전체 실력의 미약함과 역량분산 등의 
상황에 근거해 국내 기초연구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세계 1위 점유□□의 목
표를 설정하였고, 국내 기초연구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를 탐구하고 국가에서 
정한 중점분야 국가중점실험실 건설 계획을 실시하여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 국내에
서 우세한 연구영역을 가진 곳을 선택해 국가중점실험실을 설립하였다. 현재 운영
하고 있는 국가중점실험실은 150 여개로 이미 국내 기초연구수준을 대표하는 과학
연구기지이며 고급인재 양성기지와 국내외 학술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일부 중점실
험실은 국제수준을 이루었고  다른 중점실험실의 전체 실력도 국제 수준에 달했다.  
중국 국가중점실험실중에서 광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곳은 6 개 이상이며,  중국과학
원산하 상해기술물리연구소의 적외선물리실험실, 서안광기소(서안광학정밀기계연구
소)의 瞬態광학기술(Transient OpticalTechnology)실험실, 성도광전기술소의 미세
가공광학기술실험실, 청화대학, 길림대학, 반도체연구소의 집성광전자시험실, 절강대
학의 현대광학의기(기기)실험실, 화중이공대학의 레이저기술실험실이 있으며, 그밖
에 광통신 및 광정보관련 중정실험실에서도 광기술을 연구하므로, 중국의 국가중점
실험실에서의 광기술 관련 연구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중국정부는 국가중점실험실이 세부적인 기술개발에만 치우치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2003 년에 한 연구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가는 국가실험실 제도를 새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 여개의 신청을 받아 청화
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분야의 “북경신식국가실험실”, 북경대학과 중국과학원 화학
연구소가 주관하는 “북경화학국가실험실”, NT 분야를 위해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
(合肥) 중국과학원산하 과기대학 의 Synchrotron-radiation 국가실험실, 중국과학
원 물리연구소가 주관하는 “응집상태국가실험실“과 무한의 ”광전국가실험실“ 5 개의 
“국가실험실”을 승인하였다. 국가실험실에서도 광기술이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에서
도 중국에서의 광기술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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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본 본 중국의 광기술 현황

    중국에는 국무원에서 승인된  48 개의 경제기술개발구가 있으며 2000 년 
총 생산액은 1,861 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27 % 가 증가하여 중국의 8 % 경제 
성장을 크게 앞서서 중국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
는 1984.9. 대련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작으로 승인되었으며, 광기술관련 연구소 및 
기업이 많은 상해, 광주, 장춘, 무한, 중경 경제기술 개발구는 1993 년 이전에 승인
되었으며, 최근의 중국의 서부개발계획에 따라 2000 년에 승인된 허베이, 성도 및 
서안은 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위치한 곳으로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서 광산업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에서 실리콘 밸리가 
미국의 첨단산업에 크게 기여한 것을 광기술에 기초한 광산업에서 찾기 위하여, 광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경제 여건이 
산업화에 유리한 지역인 무한, 장춘, 광주, 서안, 중경 등에 광밸리를 육성 지원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최근에 광산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며, 또
한 기대만큼 육성,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제 3 절 과제 수행 내역
1. 분야 및 내용

    2 단계  “한중광기술협력 정립”을 위한 다음 3 분야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 한중광기술협력 인프라확충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 수행

-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연구과제 발굴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하여 2 단계 착수 바로 전에 공
모 후 국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다음 3 개의 공동연구를 별도의 3 개 세부과제
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에 대하여 세부과제별로 별도의 단계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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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ube (Table-Top Tera-watt)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발생기술 협력연구

-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

-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

    본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운영 과제에서는 한중광기술협력 인프라확충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 수행과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
사연구과제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 인력교류사업
         - 한중 광기술 인력교류
        - 중국 광기술 조사 및 기술 조사단 파견
     2) 정보수집/제공 및 DB 구축
        - 한중 광기술 Homepage 운영 
        - 중국 과학기술인력 및 광기술 정보 D/B 구축
     3) 센타 운  및 협력 기반조성

        - 한중 광기술센터 운영
        - 주요 광기술관련 협력 기반 조성  

    인력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산학연의 실질적인 한중 협력을 위하여 한
중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광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마련하고, 또
한, 현지에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며 국내 관련 기관이 향후 광기술분야에서 한중간
의 경쟁에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산업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체의 
요구가 높은 레이저 및 LED 분야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 채널을 조성하였다. 
    정보수집/제공 및 DB 구축과 관련하여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Homepage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Homepage 의 기능개
선 및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의 광기술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Homepage 
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국내 사용자가 중국 광기술 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축된 중국 광기술관련 DB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성을 높혔다.
    센타 운  및 협력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가 한중 
양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실질적인 한중 광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광기술 관련 기관과 기관간 협력 MOU 를 체결하며 
중국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
으며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 의제를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 및 한중과기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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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년차적으로 차례로 상정하며 한중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추진하였다. 이
런 기반을 토대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이 한중 정부간의 승인을 얻자 마자 
바로  한중 광기술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의 운영위원회에 국내의 산학연을 대표하는 기관이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며, 국
내 산학연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참여를 확장하였다. 또한, 한중간의 광기술관
련 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중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과제
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하며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서 협력의제로 선정되도
록 하였다.

2. 주요 결과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한중 양국정부 승인과 관련하여 2001.12.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 2 차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타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연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광기술분야의 협력센타 설립을 한중과학
기술공동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하였으며, 2002.12. 북경에서 개최된 제 7 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
동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제 1 차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동운영위원회가 
2003.8.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어 한중간에 광기술협력을 확대하여 나갔으며, 
2004.5. 한국 제주에서 제 2 차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동운영위원회와 제 1 
회 한중광기술 워크샵이 개최되며 한중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이 한중 광기술협
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산학연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인력교류 협력을 추진하였다.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
한 및 광동 광밸리를 국내 산학연에게 소개하고, 국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술조사
단을 파견하여 중국 광밸리 육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육성하
는 광주광산업단지와의 협력과 향후 경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
내 레이저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주선하여 국내 업
체가 중국에 레이저장치를 수출하는 성과까지 달성하였다.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선행조사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2001 
년도에는 

- 원자광학 및 결맞음 레이저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 교원대학교: 김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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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포항대학교: 김동
언)

- 차세대 광소자용 ZnO 에피텍셜층의 제작(인하대학교: 김현우 )

3 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2002 년도에는 

- 극자외선 파장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 KAIST: 윤춘섭 )
-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 
  ( 광주과기원: 이병하 )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선행 연구( KIST: 한일기 )

3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3 년도에는 우선적으로 2001년과 2002 년에 지원한 과제를 2003 년 
12 월에 개최되는 제 3 차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 의제로 상정하여야 하였으며, 
차기 실무회의는 2005 년에야 개최되므로 2003 년에는 선행조사연구 지원의 의미
가 퇴색되어 선행조사 연구 과제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 년에 개최된 제 
3 차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서 다음 3 개 과제가 한중협력의제로 선정되어 선행조
사 연구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 원자광학 및 결맞음 레이저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 교원대학교: 김중복 )
-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 
  ( 광주과기원: 이병하 )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선행 연구( KIST: 한일기 )

    그밖에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라는 우산 아래에서 별도로 3 개의 세부과
제로 수행한 국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핵심광기술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중간 진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런 분야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
타라는 우산이 없었으면 협력에 어려움이 많았을 분야이지만 한중 광기술공동연구
센타를 통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년도별로 집행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사업의 분야별 연구비 배분비율은  
표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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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분야별 연구비 배분  (단위: 천원)

년도 총연구비
센타운영 공동 연구

연구비 백분율 선행연구 국가핵심기술 공동연구
연구비 백분율 연구비 백분율

‘01 350,000 130,000 37.1 30,000 8.6 190,000 54.3
‘02 320,000 120,000 37.5 30,000 9.4 170,000 53.1
‘03 292,000 122,000 41.8 0 0 170,000 58.2
합계 962,000 372,000 38.7 60,000 6.2 530,000 55.1

제 4 절 한중 광기술협력 활성화 전략
1. 한중광기술협력의 문제점 분석 

    중국에는 광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며, 정부의 소속 부처도 달
라서 광기술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정부 대표기관이 없고, 이에 따라 한중광기술
협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예산지원 확보가 어려웠으며, 광기술관련 연구기관이 각지
에 흩어져 있고 소속 부처가 다양하여 중국측의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측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보수집의 원활함과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국의 주요 광기술관련 기관들과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국 광기술관련 기관과 국내 
광기술관련 기관 및 산업체를 연계시키고, 세미나 및 학회 초청을 통해 한중 광기
술관련 전문가들의 기술교류를 유도하며 한중간의 광기술분야의 협력을 주도하였
다. 
    한국측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2.12.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가 한중 정부간에 승인을 얻기까지 한중광기술협력을 주도하며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측에 유리하게 진행
되었다. 당초, 중국측 기관에서 기술을 이전 받는 대신 중국측 기관이 개발한 기술
을 한국의 산업체에 연계하며 “상호호혜 원칙”을 세워나가려고 하였으나, 2 단계에
서 추진한 핵심광기술 습득을 위한 공동연구의 내용이 상업화와 거리가 먼 기술들
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은 핵심광기술을 습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중국 정부차
원에서 보면 핵심광기술 습득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위탁연구비가 중국측 기
관에 지급되었지만 한중 광기술협력에 대한 기대에 미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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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교류측면에서도 그동안 한중 각각의 광학관련 산학연 전체 그룹간에 
상대방을 알기 위한 정보제공 및 인맥형성은 이루어 졌으나, 한쪽 그룹에 속하는 
어느 한 기관과 상대방 그룹의 어느 한 기관간의 1 대 1 협력의 추진은 미흡하였
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광기술관련 연구소가 속해 있는 중국과학원에
서는 구체적인 공동연구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상호방문 
위주의 협력에서 탈피하여 공동연구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
나, 현재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
센타의 공동연구는 이와 차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관기관 한 기관
이 수행하는 공동연구라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연구의 추
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차기단계 한중광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이런 공동연구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4.1. 개최한 제 12 
차 국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단계부터 “ 한중 광기술공동
연구센타 공동연구를, 현재 한중 양국의 광기술기관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
는 연구분야에 한정하고,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공통관심분야 연구과제의 문제점
이나 부족한 기술을 본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간에 시너지 효과로 해결하기 위해 추
가로 요구되는 공동연구에 한정 ”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 공동연구는 인력, 직접비를 투자하는 기존의 한중 국제공동연구와 구
별되며, 공동연구의 추진 방향을 양국의 광기술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
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 후에 2004.5.4. 개최한 제 13 차 국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5 개 공동연구과제를 심의하여 지
원키로 결정하였으며, 2004.5.7. 개최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한중 공동운영위
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 레이저 환경 분석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에 관한 
           KAERI-AIOFM 간의 기술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소: 차형기 )

- 다이오드-여기 첨단 레이저 기술에 관한 

           KAERI-SIOM 간의 기술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성만 )

- 극초단 핵융합 중성자생성 기술협력 연구 (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용주 )

- 신기능 자성 극한구조의 선형 및 비선형 광자성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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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 이 백 )

- 양자구조 원적외선 센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원준 )

    차기단계부터 수행할 5 개의 공동연구과제는 전단계에 수행한 국가핵심기
술습득을 위한 공동연구에 비해 상업화에 근접되어 있어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을  활용하여 “상호호혜 원칙“에도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기단계에
는 보다 상업화기술의 협력에 주력하여 양국의 산학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상
호호혜 원칙“을 따를 수 있는 협력을 추구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여러 개의 광밸리 조성 등 광산업 육성에 따라 중국 광산업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이 보유한 광기술의 중국에의 이
전을 통한 상업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제 5 절 결 언
    2 단계 3 년간의 한중 광기술협력을 통해 당초 설정한 “한중 광기술협력 정
립”을 달성하였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한중 정부 승인을 얻어 한중 광기술협
력을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켰으며, 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술조사단 파
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광기술에 대하여 서로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여 한중광기술 협력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구체
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기단계부터는 양
쪽 광기술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연구 및 상업화 기
술에 근접한 광기술 협력을 추구하여 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전단계까지는 양국의 광기술에 종사하는 society 간에 다수( n 
) 의 다수 ( m )에 대한 정보교환 수준의 협력이었으나, 차기단계부터는 양국의 광
기술에 종사하는 society 의 개별 기관간의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한 1 대 1 형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협력을 추구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의 제 2 장에는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 한중 광기술분야 인력 교류 활성화
- 중국 광기술 정보수집/제공 및 DB 구축
-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운영 및 협력 기반조성

관련 업무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제 3장에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
센터가 국내 산학연의 광기술 향상에 기여한 것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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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단계까지의 협력 체제 

그림 1-2. 차기단계의 협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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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업무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주요 업무수행 내용 및 결과

1.  분야 및 내용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타 과제의 2 단계에서는 “한ㆍ중 광기술 협력 정
립”을 위한 단계로 한ㆍ중 광기술 협력을 위한 인프라확충과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창구 역할 수행 및 한ㆍ중 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연구과제 발굴
에 중점을 두고 과제수행을 하였으며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광기술 센타 운영 및 협력 기반 조성
- 한ㆍ중 광기술 센타의 양국 정부의 승인 획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추진
- 중국의 대표 광기술 기관과의 기관간 협력 MOU 체결(KAERI - SIOFM)
- 중국의 여러 광기술 기관의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 참여 유도

(현재 중국 17개 기관)
- 양국간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위원회 개최(2회)
- 국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산ㆍ학ㆍ연을 대표하는 기관이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현재 한국 14개 기관)
- 한ㆍ중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과제 지원

   나. 한ㆍ중 광기술 인력 교류 및 협력 증진
- 중국 광기술 분야 전문가 초청
- 한국 전문가 기술조사단 파견
- 한․중 광기술 워크샵/세미나 공동 개최 
- 한․중 광기술 분야 공동연구 추진

   다. 중국 광기술 정보 수집/제 및 DB 구축
- 중국 대륙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약 840개의 광관련 회사/연구기관 정보

에 대해 2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DB 구축
- 수집된 정보의 인터넷 DB 구축을 통한 정보 공개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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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의 광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2. 주요 결과

본 과제의 2 단계 3년 동안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서 한․중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실적과 중국 현지 기술 조사를 위한 광기술 조사단 파견 실적은 표 
2-1과 표 2-2에 수록하였다. 본 사업의 2단계 동안에 리모트 센싱 광기술 분야와 
적응광학분야, 자유전자 레이저/응용기술 분야, LED분야 및 광기술 분야에 대해 한․
중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광산업 집적지인 광조우 광밸리와 
무한 광밸리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한․중 광기술 R&D 
관련 협력 증진 세미나와 LED 관련 광주 광산업 단지의 전문가들과의 공동 세미나 
를 가졌으며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회의도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 광산업의 
현지 기술 조사를 위하여 중국의 광조우 광밸리와 무한 광밸리의 현황조사를 위한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고출력레이저 응용분야와 LED 분야, 레이저 가공 분
야 및 광응용 산업에 대한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중국내 광관련 기관들과 광관련 전문가 및 광기술 현황 등에 관
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2-1은 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예이다. 또한 본 사업에서 한․중 국제공동연
구 과제 발굴을 위하여 6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한 선행조사 위탁연구 결과를 표 
2-3에 정리하였다.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되는 국내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표 2-4에 정리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양
국간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 위원회 개최 실적은 표 2-5에 정리하였다. 이들 결
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장의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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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중 광기술 공동 워크샵/세미나 개최 내역

일  시 장  소 제     목 비 고

2002. 5. 2. 대전
아드리아 호텔

Remote Sensing 분야 한․중 광기술 
공동 워크샵 개최

한국광학회와 
공동개최

2002. 5. 3. 대전
아드리아 호텔

적응광학 분야 한․중 광기술 공동 
워크샵 개최(한국광학회와 공동개최) 공동개최

2002. 5. 
16-18

제주
제주대학교 

연수원
한․중 자유전자 레이저 및 응용기술 

공동 워크샵
(한국광학회와 공동 개최)

공동개최

2002. 5. 28.
대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중국 광조우 광밸리 설명회 개최

2002. 6. 25.
대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중국 무한 광밸리 설명회 개최

2003. 7. 24. 서울
코엑스 아셈홀 한․중 LED 워크샵 개최 공동개최

2003. 7. 25 전남 테크노 파크 
2층 대강의실

광주 광산업 단지의 LED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

2003. 7. 25
광주

광주시청 및 
LG이노텍

LED관련 초청 해외전문가의 광주 
관련 기관 협력 협의

2003. 7. 
19-21

대전 
Sysnex Co.

LED관련 중국기업과 국내 산업체와의 
연계회의

2004. 3. 2 강원도, 
용평리조트

한․중 광기술 R&D 관련 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2004 Asia Pacific Laser 
Symposium과 공동 개최)

공동개최

2004. 5. 7
제주도, 

제주대학교,연수
원

한․중 광기술 워크샵 2004 개최
(한국광학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학술대회와 공동 개최)
공동개최

2004. 6. 18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

중국의 레이저 가공현황에 관한 
세미나 개최

(레이저가공학회와 공동개최)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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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현지 광기술 조사단 파견 실적
년   도 기   간  기술조사 분야 참가인원 비  고

1차년도
2001. 12. 9-16 중국의 고출력레이저 

응용기술 조사단 8 명 산ㆍ학ㆍ연 
구성

2002. 7. 21-25 중국 광조우 광밸리 및 심천 
첨단산업단지 기술조사단 8 명 산ㆍ학ㆍ연 

구성
2002. 8. 21-25 중국 무한 광밸리 

기술조사단 8 명 산ㆍ학ㆍ연 
구성

2차년도
2003. 8. 17-22 중국의 LED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조사단 4 명 산ㆍ연
구성

2003. 8. 25-27 중국의 레이저 가공 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 조사단 10명 산ㆍ연

구성
3차년도 2004. 6. 

13-16.
중국의 광전자 및 광응용 

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조사단 5명 산ㆍ학ㆍ연 
구성

그림 2-1.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의 홈페이지중 일부
(중국 Hubei 지역의 광기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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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광기술 관련 선행조사 위탁연구 수행내역
위탁과제명

(위탁기관/책
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 

천원)
연구계획
주요내용

연구결과(성과)
주요내용

원 자 광 학 및 결맞음 레이저 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사업 탐색( 한 국 교 원대 학 교 / 김중복)

2001.09.01. - 2002.08.31.(10,000)

- 원자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사업 탐색- 결맞음 레이저 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사업 탐색

- 관련기술 중국 홈페이지 분석을 통한 기관 조사  . 북경대학 연구 결과가 우수함- 북경대학과 물리연구소 방문 및 세미나를 통한 공동 연구 협의- 북경대학 전문가 한국 연구실 방문을 통한 3개월간 공동연구 수행 . 초광속 및 초저속 관련 실험 수행- 한국 학생의 북경대 실험실 방문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그 결과로 2004년도 제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선정

차세대 광소 자 용 ZnO 에피텍 셜 층 의 제작( 인 하 대 학교/김현우)

2001.09.01.- 2002.08.31.(10,000)

- 나노튜브 및 나 노 와 이 어 연구 수행- ZnO등 광소자용 박막 연구 수행

- 나노튜브 및 나노와이어 연구 수행은 중국과학원 고체물리연구소 파견으로 연구수행  . 나노와이어 분야 공동수행 합의 -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전문가를 통한 탄소나노튜브 등 중국내 광나노 기술 정보 수집- 중국과학원 무리연구소를 통하여 탄소나토튜브 연구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청화대학 연구실 방문을 통한 연구현황 및 실험시설 탐방- 광소자용 박막연구는 남경대학과 상해공과대학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포 항 공 대 /김동언)

2001.09.01.- 2002.08.31.(10,000)

-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 연구- 중국과 나노 관련 연구에 관한 협력 체제 구축

- 중국 현지 홍콩시 대학 방문을 통한 세미나 기술 교류/정보수집 - 중국 전문가 국내 초청을 통한 국내전문가들과 의 기술 교류 및 협력 협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중국 전문가들과 토의 및 나노와이어 제작과 광학적 응용에 관한 기술 협의
극 자 외 선 파장 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 한 국 과 학기술원/윤춘섭)

2002.09.01.- 2003.08.31.(10,000)

- 붕 산 계 열 물질β-BaB2O4 (BBO)단결정 연구- 우 수 한 비 선형 KBe2BO3F(KBBF) 연구

- 붕산 계열 물질 β-BaB2O4(BBO) 단결정 연구 수행- 우수한 비선형 KBe2BO3F(KBBF) 연구수행- 청화대학 방문을 통한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 붕산 계열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공동 연구 체제 구축

중 적 외 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기 획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일기)

2002.09.01.- 2003.08.31.(10,000)

- 한ㆍ중 공동 교류를 통한 고품위 중적외선 레이저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협 력 체 제 구축

- 중적외선레이저다이오드 기술정보 수집 및 문헌조사 분석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기술 연구- 전문가 초청/파견을 통한 중국 QCL기술 수준 평가 및 협력방안 협의(중국 전문가 초청 및 기술 협력 협의, 중국 과학원 관련 연구시설 방문, 중국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letter of Intent"작성)- 중국 과학원의 반도체 렙 자료 정리-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한 기반기술 획득- 저온 측정을 위한 소형 간이 Dewar 제작
극초단 레이저를 이한 Superc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연구 ( 광 주 과학기술원/이병하)

2002.09.01.- 2003.08.31.(10,000)

-광대역 극초단 레이저를 이 용 한 Supercontinuum 발생 연구-관련소자 제작을 위한 국제 공 동 연 구 과제 창출

-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발생요인 분석- Supercontinuum 발생에 필요한 극초단 레이저 특성 분석- Supercontinuum 발생에 필요한 비선형 소자 조건 분석 및 시제작- 초고해상도 OCT시스템 한ㆍ중 국제공동연구과제 창출 가능성 타진- 중국 현지 방문을 통한 기술교류/정보수집/협력협의- 중국내 사스 발생으로 인하여 중국전문가의 한국 방문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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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타 운영위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주요 심의 안건 비 고

2002. 4. 4.
대전

스파피아 
호텔

- 한ㆍ중 간 공동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agreement 체결

- 한ㆍ중 광학기술 실무회의 후속조치로
서 중국과학원 산하 물리연구소와 한
국원자력연구소 간 협력 합의문 체결

- 참석자 :11명 
과기부1,연구소
3,대학3,산업체
2,중국전문가2

2002. 7. 4.
서울

과총회관 
811호

- 2002년도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사업 계획

- 핵심기술 협력연구사업 선정
- 2002년도 한ㆍ중 광기술 협력 선행연

구위탁과제 선정

- 참석자 :10명 
과기부1,연구소
4,대학3,산업체
1,중국전문가1

2003. 4. 3
대전

국제원자력
연수원

- 한ㆍ중 광기술 협력센터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한ㆍ중 광기술 협력센터 역할정립
-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

위원회 요령 제정 및 활성화
- 한ㆍ중 광기술 협력센터의 연구기

능의 재정립
- 한ㆍ중 광기술 협력센터의 협력기

반 조성 활성화 방안

- 참석자 :12명 
과기부2,연구소
5,대학3,산업체2

2003. 7. 9.
대전

국제원자력
연수원

- 한ㆍ중 광기술 협력센터 운영위원
회 위원장 선출

- 제 1차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위
원회 개최(중국, 상하이)

- 차기년도 센터 운영 방향 설정
- 차기년도 한ㆍ중 광기술 협력 신규

의제

- 참석자 :10명 
과기부1,연구소
5,대학3,산업체1

2004. 1. 
13.

서울
한국광학회

사무실

- 2003년도 사업 추진 계획
- 제 2회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위

원회 개최
- 제 1회 한ㆍ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 한ㆍ중 광기술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 공동연구과제 추진방안/공모방법/선

정원칙

- 참석자 :8명 
과기부1,연구소
5,대학1,산업체1

2004. 4. 1. 
대전

국제원자력 
연수원

- 2004년도 한ㆍ중 공동연구 과제 공
모 방안 협의

- 한ㆍ중 공동운영 위원회 및 제 1회 
한ㆍ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지원 
방안

- 참석자 :7명 
과기부1,연구소
2,대학2,산업체2

2004. 5. 4.
서울

한구광학회 
사무실

- 2004년도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공동연구과제 심의

- 2004년도 추진 계획
- 참석자 :7명 
과기부1,연구소
2,대학3,산업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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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 위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주요 의제 비 고

2003. 8. 
8.
-

2003. 8. 
9.

중국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 한․중 간 광기술 현황 발표
  한국측 : 10개 운영위원 소속기관의 

활동현황 및 차기년도 계획 발표
  중국측 : 4개 기관의 광기술 활동 현

황 발표
- 상호 협력 방안 협의
- 2002년 12월 제 7차 한ㆍ중 광기공

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국가간 협력
기구로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된 제 1차 한ㆍ중 광기술 공동운영
위원회 

- 중국측 주관기관 : 상해광학정밀기계
연구소 

- 참석자 :19명 
(한국측 6명, 
중국측 13명)
 . 한국측
  과기부과학관
  외 운영위원
  5 명
 . 중국측
  상유시부시장
  외 운영위원
  12명 

2004. 5. 
7. -

2004. 5. 
9.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대학교연수원

- 각 소속기관의 광기술 관련 활동 소
개

- 한ㆍ중 협력사업으로 제 13차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승인

- 한ㆍ중 간 인력교류 및 공동워크샵 
협력 방안 논의

- 새로운 중국측 운영위원 3인 추인
- 제 3차 한ㆍ중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논의
- 제 2차 한ㆍ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계획 논의

- 참석자 :21명 
 (한국측 12명, 
중국측 9명)
 . 한국측
   운영윈원장 
   외 11명
 . 중국측 
   Dr. Ruxin 
   Li(SIOM)외
   운영위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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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중 광기술분야 인력 교류 활성화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에서는 중국 대륙 전역에 흩어져 있는 광기술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들과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기술 교류 체계를 
형성하기 한ㆍ중 광기술 공동 워크샾을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기술세미나와 협
력 협의 등을 통하여 한․중 광기술 관련 기관간의 많은 기술 교류를 가졌다. 또한 
국내의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광기술 조사단을 중국 현지의 광기술 기관에 파견하
여 중국 현지의 광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의 전문가
들과의 기술 교류 및 상호 협력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본 사업에서는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관련 회사와 연구소 및 학교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중국 광기술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등
을 위하여 한ㆍ중 광기술 공동 세미나 및 워크샾을 개최하였다. 국내의 산학연 광
기술 전문가들과 중국의 광기술 전문가들은 본 행사에서 상호 토론과 기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광기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
는데 이바지 하였다. 2 단계 3 년 동안 총 11회의 세미나 및 워크샾이 개최되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중 광기술 세미나 개최(Remote Sensing분야)

(1) 일자 : 2002 년 5 월 2 일

(2) 장소 : 대전 아드리아 호텔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4) 공동주관 :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5) 참석자 : 50 명

- 한국측 : 김철중, 차형기, 송규석, 차병헌, 김덕현 (한국원자력연구소), 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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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육군사관학교), 박종대(배재대), 정창섭(전남대), 김재기(국방과

학연구소) 등 50 명

- 중국측 : Jun Zhou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hiness Academy of Sciences), Weijun Zhang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6) 분야 : Laser Remote Sensing 분야 

(7) 주제발표논문 : 

- Overview of Lidar Remote Sensing at AIOFM

- Real-time analysis of Vehicle Exhaust Gas Using REMPI-TOFMS

- LADAR 기술의 이해와 오존 도의 측정 등

사진 2-1. 중국과학자 한국원자력연구소 LIDAR 연구시설 방문

나. 한․중 광기술 공동 워크샵 개최 (Application of Adaptive Optics 분야)

(1) 일자 : 2002 년 5 월 3 일

(2) 장소 : 대전 아드리아 호텔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4) 공동주관 :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5) 참석자 : 60 명

- 한국측 :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이용주(한국원자력연구소), 

          김재기(국방과학연구소), 홍경희(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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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웅(청주대),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문일권(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정해빈(범광기전)

          등 60 명

- 중국측 : Xinyang Li(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Xuejun Zhang(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6) 분야 : Application of Adaptive Optics(medical, astronomical) 분야 

(7) 주제발표논문 : 

   - A small adaptive optical system on table for human retinal imaging

   - Astronomical application of adaptive optics in institue of optics and

     electro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등 

사진 2-2. 한중광기술 워크샵에서 Xinyang Li 교수의 논문 발표

다. 한․중 자유전자레이저 및 응용기술 공동 워크샾 개최

(1) 일자 : 2002 년 5 월 16-18 일

(2) 장소 : 제주대학교 연수원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한국광학회

(4) 참석자 : 9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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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 : 이재형(서울대), 남창희(KAIST), 박대윤(인하대), 김철중(KAERI), 

한재원(연세대), 이병철(KAERI), 정 욱(KAERI), 조성(KAERI), 박

성희(KAERI), 공홍진(KAIST), 김재기(ADD), 이종훈( 남대), 강

인원(한국전광), 김광석(금광), 김정묵(한빛레이저) 등 90 명

- 중국측 : Yizhuang Xu (Beijing University, China), Wei Lu (Shanghai 

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 China)

- 일본측 : Koichi Toyoda (Tokyo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5) 분야 :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자유전자레이저 응용 기술 개발

(6) 주제발표논문 : 

- High Brightness X-ray and -ray Generation by the KAERI MIR FEL 

and Its Applications, Seong Hee Park (KAERI)

- Application of  BFEL on Materials Science and Bio-science, Yizhuang 

Xu (Peking University, China) 

- Characterization of infrared opto-electronic material by FEL, Wei Lu 

(SITP, China)

- Wide-band FIR FEL Driven by a Compact Microtron,  Young Uk Jeong 

(KAERI)

- Develepment of a Superconducting Accelerator for High Power MIR 

FEL, Sung Oh Cho (KAERI)

- Present Status of the FEL-SUT project, Koichi Toyoda (Science 

University of Tokyo, President of Laser Society of Japan)

- Free Electron Lasers, Byung Cheol Le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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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한․중 자유전자레이저 및 응용기술 공동 워크샵 참석자 기념촬영

라. 중국 광조우 광밸리(GuangDong Photon Valley) 설명회 개최

(1) 일자 : 2002 년 5 월 28 일

(2)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4) 참석자 : 국내 광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 소속의 18 명

이규남(Link Korea, kyudlee@unitel.co.kr), 박일호(하나기술㈜, inpark@ 
hahalaser.co.kr),  최재묵(도남시스템㈜, jmchoi@fiberpro.com), 박재범(㈜
코오롱, jbpark@kolon.com), 현민(삼성코닝,  heonmin@samsung.co.kr), 이
상준(한국광산업진흥회, lees@kapid.org), 김태훈(한국광산업진흥회, 
thkim@kapid. org), 이종민(제이비옵틱수㈜, 99heijing@hanmail.net), 송 영
란(삼성전자, songyr@samsung.co.kr), 곽병희 (삼성테크원, byungii@ 
samsung.co.kr), 김건희(KBSI), 황석용(Parmi) 

(5) 발표자 :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단장)

        Yanyi Chen (중국 광조우 GIET 소장 )
        Yaotang Li ( 중국 광조우 GIET 교수, Opto-electronic Lab.)

(6) 발표주제 :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 The Guangdong Photon Valley Project: Strategic Planning and Development 

Of Optical Technologies in the 21st century By Guangdong Photon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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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Group, Guangzhou, China

- Guangzhou Institute of Electronic Tech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Holographic Activities at GIET

          사진 2-4. 광조우 광밸리 설명회

마. 중국 무한 광밸리(Wuhan - Optics Valley) 설명회 개최

(1) 일자 : 2002 년 6 월 25 일

(2)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4) 참석자 : 국내 광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 소속의 11 명

강병직(도남시스템), 황선기(옵토웨이퍼테크㈜), 김광윤(전남대 산학협
력관), 이용주(한국원자력연구소), 박재범(코오롱), 박일호(하나기술), 김
광석(금광(주)), 이상준(한국광산업진흥회), 김태훈(한국광산업진흥회), 
권일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강수(한빛레이저(주))

(5) 발표자 :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단장)

        Zhang Ping ( Wuhan Optical Valley 주임 )
        Chen Zuhai ( HUST 대학교수) 
        Zhu Xiao ( HUST 대학 교수) 

(5) 발표주제 :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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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uhan - Optics Valley of China
- Fiber Coupled High Power Diode Laser and Pumped Solid State Laser

- High Power Laser and Its Application in HUST 

            
             사진 2-5. 무한 광밸리 설명회

바. 한․중 LED(Light Emitting Diode) 워크샵 개최

(1) 일자 : 2003 년  7 월  24 일 (목)

(2) 장소 : 서울 코엑스(COEX) 아셈(ASEM)홀 208호 
(3) 주관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한국원자력연구소)
(4) 공동주관 : 나노광학 연구실(광주과학기술원)
(5) 참석자 : 46 명
∙ 한국측 :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차형기(한국원자력연구소), 박성주(광

주과학기술원), 홍창희(전북대학교) 외 41 명

∙ 중국측 : LiangHui Chen(Institute of Semiconductors, Academician), 

Yang Hui(Institute of Semiconductors, Vice President), Luo 

Yi(Tsinghua University, Electronic Engineering, Professor), 

Guoyi Zhang(Peking University, Physics, Professor), Xiaoguang 

He(Xiamen Sanan Electronics, Vice President)

(6) 분야 : Lignt Emitting Diode 응용 기술 분야 
(7) 주제발표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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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industry in China

 (Prof. Chen Lianghui, Institute of Semiconductors, China)

- The GaN-based LED research and production in China 

 (Dr. Zhang Guoyi, Beijing University, China)

- Processing technologies for GaN based blue LED fabrication

 (Dr. Yi Luo, Tsinghua University, China)

- Progress in epitaxy technology of GaN blue LEDs

 (Dr. C. H. Hong, Chon Buk University, Korea)

- Investigations on the life time of GaN blue LED

 (Dr. Yang Hui, Institute of Semiconductors, China)

- Full color, whole process high brightness LED develompment in China

 (Dr. Xiaoguang He, Xiamen Sanan Electronics Co., China)

- Fabr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highly efficient GaN LED

 (Dr. S. J. Park, K-JIST, Korea)

(8) 행사에 참여한 국내기업 및 부서: 
- LG. Philips LCD, 4그룹

- 서울 테크놀로지(주), Vice President & CFO

- 선익시스템(주), 반도체사업부

- Deltron International, 업부

- 연세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 홍보과 환경디자인팀

- Advanced Optoelectronic Technology Inc., 

- Straty Market Development

- 일진(주), 신규사업개발팀 

- 한국제지(주), 경 연구 TFT

- Advanced 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Co., Ltd., CEO

- 나리지 온(주), EFI 기술팀

- 한국엑센트옵티컬테크놀러지스(유), 기술 업부

- 세미백아이엔씨(주), General Manager

- 에피밸리(주),  Compound Semi. Tech., Executive Director

- 옵토웨이퍼테크(주), 부설연구소

- NewWave Research Merchantek Products, 한국지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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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샘전자주식회사, 산업전자(사)

- 한국조명기술연구소(재), 디자인설계개발실

- 엔지엠 파이 워터, 기술개발연구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연구부

- 디스플레이 아시아, 광고 업부

- 신 전자주식회사, 기술 업부

- Elliot Intelligence Co., Ltd., 마케팅팀

- 에피플러스(주), 개발 1실

- 삼성전기, 박막사업부, 공정기술그룹, 공정기술그룹제품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원천기술연구소, 광전소재팀

- 기타, 엔지엠 코리아, 명지대학교, 명성라이픽스, 바이옵트로, SSI, 인일삼

공 등

사진 2-6. 중국 북경대학의 Guyoi Zhang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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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7. 광주과학기술원의 박성주 교수 발표

사진 2-8. 한․중 LED워크샵 주요 참섬자들과의 기념사진

사. 광주 광산업 단지의 LED(Light Emitting Diode)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

(1) 일자 : 2003 년  7 월  25 일 (금)

(2) 장소 : 전남 테크노 파크 2층 대강의실 
(3) 공동주관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한국광기술원
(4) 참석자 : 100 명
∙ 한국측 : 김철중(한국원자력연구소), 송규석(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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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한국광기술원), 이상준(한국 광산업 진흥회)외 100명

∙ 중국측 : LiangHui Chen(Institute of Semiconductors, Academician), 

Yang Hui(Institute of Semiconductors, Vice President), 

Luo Yi(Tsinghua University, Electronic Engineering, 

Professor) 

Guoyi Zhang(Peking University, Physics, Professor)

Xiaoguang He(Xiamen Sanan Electronics, Vice President)

(5) 분야 : Lignt Emitting Diode 기술의 산업 응용 분야 
(6) 주제발표논문 : 
- LED industry in China

- Investigations on the life time of GaN blue LED

- Processing Technologies for GaN based Blue LED Fabrication

- The GaN-based LED research and production in China

- Full Color, Whole Process High Brightness LED Development in China

사진 2-9. 중국 LED 전문가 초청기술세미나 개최(전남 테크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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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0. 중국 반도체연구소의 LiangHui Chen 교수 발표

아. LED관련 초청 해외전문가의 광주 관련기관 협력 협의

(1) 일자 : 2003 년  7 월  25 일 (목)

(2) 장소 : 광주시청 및  LG이노텍(주)

(3) 공동주관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한국광기술원
(4) 협력협의자 :
- 광주 부시장

- LG이노텍 이사

- ChenLiang Hui(중국, 반도체연구소, 원사)

- Yang Hui(중국, 반도체연구소, 부소장)

- Luo Yi(중국, 청화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 Guoyi Zhang(중국, 북경대학, 물리학과, 교수)

- Xiaoguang He(중국, Xiamen Sannan Electronics,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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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1. 한․중 LED 관련 행정 협력협의(광주시청 소회의실)

사진 2-12. 한․중 LED 관련 실무 협력협의(광기술원 원장실)

자. LED관련 중국 기업과 국내 산업체와의 연계 회의

∙ 국내 기업 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상호 기술 협력 소개

∙ 중국 기업 : 반도체 연구소(Institute of Semiconductors)

(Chen LiangHui 원사, Yang Hui 부소장)

∙ 국내 기업 : Sysnex Co. (대표이사, 이경하)

∙ 국내 MOCVD 제조사의 중국 진출 협의 (2003. 7. 1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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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중 광기술 R & D 관련 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Seminar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Laser R & D Between 

   Korea and China)

(1) 일자 : 2004 년 3 월 2 일

(2)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Emerald Hall)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2004 Asia Pacific Laser Symposium과 동시개최 

(4) 발표자

(가) 중국 측 발표자

① 성명 : Jian-Quan Yao

   직위 : Academician, Vice Chair of Laser committe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Laser & Opto Electronics

   소속 : Tianjin University 

   발표 제목 : Laser Research at Tianjin University

② 성명 : Dr. Guoquan Zhang

   직위 : Professor

   소속 : Nankai University 

   발표 제목 : Optics Research Activities in Nankai University

③ 성명 : Baoli Yao

   직위 : Professor, Director of State Key Lab of Transient Optics 

         Technology

   소속 :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발표 제목 :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XIOPM), CAS

④ 성명 : Jiqiang Zhu

   직위 : Professor 

   소속 :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발표 제목 : Key Laboratory of Optical and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East China Normal Universitiy)

⑤ 성명 : Dr. Ruxin Li (한․중 광기술 협력과제 중국측 대표)

   직위 : Professor

   소속 :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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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측 발표자

① 성명 : Cheol-Jung Kim

   직위 : 한중 광 기술 협력 센타 사업 책임자

   소속 : 한국 원자력 연구소

   발표 제목 : Introduction to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OSTCC) Program

② 성명 : Yong-Joo Rhee

   직위 : Project Manager

   소속 : Quantum Optics Lab.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발표 제목 : Collaboration on Ultra-Short Sciences Between ROK and 

               PRC(Past, Present and Future)

③ 성명 : Sung-Man Lee

   직위 : 책임연구원

   소속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발표 제목 : Development Status of KAERI's DPSSL

(5) 주제발표 :

- 한•중 광기술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들

외에 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현황 소개 및 협력 방안 협의

- 국내의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광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기관 소개 및 효율적인 협력방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6) 참석자 : 김철중(KAERI), 공홍진(KAIST)외 30명

- Bisson : Institute of Laser Science(Japan)

- Qihong Lo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China)

- Wei Y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Baoli Yao : Xi'an Institu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CAS(China)

- Zungi L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Jiangiang Zh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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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hina)

- Shiqi J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XiangZhao Wang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Haijun Qiao : TEDA Applied Physics School, Nankai 

University(China)

- Guoquan Zhang : Photonics Center, College of Physics Science, 

NanKai University(Tianjin, China)

- Yasukazu Izawa :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Osaka 

University(Japan)

- ChangHwan Lim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Ken-ichi Ueda : Institute for Laser Science, University of 

Tele-communications(Japan)

- Yeong-Sik Kim : Department of Physics, DanKook University(Korea)

- Wei Fa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Chengpu L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Hanlin Peng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MyungSik Cha : Pusan National University(Korea)

- YoungHo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Ruxin Li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ByungDuk Yoo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JianQuan Yao : Tianjin University, Institute of Laser & 

Opto-electronics

- Yong-Joo Rh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Hyunmin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YongHo Cha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YoungUk Jeong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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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kJin Cha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Seung-Kyu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Sungman L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사진 2-13. 한․중 레이저 R & D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Laser Research at Tianjin Universtiy)

사진 2-14. 한․중 레이저 R & D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Development Status of KAERI's DP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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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제 1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ROK-PRC Optical Workshop) 개최

(1) 일자 : 2004 년 5 월 7 일

(2) 장소 : 제주도, 제주대학교 연수원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한국광학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학술대회와 공동 개최

(4) 발표 주제 및 발표자

- Introduction to Laser Nuclear Physics

  Dr. Naiyan Wang(CIAE, CHINA)

- Some Results from the Joint-Research Program Between CIOMP and 

  KARI 

  Dr. Xeujun Zhang(CIOMP, CHINA)

- Develompent of Ultrafast Lasers and Ultrafast Diagnostics in SKLTO

  Dr. Wei Zhao(XIOMP, CHINA)

- LD Pumped Fiber Lasers and Ceramic Lasers at SIOM

  Dr. Qihong Lou(SIOM, CHINA)

- Development of Laser Aerosol Mass Spectrometer

  Dr. Li Fang(AIOMP, CHINA)

- Two-Wavelength Mie Lidar for Tropospheric Aerosol Measurements

  Dr. Jun Zhou(AIOFM, CHINA)

-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High-Intensity Ultrashort Pulse 

  Lasers and Plasmas 

  Dr. Ruxin Li(SIOP, CHINA)

- ROK-PRC Collaboration on the High Density Laser Plasmas

  Dr. Yongjoo Rhee(KAERI, KOREA)

- Tuning Characteristics of High-Birefringence Long Period Optical 

  Fiber Grating

  Dr. RongHui Qu(SI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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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Laser Development in the Cooperation Between DICP and 

  KAERI

  Dr. Xin-Min Han(DICP, CHINA)

- Development of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in KAERI

  Dr. SungOk Kwon(KAERI, KOREA)

- Mid-IR Quantum Cascade Lasers Operation in Singlemode and 

  Quasi-CW

  Dr. Aizhen Li(SIMIT, CHINA)

- Characterization of Semiconductor Interfaces by Reflectance-Difference 

  Spectroscopy

  Dr. Yong-Hai Chen(IOS, CHINA)

(5) 참석자 : 김철중(KAERI), 남창희(KAIST) 외 국내 광관련 전문가 60명

            Xeujun Zhang외 중국 광관련 전문가 8인

사진 2-15. 제 1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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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국의 레이저 가공 산업 현황 세미나 개최

(1) 일자 : 2004 년 6 월 18 일

(2) 장소 :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

(3)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레이저가공 춘계학술대회와 공동 개최

(4) 참석자 : 국내 광기술 관련 전문가 60명

        - Zhu Xiao(Laser Institute소장, Huashong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 김철중(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과제책임자), 

박황호(레이저가공학회장) 등

(6) 분야 : 중국의 고출력레이저 개발 및 응용 산업 현황

          * Zhu Xiao교수 방문 기간 중 국내 레이저 업체 방문 및 상호 협력 

            협의(이오테크닉스(주), 현대자동차(주), 한광(주), 금광(주) 등)

사진 2-16. 중국의 레이저 가공 현황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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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조사단 파견

    본 사업에서는 중국 광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호 기술 
토론 및 협력 협의를 통하여 중국 광기술의 자료 조사 및 국내 광기술의 국제 
경쟁력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산학연 대표자로 구성된 중국 광기술 조사단
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의 상해, 북경, 성도, 총칭 및 장춘, 광조
우, 무한 등의 지역에 있는 여러 광기술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를 방문 시찰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여러 광기술 기관
들의 상호협력을 유도하였다. 중국 정부는 광응용 기술이 미래의 주요 산업임을 
인식하고 중국의 장춘과 무한 및 광조우에 각각 거대한 광밸리를 조성하고 있
다. 본 2차년도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인으로 구
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광밸리들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기술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 고출력 레이저 응용기술 조사단 파견

(1)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직위/분야

産

박봉수

Park, Bong Soo

금오광통신

Kumoh Optical Telecom
사장/광통신

정병호

Chung, Byung Ho

Optonet

Optonet Technology
사장/광통신

이창권

Lee, Chang Kwen

누비텍

Nubitek
전무/광통신

안보

Ahn, Bo Young

로벌광통신

Golbal Optical Communication
이사/광통신

學
정성호

 Jeong, Sung Ho

광주과학기술원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조교수/레이

저 미세가공

이재일

Lee, Jae Il

광주과학기술원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벤처창업센타

과장/광기술

硏
차형기

Cha, Hyung Ki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책임연구원/

분광학

정 욱

Jeong, Young Uk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레이저

(2) 기술조사단 방문 기간 : 2001. 12. 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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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기관 : 고출력 레이저 및 응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의 연구

               소, 대학, 산업체 방문

- 상해지역 : Oplink, SCSSO 등 2개 산업체, 상해교통대학, 상해복단대학, 

상해대학 등 3개 대학,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SIOM) 등 1개 연구소, 총 6개 기관 

- 북경지역 : 고능물리연구소(IHEP)

- 합비지역 : 안휘정 기계광학연구소

 표 2-6. 한․중 광기술 조사단 조사 대상 기관 개요

     

구분 기 관 명 주요 생산품(産) / 방문 분야(學硏) 비 고

産
Oplink Co.

- 광학용 결정 

- 광통신용 수동 광학계 소자 

- 광학 소자  

SCSSO Co.

- 레이저 이득 매질용 결정

- 광학 소자용 결정

- 사파이어 결정

學
상해 교통 대학 - 광통신 연구실

상해 대학 - 광통신 연구실

상해 복단 대학 - 정보통신학과

硏

상해광학

정 기계연구소

(SIOM)

- 레이저 핵융합 시설

- T-cube(Table-top Terawatt) 레이저 실험실

- 광통신 실험실

- Photon Craft 연구실

고능물리연구소

(IHEP)

- 적외선 광대역 자유전자레이저 시설

- 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 응용 연구 실험실

  ․Optical spectral analysis station 
  ․Steady-state analysis station 
  ․Transient-state analysis station 
  ․Life sciences station 
  ․Beam Micro-bunch application station 

안휘정 기계

광학연구소

(AIOFM)

- Laser atmospheric propagating and  

  sounding

- Laser spectroscopy

- Environmental optics/monitoring tech.

- Optical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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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조우 광밸리(GuangDong Photon Valley) 및 심천 첨단산업단지 

   기술조사단 파견

(1)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기 업

채진석
Chae Jin Seok

한국전광(주)/사장 광통신 

광학부품

박충선
Park Choong Sun

부원광학(주)/연구소장 광통신 

광학부품

박홍진

Park Hong Jin
이오테크닉(주)/부장 레이저마킴/

가공

최민호

Choi Min Ho
Aliegned Tech.(주)/이사

광통신 

광학부품

대 학
홍경희

Hong Kyung Hee
육군사관학교/교수

한국광학회 
차기회장

연구지

원기관

이상현

Lee Sang Hyon
한국광학기기협회/주임 산자부산하

연구소

박승규

Park Seung Kyu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광계측

김철중

Kim Cheol Jung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단장/

광학

(2) 기술조사단 방문기간 : 2002. 7. 21. - 25(4박 5일)

(3) 방문 기관 : 

 - 광조우지역 : GuangZhou Institue of Electronic Technology, 광조우광밸리

개발협회,

               Zhongshan University,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 심천지역 :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Bayton, Sh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Co.,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4) 방문기관 및 상호 기술토의/협력협의자 명단(성명/소속/직위)

- GuangZhou Institue of Electronic Technology

: Yanyi Chen(소장), Yaotang Li(실장) 외 5인

- GunagZhou Crystal Technology Co./중국과학원

: 사장(총경리)/Percy Peng(Export Department Manager) 외 2인

- 광조우 광밸리 개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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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u Yue Lun(Vice Chairman, GuangZhou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District/GuangZhou Export Processing Zone          

Administrative Committee) 및

: Zhu Ping(Section Chief, GDPV, Planning and Science & Technology  

Bureau, GunagZho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GuangZhou      Export Processing Zone, GuangZhou Duty 

Free Zone) 외 1인

- Zhongshan University

: Wei-Zhu Lin(교수/State Key Lab. of Optoelectronic Meatrials and     

Technologies 책임자) 외 3인

-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 Changjun Liao(교수/supervise graduate study in photonics and solid  

state electronics) 외 2인

-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 Li Feng(Senior Vice President), Marten Jiang(Support Dept. Manager)

외 3인

- Shenzhen Bayton Technology LTD

: Peter Zhou(President)외 실무자 3인  

- Sh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Co. LTD

: Binlong Zhang(CEO)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 Li Hao(President, General Manager), 왕옥매(부사장/감사)

사진 2-17. GunagZhou Crystal Tech.사 시찰 및 광조우광밸리협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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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8. Zhongshan Univ. 및 South China Normal Univ. 방문

다. 무한 광밸리(Wuhan - Optics Valley) 기술조사단 파견

   무한은 장춘, 광주와 함께 중국의 3대 광 집적지중의 하나로서 화중과기대
학등 많은 광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무한 광 밸
리는 레이저, 레이저 가공, 광통신 분야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모듈
공정, 광통신시스템, fiber grating sensor 기술이 우수하다. 

   

(1)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대 학

이병하 광주과학기술원/교수 광통신 

광학부품

김칠민 배재대학교/교 레이저

김현우 인하대학교/교수 광통신
김광식 Aliegned Tech.(주)/이사 광통신 

기 업

김광석 금    광(주)/대표이사 레이저가공
박일호 하나기술(주)/대리 레이저제작

연구소
유병덕 한국원자력연구소/부장 광기술
박현민 한국원자력연구소/선임연구원 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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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조사단 방문 기간 : 2002. 8. 21. - 25

(3) 방문 기관 : 

   - 화중과기대학 레이저 국가 중점 실험실 
   - 화중과기대학 구내 광 관련 기업    
     . 武漢濱湖機電技術産業有限公司 방문
     .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圖像分公司 방문
   - 화중과기대학 과학 기술 Zone내 광 관련 기관
     .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방문 
     .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高理電子分公司 방문 
     . 武漢華中數控股份有限公司 방문 
   - 무한 광 밸리 구역 광 관련 기업   
     . 湖北光通光電係統股份有限公司 방문
     . 武漢衆泰科技有限公司 방문
     . 楚天激光集團 방문 
     . 武漢凌雲光電科技有限責任公司 방문
     . 武漢郵電科學硏究院(WRI), 烽火通信科技股份有限公司 방문
    - 레이저 이용 medical Center   

            

(4) 기술토의 및 상호협력 협의자 명단

(가) 성  명 :  王盛高(Wang Shenggao)

    소  속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  책 : International Officer, 

    연락처 : Tel.  +86-27-87542257, 87545698   

             Fax : +86-27-87547063

    e-mail : sgwang@hust.edu.cn

    U R L : http://www.hust.edu.cn/english/index.html

(나) 성  명 : 李昊(Li Hao)

    소  속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  책 : Director

    연락처 : Tel : +86-27-87542157   Fax : +86-27-875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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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haoli@hust.edu.cn

(다) 성  명 : 程祖海(Cheng Zuhai)

    소  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99(O)  Fax. (027)87543755

    e-mail : Lsklab@hust.edu.cn

(라) 성  명 : Zhu Xiao

    소  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Vice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e-mail : zx@hust.edu.cn

(마) 성  명 : 李再光(Li Zai Guang)

    소  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e-mail : LZHGU@blue.hust.edu.cn

(바) 성  명 : 許德勝(Xu De Sheng)

    소  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Associate Professor

    연락처 : Tel.  86-27-87543755

    e-mail : lsklab@hust.edu.cn; xuds@hust.edu.cn

    U R L : http://www.laserlab.hust.edu.cn

(사) 성  명 : 李正佳(Li Zheng Jia)

    소  속 : Institute of Laser Tech. & Engin.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  책 :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2, (027)87541794 

             Fax. 0086-27-8754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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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zhjLi@mail.hust.edu.cn

(사) 성  명 : 李志剛(Li Zhi Gang)

소  속 : Vice President, China Die & Mould Industry Association

  Diretor, State Key Laboratory of Die & Mould Tech.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교수
연락처 : Tel. (86-27)87543494(O), Fax. (86-27)87554405

  e-mail : zgli2@mail.hust.edu.cn

(아) 성  명 : 王從軍(Wang Cong Jun)

소  속 : School of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  책 : 박사
연락처 : Tel. (027)87541145-4, (027)87547227 

  Fax. (027)87548581

  e-mail : walden@binghu.hust.edu.cn

(자) 성  명 : 唐霞輝(Tang Xia Hui)

소  속 :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Huazhong University of Sci. & Tech.

직  책 : Vice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27-87924184  Fax. 86-27-7924779

  Mobile : 

 e-mail : txh@hglaser.com(O), httang@263.net.cn(O)

  U R L : http://www.hglaser.com

(차) 성  명 : 阮海洪(Ruan Hai Hong)

소  속 :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직  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 0086-27-87925217  Fax : 0086-27-87925217

  e-mail : rhh@hglaser.com

  U R L : http://www.hglaser.com

(카) 성  명 : 李曉平(Li Xiao Ping)

소  속 : Image Tech. Development Branch of Huagong T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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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Vice Director, Ph.D,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027)87556042  ext : 8108/8109,

  Fax : (027)87547655

   e-mail : lixp@mail.hust.edu.cn

(타) 1. 陸云祥(Lu Yun Xiang)

소속 : Wuhan Huazhong Numerical Control System Co.,Ltd.

직책 :  Vice General Manager Professor

연락처 : Tel. +86 27 87924552  Fax. +86 27 87924552

 e-mail : market@www.menc.hust.edu.cn

(파) 성  명 : 武學章(Wu Xue Zhang)

소  속 : GaoLi Electron Branch of Huagong Tech Co.,Ltd.

직  책 : 부사장
연락처 : Tel. (027)87925175  Fax. (027)87925178

 e-mail : gaolixz@public.wh.hb.cn

  URL : http://www.globalsources.com/gaoli.co

(하) 성  명 : 王繼增(Wang Ji Zeng)

소 속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East Lake High Tech.

 Development Zone of the Wuhan Municipal Goverment 

 Foergin Economy & Affairs Division

직  책 : Deputy Division Chief

연락처 : Tel. 0086-27-87405484,  Fax : 0086-27-87802764

 e-mail : Jizengwang@163.net

(거) 성  명 : 羅勇( Lu Yong)

소  속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East Lake High Tech.

  Development Zone of the Wuhan Municipal Goverment

직  책 : Project Officer, Foreign Economy & Affairs Division

연락처 : Tel : (86)-27-87405484  Fax : (86)-27-87802764,

  e-mail : 

  U R L : http://www.chinaov.org

(너) 성  명 : 陳義紅(Chen Yi Hong)

소  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  책 : Chief Scientist  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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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8627)87780500,  Fax : (+8627)8777612

 e-mail : director@ChinaLasers.com

  U R L : http://www.ChinaLasers.com

(더) 성  명 : 張有元(Zhang You Yuan)

소  속 : Wuhan Zhong Tai Digital Optoelectronic Equipment

  Co.,Ltd.

직  책 : Manager

연락처 : Tel : 027-87879901, 027-87870098 

  Fax : 027-87870897

 e-mail : whztlase@public.wh.hb.cn

  U R L : http://www.whzt.com

(러) 성  명 : 付俊(Fu Jun)

소  속 : Wuhan ZhongTai Science and Technology Co.,Ltd.

직  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 00862787870098, 87878489

  Fax : 00862787870897  

 e-mail : fujun@whzt.com, whztlase@public.wh.hb.cn

  U R L : http://www.whzt.com

(머) 성  명 : 吳讓大(Wu Rang Da)

소  속 : WUHA CHUTIAN LASER(GROUP)CO.,LTD.

직  책 : President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86-27-87458847  Fax : +86-27-8756282

  Mobile :

  e-mail : Wurangda@chutianlaser.com

  U R L : http://www.chutianlaser.com 

(버) 성  명 : 王鋒(Wang Feng)

소  속 : Lingyun Photoelectronic System Co.,Ltd.

직  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 27 83667131,  Fax. +86 27 83667131

  e-mail : fwang@lupe.com.cn

  U R L : http://www.lup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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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9. HUST 광전문가 및 레이저 국가중점 연구실원들과 면담 

사진 2-20. 플라스틱성형 국가중점연구실 및 CO2레이저가공실 방문

라. 중국 LED산업 조사를 위한 국내 기술 조사단 파견

      

(1)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기 업

박해성 에피플러스(주)/대표이사 광기술

안춘호 하이쏠라(주)/대표이사 광응용

연구소/

지원기관

송규석 한국원자력연구소/책임연구원 레이저

이상준 한국광산업진흥회/부장 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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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조사단 방문 기간 : 2003. 8. 17. - 22

(3) 방문 기관 : 

   - 북경대학 LED 연구소
   - 청화대학 LED 연구소
   - Institute of Semiconductor, CAS

   - Institute of Physics

   - Hua Lian Electronics Co.

   - San'an Electronic Co. Ltd.

   - 하문 대학

(4) 주요 면담자

- Prof. Chen Lianghui, Academician, Institute of Semiconductor 
Chinese Academy of Science, China

- Wu Ling, Director, National Advanced Materials productivity 
Promotion Center, China

- Dr. JinMin Lee,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Semiconductor 
Chinese Academy of Science, China

- Prof. Yi Luo, Professor,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Tsinghua 
University, China

- Prof. Guo Yi Zhang, Professor, Dept. of Physics, Peking 
University, China

- Dr. Xiao Guang He, Vice-President, San'an Electronics Co. Lt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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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21. 북경대학 LED 연구소 현황 소개

 사진 2-22. San'an Electronic Co.에서 LED 생산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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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레이저 가공 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 조사단 파견

(1) 파견 목적 : 중국의 레이저 가공 산업 기술 조사 및 협력 방안 논의

   지난 2002년에 무한지역 기술조사단을 1 차 파견하여 무한의 레이저 가

공산업 현황을 국내 관련업체에 소개하 으며,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의 

관심이 높아 졌고, 이번에 관련 업체가 중국업체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실질

적인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직접 해당 업체들의 기술조사단을 

파견하 다.

(2)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기 업

성규동 이오테크닉스(주)/대표 레이저마킹

계명재 한광(주)/교 레이저제작

김득영 오리엔트 엠지(주)/대표 광응용

이재갑 싸이언텍(주)/대표 광응용

최승수 AMT(주)/대표 광응용

김구철 람다리서치/대표 광응용

김연수 EISA/대표 레이저제작

연구소/

지원기관

유병덕 한국원자력연구소/부장 광기술

박현민 한국원자력연구소/선임연구원 광기술

마삼열 한국광학기기협회/부회장 광산업

(3) 기술조사단 파견 기간 : 2003년 8월 24일 - 27일 (3박 4일)

(4) 주요 방문 기관 : 

- 무한 광 밸리 사무소
- 화중과기대학 방문
   . 화중과기대학 내 레이저 연구소 방문
   . 화중과기대학 레이저 연구소와 간담회 및 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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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elink Technology Co., Ltd (WRI 소속)

   . WRI 내의 Fiber-Home

   . 武漢華工正源光子技術有限公司

   .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 무한 광 밸리 구역 광 관련 기업 시찰   
   . Jinshikai company

   . 武漢天駿激光有限公司 방문
   . 楚天激光集團 방문 
   . 한중 기업들간의 좌담회        
- 武漢團結激光股份有限公司(Wuhan Unity Laser) 방문
 

(5) 주요 면담자

(가) 성  명 : 許桂華(Guihua Xu)

    소  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  책 : 副總經理 

    연락처 : Tel.  +86-27-87720426, 87452905, 87455805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나) 성  명 : 陳海斌(Haibin Chen)

    소  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  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86-27-87452907, 87452905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다) 성  명 :  段少華(Shaohua Duan)

    소  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  책 : 副總經理 

    연락처 : Tel.  +86-27-87412696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라) 성  명 : 吳讓大(Wu Rang Da)

    소  속 : WUHAN CHUTIAN LASER(GROUP)CO.,LTD.

    직  책 : President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86-27-87458847    Fax : +86-27-875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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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 Wurangda60@chutianlaser.com

    URL : http://www.chutianlaser.com 

(마) 성  명 : 賀新怡(Xinyi He)

    소  속 : Tianjun Laser Co., Ltd

    직  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 +86-27-87451973    Fax : +86-27-87453805

    전자메일 : hexinyi@tianjunlaser.com

    URL : http://www.tianjunlaser.com 

(바) 성  명 : 張燕(Equal Zhang)

    소  속 : Wuhan Guide Optical Electronics Co.,Ltd.

    직  책 : Sales Manager

    연락처 : Tel : +86-27-87526607    Fax : +86-27-87526810

    전자메일 : Equal@guide-infrared.com

    URL : http://www.guide-infrared.com 

(사) 성  명 : 柯細軍(Xijun Ke)

    소  속 : Tianjun Laser Co., Ltd

    직  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 +86-27-87463745    Fax : +86-27-87453805

    전자메일 : kexijun@tianjunlaser.com

    U R L : http://www.tianjunlaser.com 

(아) 성  명 : 丁元東(Baldwin Ding)

    소  속 : China Laser Solution Co.,Ltd.

    직  책 : Manager of Product Dept.

    연락처 : Tel : +86-27-87454983    Fax : +86-27-87561282

    전자메일 : Baldwin.Ding@sinolaser.com

    U R L : http://www.sinolaser.com 

(자) 성  명 : 任昭(Jupiter Ren)

    소  속 : Accelink Technologies Co.,Ltd.

    직  책 : Sales Manage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연락처 : Tel : +86-27-87693624    Fax : +86-27-87691456

    전자메일 : sales-dep@wri.com.cn

    URL : http://www.accelink.com

(차) 성  명 : 陳義紅(Chen Yi Hong)

    소  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  책 : Chief Scientist  CEO

    연락처 : Tel. (+8627)87561626,  Fax : (+8627)875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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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 director@ChinaLasers.com

    URL : http://www.ChinaLasers.com

(카) 성  명 : 密紅(MI HONG)

    소  속 : HG Genine

    직  책 : Manager(Marketting Dales Dept.)

    연락처 : Tel. (+8627)87180102,  Fax : (+8627)87180220

    전자메일 : mh@genuine-opto.com

    U R L : http://www.genuine-opto.com

(타) 성  명 : Tang Xiahui

    소  속 : HG Laser

    직  책 : Vice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27)87180205,  Fax : (+8627)87180208

    전자메일 : txh@hglaser.com

    U R L : http://www.hglaser.com

(파) 성  명 : Wen Liu

    소  속 : Accelink Technologies Co.,Ltd.

    직  책 : CTO(Ph.D)

    연락처 : Tel : +86-27-87692146    Fax : +86-27-87802735

    전자메일 : liuwen@wri.com.cn

    U R L : http://www.accelink.com

(하) 성  명 : 王建利(Jianli Wang)

    소  속 : Wahan Research Institute of P&T

    직  책 : Director

    연락처 : Tel : +86-27-87693394    Fax : +86-27-87802570

    전자메일 : jianli.wang@wri.com.cn

(거) 성  명 : Luo Yong

    소  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  책 : Project Manager(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연락처 : Tel : +86-27-67880063    Fax : +86-27-87802764

    전자메일 : luoyong@wehdz.gov.cn

    U R L : www.wehdz.gov.cn

(너) 성  명 : 易典平(Yi Dian Ping)

    소  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  책 : Manager of IMP & EXP.dep

    연락처 : Tel. (+8627)87770061,  Fax : (+8627)87561630

    전자메일 : international@ChinaLas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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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L : http://www.ChinaLasers.com

(더) 성  명 : Liu Shankun

    소  속 :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직  책 : Vice Director, Associate Professor

    연락처 : Tel. (+8627)87541776,  Fax : (+8627)87549130

    전자메일 : hglaser@public.wh.hb.cn

(러) 성  명 : 魏志國

    소  속 : Wuhan Jiaming Laser Co., Ltd

    직  책 : Director

    연락처 : Tel. (+8627)87925606,  Fax : (+8627)87925600

    전자메일 : whjm@public.wh.hb.cn

(머) 성  명 : Yamin Xia

    소 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  책 :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Bureau)

    연락처 : Tel. (+8627)67880055,  Fax : (+8627)667880291

    전자메일 : wppc@sohu.com

(버) 성  명 : Wang Ji Zeng

    소  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  책 :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2))

    연락처 : Tel. (+8627)67880037,  Fax : (+8627)87802764

    전자메일 : wangjz@wehdz.gov.cn

    U R L : www.wehdz.gov.cn

(서) 성  명 : Li Shimin 

    소  속 : Wuhan Huagong Hansun Laser Co.,Ltd.

    직  책 : Director , Chief Scientist

    연락처 : Tel. (+8627)87557063,  Fax : (+8627)87554448

    전자메일 : smli@mail.hust.edu.cn

(어) 성  명 : Zhu Xiao

    소  속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  책 : Director(Laser Institute),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전자메일 : zx@hust.edu.cn

(저) 성  명 : Zhang Li Hua

    소  속 : HG Genine

    직  책 : Vice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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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Tel. (+8627)87180102,  Fax : (+8627)87180735

    전자메일 : lhzhang@genuine-opto.com

    U R L : http://www.genuine-opto.com

 

 사진 2-23. 기술조사단과 무한 광밸리 담당자와의 좌담 장면

 

 그림 2-2. 무한 전시회 참여 관련 협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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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국의 광전자 및 광응용 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 

(1) 기술조사단 명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기 업

채진석
Chae Jin Seok

한국전광(주)/사장 광응용 부품

김성호
Kim Sung Ho

부원광학(주)/연구소장 광통신 및 

광학부품

대학 

및 

연구지

원기관

우정원
Wu Jeong Weon

이화여자대학교(교수)/한국광학회(총무이사) 나노광학

연구소

박승규

Park Seung Kyu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광계측

차형기
Cha Hyung Ki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책임연구원/

광분석

(2) 기술조사단 방문기간 : 2004. 6. 13. - 16(3박 4일)

(3) 방문 기관 및 주요 생산품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중국정부의 국가급 개발구 지원기관

- FiberHome Technologies

  : 중국에서 가장 큰 광통신 회사

    . High speed broadband optical transmission systems

    . Fiber-optic broadband access system

    . IP network routing and switch systems

    . Wireless communication and power supply

    . 광통신 관련 각종 Fiber products

    . 광관련 각종 Cable products

    . 각종 광전자 장치들

- Chutian laser group

  : 중국에서 가장 큰 가공용 레이저 생산 회사

    . 가공용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 마킹용 레이저 시스템

- Miracle Laser Systems Co.

  : 의료용 레이저 생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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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제거, 제모, 점제거 및 피부치료 등 미용 레이저 시스템

    . 광을 이용한 미용 시스템

    . 수술용 레이저 시스템

- Wuhan Huagong Genuine Optics Technology Co., Ltd.

  : 광통신용 각종 모듈 생산 회사

- HG Laser

  : 마킹, 용접, 열처리, 절단, 정 가공 등 가공용 레이저 생산 회사

- Huazhong 대학내 광기술 관련 소형 벤쳐 기업들과 연구실 방문

- Huazhong 대학내 생명과학연구 관련 연구실 방문

- 중국 투자를 원하는 기술조사단 일원은 중국정부에서 건설 중인 빈 공장 

견학

  : 무한광밸리 Science Park내에 건설중인 빈 공장 견학 

(4) 협력협의 주요 명단(성명, 직위, 소속, 전화, 전자메일)

- Zhang Ping

: Vice Director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Tel.;0086-27-67880003

: e-mail ; zhangping@wehdz.gov.cn

- Wang Ji Zeng

: Director of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2)

: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Tel.;0086-27-67880037

: e-mail ; jizengwang@163.net

- Tao Jun

: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Tel.;0086-27-67880063

: e-mail ; jsj2@wdhdz.gov.cn

- Luo Yong

: Project Manager

: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Tel.;0086-27-67880063

: e-mail ; luoyong@wdhd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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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ang Ying

: International Dept. Sales, 

  Wuhan Huagong Genuine Optics Technology Co., Ltd

: Tel.;0086-27-87180203

: e-mail ; hollylove@163.com

- Yan Jianxiong

: Director, Senior Engineer

: Technology Department

  Wuhan Research Institute of P&T

: Tel.;0086-27-87691092

: e-mail ; yjx@wri.com.cn

- 徐安定

: 副總經理  

: HG Laser

: Tel.;0086-27-87180209

: e-mail ; xad@hglaser.com

- Xu Desheng

: Professor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el.;0086-27-87542006

: e-mail ; xuds@hust.edu.cn

- Zhu Xiao

: Professor of HUST, President of Laser Institute

: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 & Engineering, Laser Association of 

Hubei Province,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el.;0086-27-87541782

: e-mail ; zx@mail.hust.edu.cn

- Huang Dexiu

: Professor, Vice Director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el.;0086-27-87557461

: e-mail ; wnlo2@mail.hust.edu.cn

- Gang Zhou

: Vice President, General Engineer

: Chutian Laser

: Tel.;0086-27-874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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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zhougang@chutianlaser.com

- Bifeng Liu

: Professor

: The Key Lab. of Biomedical Photonics of Ministry of Education 

Colleg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pf 

Science and Technology

: Tel.;0086-27-87464580

: e-mail ; bfliu@mail.hust.edu.cn

 사진 2-24. 화중과기대 벤처기업의 레이저 용접 과정 시찰

 사진 2-25. 고출력레이저 제어를 위한 전자 제어 모듈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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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국 광기술 정보 수집/제공 및 DB구축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타 사업에서는 1단계에 이어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
는 광기술 관련 회사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 대륙에는 약 840개 정도의 광학 및 광전자 응용 연구기관 및 회사들이 있다. 
본 사업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 지역별 기관명과 주소, 대표
자,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웹사이트 등), 주요 생산품 등을 기록한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광전자 및 광응용 회사 
및 연구기관이 있는 지역은 베이징(Beijing)으로 약 158개의 광전자 및 광응용 회
사 및 연구기관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광조우와 심천을 비릇한 광동(GuangDong)
지역으로 약 125개의 광전자 및 광응용 관련 기관이 있다. 그리고 상해(ShangHai) 
지역에는 약 94개의 관련 기관이 있으며, JuangSu지역에는 약 68개의 기관이 있고, 
ZheJiang지역에는 약 39개의 관련 기관이 있다. 본 사업에서는 첨부의 자료와 같이 
중국 대륙을 26지역별로 구분하여 광전자 및 광응용 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관련 회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타 사업에서는 그림 2-3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광기술 기관간 원활
한 기술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광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홈
페이지(http:/otrc.kaeri.re.kr)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3.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홈페이지 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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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 홈페이지 운  및 중국광기술 정보 제공

가. 한ㆍ중 광기술 Home page 운영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그림 2-4와 그림 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모
든 광기술 관련 조직(Organization)과 전문가(People), 광기술 관련 주요생산품
(Products), 광기술 관련 자료실(Data Room), 소식지(News) 및 기타 관련 광
산업 웹사이트로의 링크(link)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 내용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출
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꾸어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사항
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고, 선행연구공모나 기술조사단 모집과 같은 사용
자의 입력을 online에서 접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체계화 하였다. 또한 본 홈페
이지는 중국의 최신 광기술 정보를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중국내의 주요 광기술 
기관의 중국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이를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데이터베
이스화 하였다.

그림 2-4. 중국 지역별 광기술 전문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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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및 자료 제공

   구성된 홈페이지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그림 
2-4와 같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페이지를 업데
이트 시켰으며,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구성하였다.
   그림 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의 조직(Organization) 섹션은 광기술 
관련 중국의 회사들과 연구기관 및 광기술 관련 중국 정부기관,  중국과학원 산
하 광기술 기관, 중국 광기소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기술 관련 
중국 회사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흑룡강성, 길림성, 북경, 천진, 하
묵성, 산동성, 산서성, 강소성, 하남성, 섬서성, 호북성, 안휘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광기술 관련 기관 정보는 기관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주요생산품 
및 주요 연구분야, 인원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번역된 광기술 관련 중국정부기관 섹션은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분야(생물기술, 정보
기술, 자동화기술, 에너지원 기술, 신소재, 자원환경)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번역된 중국과학기술 망에서는 과학기술과련 중국 전문가와 관련 자료
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로 링크시켰다. 또한 본 홈페이지에서는 중국광학회와 중국
과학기술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원자력연구소 관련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메뉴는 지역별 중국과학원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상된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의 홈페이지는 그림 2-6과 그림 2-7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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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기술조사단의 
신청과 같은 사용자의 입력을 online에서 접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체계화
하였다.

 

그림 2-6.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 전달

그림 2-7.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조사단 및 워크샵 참가 신청

나. 중국 광기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정보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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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광기술 관련 DB 구축

   중국의 주요 광기술 기관으로는 광학 및 정밀기계연구소로 표현되는 5개의 광
학 및 정밀기계연구소 (광기소)가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 산하기관이다. 이들 연구소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중 광기술 협력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국의 광
관련 기술의 산업적 응용분야의 자료 수록을 위하여 중국의 산업체에서 발행한 
카탈로그나 책자등을 번역하여 분야별로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8에 
보이는 본 홈페이지의 중국광기소 관련 section에서는 그림 2-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과학원 및 서안광기소, 안휘광기소. 상해광기소, 성도광전소, 장춘광기
소, 전자기술 연구소, 광전박람회, 상해기술물리연구소등 9개 homepage들을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해서 수록하였다.

 

그림 2-8. 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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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중국과학원  관련 정보 제공

(가) 서안광기소(www.opt.ac.cn)의 관련 정보는 그림 2-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10. 서안광기소 관련 정보 제공

(나) 안휘광기소(www.aiofm.ac.cn)의 관련 정보는 그림 2-11에 보이는 바
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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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안휘 광기소 관련 정보 제공

(다) 상해광기소(www.siom.ac.cn)의 관련 정보는 그림 2-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12. 상해 광기소 관련 정보 제공

(라) 성도광전소(www.ioe.ac.cn)의 관련 정보는 그림 2-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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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성도 광전소 관련 정보 제공

(마) 장춘광기소 (www.ciom.ac.cn)의 관련 정보는 그림 2-14에 보이는 바
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14. 장춘 광기소 관련 정보 제공

(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 광전박람회(www.21cipe.ac.cn)의 홈페이지들을 
그림 2-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
이지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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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국국제 광전박람회 번역자료 제공 

(사) 중국과학원 전자기술 연구소 홈페이지를 현재 2~3단계 까지 한글로 번
역해서 그림 2-1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센터운영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림 2-16. 중국과학원 전자기술연구소 번역자료 제공

(아)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
국의 국가 고기술연구발전계획 홈페이지(www.863.org.cn)들을 현재 
2~3단계 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그림 2-17에 보이는바와 같이 홈페이
지에 올렸다. 수록된 홈페이지에는 중국의 해당 홈페이지와 URL 주소
등이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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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중국 국가첨단기술 개발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자) 중국광학회(www.coscentral.org ) 홈페이지 자료는 현재 2~3단계 까
지 한글로 번역하여 그림 2-1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수록하
였다.

    

그림 2-18. 중국광학회 관련 자료 제공

(차) 중국과학기술망(www.cstnet.net.cn) 홈페이지는 그림 2-19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2~3단계 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OTRC 홈페이지에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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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중국 과학기술망 관련 정보 제공

 

       

(카) 중국과학기술부(www.most.gov.cn)의 홈페이지 자료는 현재 2~3단계 
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그림 2-20에 보이는바와 같이 본 사업의 홈페이
지인 OTRC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20. 중국과학기술부 번역 자료 제공

(타)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www.nsfc.gov.cn) 홈페이지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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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단계 까지 한글로 번역을 하였으며 그림 2-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OTRC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21.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웹사이트 번역자료 제공

(파) 중국의 대표적인 광산업 중심지인 광조우 광밸리 관련 광기술 자료와 
홈페이지(www.chinaphoton-valley.com) 자료는 한글로 번역을 하여 
그림 2-22에 보이는바와 같이 OTRC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22. 중국 광조우 광밸리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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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광집적지인 무한 광기술 관련 자료와 무한광밸리
(www.nsfc.gov.cn) 홈페이지 자료는 그림 2-23에 보이는바와 같이 현
재 2~3단계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OTRC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그림 2-23. 중국 무한 광밸리 관련 정보 제공

(2). 중국 광기술 관련 전문인력 DB 구축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중국의 광기술 인력 정보를 
수집을 보완하여 "PEOPLE" section 에 수록하였으며, 출력되는 정보를 효과
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2-24와 그림 2-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frame으로 구성하였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인력 자료는 중국의 광기술기관 
별 인물들을 산학연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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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광기술 관련 지역별 중국 전문가 정보 제공

           

그림 2-25. 중국대륙의 지역별 광기술 전문인력 현황 정보 제공

(3). 중국의 광관련 생산품 자료 구축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에서는 중국의 광관련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였으며, 관련되는 중국 광기술 카달로그 자
료등을 분석한 후 한글로 번역하여 그림 2-26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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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중국 광관련 생산품에 대한 정보 제공

   한ㆍ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에서는 중국의 광기술 관련 책과 카탈
로그 등의 자료 분석 한글 홈페이지에 이를 수록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관
련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현재 무한
개황(www.ioit.net) 자료를 번역하여 수록하였으며, 무한광밸리의 101개 
유수의 기업체 자료중 43개 기업체 자료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무한
광밸리 소재 광기술관련 기업체들의 역사, 대표, 주요 생산품과 기타 정보
를 수록하였으며 무한광밸리 광자기술 자료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외
에도 otrc 홈페이지에는 중국 광기술과 관련된 많은 홈페이지들을 조사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업데이트 하였다.

현재 수록되어 있는 본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ORGANIZATION 섹션 
 - 중국 광기술기관

북경,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섬서성, 사천성중경시, 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등 지리적으로 분류한 광기술기관 및 중요 기업체

 - 중국 정부기관 

   . 국가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  (www.863.org.cn)

   . 중국과학기술망  (www.cstnet.n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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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광학회 (www.coscentral.org)

   . 중국과학기술부 (www.most.gov.cn)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중국원자력연구소 팜플렛

 - 중국과학원 산하  광기술 기관

북경,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섬서성, 사천성중경시, 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등 지리적으로 분류한 CAS 산하 광기술기관 

● PEOPLE 섹션
 - 중국 광기술 전문가
   북경,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

성, 복건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섬서성, 사천성중경시, 광서장족자치

구,광동성 등 지리적으로 분류하고, 학교, 산업체, 연구소, 기타로 분류한 

광기술 관련 인물들의 정보 수록

 - 한국광기술 전문가
   국내의 광기술 전문가에 관하여는 한국광학회 회원에 대한 인적 자료가 각 

시도별로 분류하여준비되어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직 공개되
지는 않고 있다.

● PRODUCT 섹션
 - 광기술 관련 제품 분야별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데이

터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레이저광학여기

   . Nd:YAG결정봉

   . 광학부품 쐐기각판/적외선창/유리렌즈/광학쐐기/레이저부품

   . 광학코팅 코팅작업장소개/고반사와저항레이저/편광분리막/

   . 부분반사막/반사방지막

   . 광학필터 주변필터/쌍색거울/적외선필터/생화확필터

   . 광학렌즈

   . 박막기술 증투막/편광막/반사막

   . Q-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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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외선 탐측소재와 주요부품

   . 고체레이저

   . 적외선 온도계

   . JJ-H계열 레이저미세조절기

   . 레이저 전원

   . 단일결정 용광로

   . 결정제품 YVO4(바나듐산 이트륨)파장판/PbMoO4(몰리브덴산 납)

     보상기

   . YVO4(바나듐산 이트륨)살다발 분할판/쐐기판/편광분리기

   . LiNb3(리튬산 네오디뮴)파장판/YVO4(바나듐산 이트륨)결정

   . Nd：YVO4(네오디뮴 혼합 바나듐산 이트륨)결정

   . GdVO4(바나듐산 가돌리늄) 과 Nd：GdVO4결정

   . 마이크로 광학제품 직각 프리즘/정각 프리즘/사다리꼴 프리즘/마름모

     꼴 프리즘/용마루 프리즘/석  파장판

   . 고등교육 물리실험기 JJY1`분광계/WJZ다기능 레이저 타원편광계

     /WPL-WPL-2소형 프리즘 분광 사진기 ,분광 해독기 /GZ-II광강도 

     분포 측정계/ WSB패프리-페로의 에탈론 /YMC-I 률측정계 / WDS  

     간섭필터 / JJY-CCD분광계/GP20Na、GP20Hg 저압 나트륨, 수은등 

     및 전원/HNL-55700광섬유레이저원/JGQ250헬륨-네온레이저연결전원 

     WSM-100/200 마이켈슨간섭계 / WPZ-III 제만 Optical Chock쐐기 

    WPZ-II/IIA제만 효과기 

● 기타분야
- 중국 과학 기술 동향 보고 수록
   그림 2-27에 보이는 바와같이 과기부에서 제공하는 중국과학기술동향에 
관한 내용을 본 홈페이지에 연재로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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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중국 과학기술 동향 소개

- 기타 광기술 관련 홈페이지과 연결될 수 있게 그림 2-28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주요 link를 update하였다.

    

그림 2-28. 기타 광기술 관련 홈페이지와의 링크

- 한ㆍ중 광전 및 광기술 관련  워크샵 등과 산학연 세미나 및 공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그림 2-29와 같이 업데이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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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광기술 워크샵/세미나 공지사항 업데이트

   또한 산학연 연계를 위하여, 선행 기초 연구 성격의 국내 위탁과제들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수록중에 있다.

2. 중국 대륙의 지역별 광전자 및 광응용 관련회사 및 연구기관 목록

          : 세부자료-부록참조

가. Beiji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001. NORTH CHINA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OPTICS
002. SCHOTT(SHANGHAI) PRECISION MATERIALS & EQUIPMENT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003. BEIJING JIING HUI OPTO-ELECTRONICS CO. LTD
004. BEIJING GOLDEN WAY SCIENTIFIC CO., LTD.
005. NATIONAL LASER PRODUCT QUALITY TESTING CENTER
006. BEIJING ORIENT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007. BEIJING INSTITUTE OF OPTO-ELECTRONIC TECHNOLOGY
008. BEIJING ZHONG KUANG CRYSTAL COMPANY
009. BEIJING CAMERA GENERAL FACTORY-LASER INSTRUMENT MANAGE 

DEPARTMENT
010. BEIJING FORCE NEW TECHNOLOGY DEVELOPMENT CO.
011. CHIAN NATIONAL OF METROLOGY
012. BEIJING RAYLEIGH ANALYTICAL INSTRU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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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THE 12TH RESEARCH INSTITUTE, CETC.
014. BEIJING RAYTEK PHOTOELECTRIC TECHNOLOGY CO., LTD.
015. BEIJING CANTRONIC OPTO-ELECTRONIC EQUIPMENT CO., LTD
016. RESEARCH INSTITUTE OF SYNTHETIC CRYSTALS
017. BEIJING TUODA LASER INSTRUMENT CO., LTD
018. BEIJING BEIYI CHUANGXIN VACUUM TECHNOLOGY LTD.
019. BEIJING NO. 603 FACTORY
020. BEIJING FILM MACHNINERY RESEARCH INSTITUTE 
021. TRDMPF SBERHGNER LTD. P. R. CHINA/HONGKONG
022. BEIJING HAIGUANG INSTRUMENT CO.
023. LABEST OPTRONICS CO., LTD
024. BEIJING LKD TECHNOLOGY CO., LTD
025. DEPARTMENT OF PHYSICS, CAPITAL NORMAL UNIVERSITY
026. SCHMIDT & CO., (HK) LTD. BEIJING OFFICE
027. ZHOULIN BIO-SPECTRUM TECHNOLOGY INC.
028. BEIJING HAMAMATSU PHOTON TECHNIQUES CO., LTD
029. BEIJING GAO LI TON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
030. AOS TECHNOL OGIESAG
031. BEIJING LEXEL LASER CO., LTD
032. HAMATSU PHOTONICS K. K. BEIJING OFFICE
033. BEIJING HUABEI OPTICAL INSTRUMENT CO., LTD
034. BEIJING YAKANG SPECIAL GLASS CO. LTD
035. BEIJING NORTH GREAT WALL OPTICAL ELECTRIC INSTRUMENTS CO. LTD
036. BEIJING TRANSISTOR MATERIALS FACTORY
037. BEIJING 608 FACTORY
037. BEIJING GLASS RESEARCH INSTITUTE OF CHINA
039. BEIJING RIPENESS ELECTRONIC GROUP BEIJING PHOTOELECTRONIC DEVICES 

FACTORY
040. BEIJING JU BO PHOTOELECTRIC TECHNOLOGY CO., LTD
041. CHINA NORTH VENICLE RESEARCH INSTITUTE
042. BEIJING NATIONAL-RAILWAY RESEARCH & DESIGN INSTITUTE OF SIGNAL & 

COMMUNICATION
043. BEIJING TECH INSTRUMENT CO., LTD
044. HAKUTO ENTERPRISES LTD. BEIJING OFFICE
045. BEIJING SURVEYING & MAPPING LNSTRUMENT FACTORY
046. BEIJING TFRICHER SCIEACE & TEO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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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LUDAO LASER CORP.
048. SUPERBIN
049. INSTITUTE OF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050. SPECTRA-PHYSICS SPECTRA-PHYSICS
051. BEIJING INSTITUTE OF CONTROL ENGINEERING
052. PHYSCIENCE OPTO-ELECTRONICS CO., LTD. BEIJING
053. CHINA DAHENG GROUP, INC.
054. CHINA DA HENG LASER ENGINEERING CO.
055. CHINA DAHENG GROUP, INC.
056. DAHENG NEW EPOCH TECHNOLOGY INC. OPTICAL THIN FILM CENTER
057. CENTER FOR SPACE SCIENCE AND APPLIED RESEARC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058. CENTER FOR SPACE SCIENCE AND APPLIED RESEARC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059. DEPARTMENT OF OPTICAL ENGINEERING,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060. MINTRON ENTERPRISE CO., LTD
061. NORTH INSTITUTE FOR SCIENTIFIC & TECHNICAL INFORMATION
062. HI-TECH OPTOELECRONICS CO., LTD
063. CENTER FOR REMOTE SENSING IN GEOLOGY
064. TSINGHUA INSTITUTE OF OPTIC ELECTRICAL ENGINEERING RESEARCH
065. INSTITUTE OF SOLIDSTATE LASERS AND OPTO-ELECTRONICS, TSINGHUA 

UNIVERSITY
066. OPTICAL MEMORY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RE(OMNERC)
067. BEIJING TSINGHUA LIQUID CRYSTAL MATERIAL CO.
068. BEIJING TSINGHUA ENGINEERING RESEARCH CENTER OF LIQUID CRYSTAL 

TECHNOLOGY TECHNOLOGY
069. LASER PROCESSING RESEARCH CENTER, MECHANICAL ENGINEERING DEPT., 

TSINGHUA UNIVERSITY
070. LOGITECH LTD.
071. BEIJING DONGTAI SCIENCE & TECHNOLOGY CO., LTD
072. TITAN ELECTRO -OPTICS CO., LTD.
073. BEIJING IMFORMATION INSTITUTE
074. BEIJING WANLIDA LIGHT-ELEC. NEW-TECH. CO.
075. BEIJING GUOJING INFRARED OPTICAL TECHINALOGY CO., LTD.
076. BEIJING HAOTONGLI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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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BEIJING SANYOU LASER SCIENCE CO. LTD
078. SCHOOL OF ELECTRONIC ENG.,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079. BEIJING BAIF-MAIHAK ANALYTICAL INSTRUMENT CO., LTD.
080. CHANGCHENG INSTITUTE OF METROLOGY & MEASUREMENT
081.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
082. CHINA NORTH OPTO-ELECTRO IND CORP. LTD
083.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S
084. INSTITUTE NO25, OF THE SECOND ACADEMY CHINA AEROSPACE MACHINERY 

& ELECTRONICS CORPORATION (BEIJING INST OF RSE)
085. INSTITUTE 207 OF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086. PEKING UNIVERSITY FACTORY OF PHYSICS DEPT.
087. THE QUANTUM ELECTRONIC GROUP OF ELECTRONIC DEPARTMENT. PEKING 

UNIVERSITY
088. PHOTOELECTRIC INSTRUMENT FACTORY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089. BEIJING BOFEI INSTRUMENT CO., LTD
090. BEIJING JINGNAN APPLIC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091. INLIGHT PRECISION OPTICS CO., LTD
092. SHIN NICHI ELECTRONIC DEVICE (H.K.) LTD. BEIJING OFFICE
093. SILICON INTERNATIONAL LTD
094. BEIJING JETCOM TECHNOLOGY CO., LTD
095. BYSTRONIC LASER AG
096. C. T. CHOY CO. LTD. BEIJING REPRESENTATIVE
097. RAN DONG FANG SCIENCE & TRADE CENTER
098. COHERENT INC., BEIJING OFFICE
099. KYKY TECHNOLOGY DEVELOPMENT LTD. ,
100. S-FIBER R&D INC. LTD.
101. GRINM SEMICONDUCTOR MATERIALS CO. LTD.
102. WUTONG LASER EQUIPMENT COMPANY
103. WEINBER GER AG
104. J&Y INDUSTRIAL COMPANY BEIJING OFFICE
105. BEIJING JG S&T. CO. LTD
106. PERKIN ELMER OPTOELECTRONICS/JUDSON TECHNOLOGIES AUTHORIZED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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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BEIJING NUCLEAR INSTRUMENT FACTORY
108. OSICO CO., LTD
109. INSTITUTE OF AUTOMATION CHINESE ACADEMY OF SCIENCE
110. BEIJING ASIA SCIENCE & TECHNOLOGY CO. LTD
111. BEIJING PHOTRON OPTOELECTRONICS CO., LTD
112. BEIJING WAVES CO., LTD
113. BEIJING MICHEM SCIENCE & TECHNOLOGY GROUP
114. ZHONGQING DIGITAL-EQUIPMENT CO., LTD
115. BEIJING KIND OPTOELECTRIC TECHNOLOGY CORPORATION
116. BEIJING JIN DA AN COMPANY
117. BEIJING KINGLASS QUARTZ CO., LTD
118. BEIJING ZOLIX INSTRUMENTS CO., LTD
119. PEIPORT SCIENTIFIC LTD.
120. CONNY ADVANCED TECHNOLOGY INSTITUTE
121. THE 45TH RESEARCH INST., LETC
122. THE STATE-OWNED NO.706 FACTORY
123. CHINA MACHINERY INDUSTRY LASER PROCESS CENTER
124. BEIJING SWT OPTICAL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125. BEIJING XEDC COMMERCIAL AND TRADING CO., LTD
126. SHANGHAI JINQIAO JINGYI HITECH CO., LTD
127. OPTLAYER CO., LTD
128. BEIJING JIEPU TREND TECHNOLOGY CO., LTD
129. BEIJING LAN XUE BUSINESS TRADE COMPANY LTD
130. BEIJING WENHAO OPTO-ELECTRICAL CO., LTD
131. BEIJING TSINGHUA YA WANG LIQUID CRYSTAL MATERIAL CO., LTD
132. BEIJING KEGANG ELECTRO-OPTICS CO., LTD
133. A&P INSTRUMENT CO., LTD
134. PERKIN ELMER OPTOELECTRONICS
135. CICO ENGINEERING CO., LTD
136.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 
137. OXFORD INSTRUMENTS PLASMA TECHNOLOGY
138. BEIJING DAHENG LASER EQUIPMENT CO., LTD
139. BEIJING LD OPTO-ELECTRONIC CO., LTD
140. BEIJING FOCUS LASER EQUIPMENT CO., LTD
141. BEIJING KRQ PHOTOELECTRONIC CO., LTD
142. BEIJING LAIZE O-E TECHNOLOGY CORPORATI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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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RAYCRYST SCIENCE AND TECHNOLOGY INC.
144. BEIJING TIANLICHUANG GLASS SCIENCE DEVELOP CO., LTD
145. BEIJING CMI LASER TECHNICAL CO., LTD
146. BEIJING CHINDE TECHNOLOGY LTD.
147. BEIJING KIND O&E CO.
148. LANDTOS NEW-TECHNOLOGY(GRUB) CO. LIMITED
149. BEIJING OPTOELECTRONIC TECHNOLOGY LABORATORY
150. THE COLLEGE OF LASER ENGINEERING,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151. BEIJING STON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NTEGRATION CO., 

LTD
152. B..EIJING TAIJI XIAN XING ELECTRONICS SCIENCE & TECHNOLOGY COMPANY
153. XINGYA, SUPERPOWER TECH, CO., LTD. BEIJING
154. BEIJING MILESTONE OPTICS &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155. BEIJING BOTIAN OPTICAL ELECTRONIC CO. LTD
156. BEIJING GK LASER TECHNOLOGY CO. LTD
157. BEIJING AEROSPACE HONG DA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158. LIGHT STRONG ELECTRO-OPTICS TECHNOLOGY CO., LTD

나. 중국 ShangHa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159. SHANGHAI NO.17 RADIO FACTORY
160. SHANGHAI SOCIETY OF LASER
161. SHANGHAI SAN YE INSTRUMENT COMPANY
162. DEPARTMENT OF PHYSICS,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63. HOSPITAL OF EYE & ENTHOSPITAL, SHANGHAI FUDAN UNIVERSITY
164. SHANGHAI NO. 3 CAMERA FACTORY
165. SHANGHAI INSTITUTE OF METROLOGICAL TECHNOLOGY
166. SHANGHAI SHANKE INSTRUMENT FACTORY
167. SHANGHAI INSTITUTE OF CERAM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68. STATE KEY LABORATORY OF ADVANCED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169. KEY LABORATORY FOR OPTICAL AND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SHANGHAI
170. SHANGHAI TAIMING OPTICAL INSTRUMENT CO. LTD
171. SHANGHAI ELECTRIOMCAL APPLIANCE & ELECTRONIC COMPONENT WORKS
172. SHANGHAI HAI GUANG OPTICAL COMPONE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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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SHANGHAI HAIJING ELECTRON CO, LTD
174. SHANGHAI NO.2 CAMERA EQUIPMENT FACTORY
175. SHANGHAI 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76. SHANGHAI COLOURED OPTICALGLASSFACTORY
177. SHANGHAI NO.23 RADIO FACTORY
178. SHANGHAI MARINE DIESEL ENGINE RESEARCH INSTITUTE
179. SHANGHAI C-MACAU PHOTOELECTRCITY. CO. , LTD
180. SHANGHAI XINGONG SEMICONDUCTOR DEVICE FACTORY
181. UNIVERSITY OF SHANGHAI FOR SCIENCE AND TECHNOLOGY FACTORY
182. SHANGHAI NO.5 OPTICAL INSTRUMENT FACTORY
183. SHANGHAI INSTITUTE OF OPTICAL INSTRUMENTS
184. SHANGHAI SHU GUANG MACHINERY WORKS
185. SHANGHAI LIANYI INSTRUMENT FACTORY OF OPTICAL FIBER AND LASER
186. OPTOCOM TECHMOLOGY LTD., SHANGHAI
187. SHANGHAI HUIHONG ELECTRON CO., LTD.
188. SHANGHAI WELL GENIUS COMMUNICATION ELECTRON LTD.
189. SHANGHAI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
190. SHANGHAI 803 RESEARCH INSTITUTE, CHINA AEROSPACE S&T GROUP
191. SHANGHAI POSTS & TELECOMMUNICATION EQUIPMENT CO., LTD
192. APPLIED LASER
193. SHANGHAI ANALYTICAL INSTRUMENT OVERALL FACTORY
194. SHANGHAI PRECISION & SCIENTIFIC INSTRUMENT CO., LTD. PHYSICO 

OPTICAL INSTRUMENT FACTORY
195. SHANGHAI LASER GROUP CO., LTD.
196. SHANGHAI LASER TECHNOLOGY 
197. SHANGHAI JIE DA LASER TECHNOLOGY CO., LTD
198. INSTITUTE OF ELECTRIC LIGHT SOURCES, FUDAN UNIVERSITY
199. THE 23TH RESEARCH INST., CETC
200. MEDICAL OPTICAL INSTRUMENTS FACTORY OF SHANGHAI MEDICAL 

INSTRUMENT CO., LTD
201. SHANGHAI XUEZE OPTICAL MECHANICAL CO., LTD.
202. SHANGHAI SMPIC OPTICAL COMMUNICATION EQUIPMENT CO., LTD
203. SHANGHAI HAI HENG-YI OPTICS & FINE MECHANICS CO. LTD
204.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CADEMY SINICA
205. SHANGHAI HUAZHONG ENTERPRISES LEO LASER EQUIP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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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SHANGHAI FORWARD OPTOELECTRONICS CO., LTD
207. SHANGHAI JIADING OPTICAL-ELECTIVE INSTRUMENT FACTORY
208. ADVANCED PHOTONICS COMPANY LTD
209. AGERE SYSTEMS (SHNGHAI) CO., LTD
210. MIYACHI TECHNOS (SHANGHAI) CO., LTD
211. EDMUND OPTICS (SHANGHAI) CO., LTD
212. SHANGHAI STANLEY ELECTRIC CO., LTD
213. ITOCHU SHANGHAI LTD. 
214. LAMDA PACIFIC INC. CHINA TECHNICAL SERVICE CENTER.
215. SHANGHAI CHANG JIANG TELEMTRIC AND CONTROL TECH CO.
216. SHANGHAI NIKUNI PUMPS CO., LTD
217. LIBERO LIMITED
218. SHANGHAI COLOURED OPTICAL GLASS FACTORY
219. SHANGHAI FOCI FIBER OPTIC COMMUNICATION EQUIPMENT INC
220. SIM ADVANCED TECHNOLOGY LTD, CO.
221. SINOCERA PHOTONICS, INC
222. FEN SHEN (SHANG HAI) ELECTRONIC CO., LTD
223. HENKEL LOCTITE(CHINA) CO., LTD
224. SHANGHAI SOTEC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225. SHANGHAI SUNRISE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226. UMICORE MARKETING SERVICES (SHANGHAI) CO., LTD
227. SCHOTT (SHANGHAI) PRECISION MATERIALS & EQUIPMENT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228. SHANGHAI YUANCH OPTICAL MATERIAL CO, LTD
229. SHANGHAI DIAMOND TRADING LTD.
230. SHANGHAI LAI QI OPTICAL INSTRUMENT CO., LTD
231. SHANGHAI YIKANG CHEMICALS & INDUSTRIES CO., LTD
232. SHANGHAI UNITY BESTCHOICE CNC LASER MACHINERY CO., LTD
233. PHOTOELECTRIC DEVICE LAB, DEPT OF PHYSICS, EASTCHINA UNIV OF SCI & 

TECH., SHANGHAI DENGDI ELECTRON LTD.
234. SHANGHAI ZHONGKE JIAPU OPTOELECTRICITY MATERIAL CO., LTD. 
235. HAINAN DFL BUSINESS CO., LTD
236. SHANGHAI BEIDA BLUE LIGHT TECHNOLOGY CO., LTD
237. SHANGHAI DIC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238. SHANGHAI HUAYI OPTOELECTRONIC CO., LTD
239. SHANGHAI OFFICE, DONG GUAN LU ZHOU ELECTRONIC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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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SHANGHAI GOLDEN VALLEY OPTOELECTRONICS CO., LTD
241. SAFZGITTER INTERNATIONAL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242. GREAT MANDARIN TECHNOLOGY CO., LTD
243. PHOTOELECTRIC DEVICE LAB. OF ELECTRIC EDUCATION EASTCHINA UNIV OF 

SCI & TECH.
244. SHANGHAI LIANG-XING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245. SHANGHAI FANGUANG INDUSTRY COMPANY LTD
246. SUPER BRIGHT INVESTMENT INC.
247. SHANGHAI UFC-BONEAGLE TECHNOLOGY CO., LTD
248. SHANGHAI NICERA SENSOR CO., LTD
249. SHANGHAI WOXIN TRADING CO., LTD
250. SHANGHAI FUDAN HUICHENG OPTICAL COMMUNICATION DEVICE CO. LTD
251. SHANGHAI SANXI TECHNOLOGY CO., LTD
252. SHANGHAI DARE OPTOELECTRONIC COMMUNICATION CO., LTD

다. 중국 TianJi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253. TIANJIN RESEARCH INSTITUTE OF OPTICAL AND PRECISION MECHANICS 
254. TIANJIN TEXTILE INDUSTRY RESEARCH INSTITUTE
255. TIANJIN OPTICAL INSTRUMENT FACTORY NO.2 
256. TIANJIN MICROFORM TECHNIQUE CO RP
257. INSTITUTE OF MODERN OPTICS NANKAI UNIVERSITY
258. INSTITUTE OF LASER AND OPTO-ELECTRONICS, TIANJIN UNIVERSITY
259. TIANJIN ISA CO., LTD
260. TIANJIN MEDICAL OPTICAL INSTRUMENT FACTORY
261. TIANJIN ZHONHUAN FILM EQUIPEMENT COMPANY
262. TIANJIN MACHINE TOOL GROUP CO. LTD MACHINE TOOL OPTICS 

INSTRUMENT PLANT
263. TIANJIN TIANXING ELECTRONIC CO., LTD
264. LASER PROCESSING CENTER TIANJIN POLYTECHMIC UNIVERSITY
265. TIANJIN ELECTRONIC SYSTEM CO., LTD
266. LPC OF RESEARCH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OF NUCLEAR INDUSTRY
267. TIANJIN INSTITUTE OF TECHNOLOGY
268. TIANJIN RESEARCH INSTITUTE OF METROLOGY
269. TIANJIN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
270. THE 8358TH RESEARCH INSTITUTE OF CHINA AEROSPACE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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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RP.
271. HOPE MACHINERY & ELECTRIC ENGINEERING CO., LTD
272. TIANJIN PURIFICATION EQUIP. LTD
273. TIANJIN OPTICAL & ELECTRICAL COMMUNICATION CORPORATION 
274.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NO.46  

RESEARCH INSTITUTE
275. TIANJIN OPTICAL INSTRUMENT FACTORY
276. TIANJIN SILICATE RESEARCH INSTITUTE PITVT PLANT
277. TIANJIN ZHAO RUI MEASUREMENT AND CONTROL TECHNOLOGY CO.LTD
278. TIANJIN UNIVERSITY TIANJIN LINENG LASER TECHNOLOGY COMPANY
279. LITEON ELECTRONICS (TIANJIN) CO., LTD
280. DEPARTMENT OF APPLIED PHYSICS, HEBEI UNIVERSITY OF TECHNOLOGY 
281. TIANJIN JIU FANG HIGY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282. TIANJIN OPTICAL INSTRUMENTS FACTORY
283. TIANJIN CNRO SCIENCE & TECHNOLOGY DEVELOPEMENT CO., LTD

라. 중국 Chong Qi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284. ASSOCIATED OPTO-ELECTRONICS (CHONGQING) CORP
285. CHONGQING BEST ANTI-COUNTERFEIT TECHNOLOGY CO., LTD
286. CHONGQING ELECTRIC LAMP INDUSTRIAL CO.
287. CHONGQING INSTITUTE OF OPTICS AND MECHANICS 
288. THE RESEARCH LAB. OF OPTOELECTRONIC TECH AND SYSTEMS MEC
289. CHONGQING WENQING ELECTRON LIMITED
290. CHONGQING HOAGUANG INSTRUMENT FACTORY
291. CHONGQING OPTIC INSTRUMENT FACTORY
292. CHONGQING OPTOELECTRONICS RESEARCH INSTITUTE
293. CHONGQING OPTICAL & ELECTRICAL INSTRUMENT CO. LTD.

마. MeiMengGu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294. HUADE CRYSTAL MATERIALS FAC.
295. BAOTOU NATONAL RAREEARTH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NEW EPOCH ELECTRONIC CO.,
296. BAOTON MONW SOLAR POWER EGUIP CO., LTD
297. TAIYUAN CENTURY HELOGRAPHIC MATERIAL & INFORMATION TECH. 

DEVELOPMENT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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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hanX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298. INSTITUTE OF OPTO-ELECTRONICS SHANXI UNIVERSITY
299. NORTH AUTOMATIC CONTROL TECHNOLOGY INSTITUTE
300. TAIYUAN OPTICAL INSTRUMENT FACTORY
301. LUBO FACTORY, TAIYUAN COPPER INDUST\RIAL CO. ,

사. HeBe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302. THE 54TH RESEARCH INST. ,CETC
303. CHINA ELECTRONIC TECHNOLOGY GROUP 13 RESEARCH INSTITUTE
304. HEBEI PROVINCIAL INSTITUTE OF METROLOGY
305. DIAN GUANG ELECTRONICS CO. ,LTD
306. HEBEI JIYA ELECTRO. CO. ,LTD
307. THE LASER INSTITUTE, HEBEI ACADEMY OF SCIENCES
308. HANGUANG OPTICAL INSTR FACTORY
309. QUINHUANGDAO AUDIO - VISUAL MACHINERY RESEARCH INSTITUTE
310. QINHUANGDAO GLASS INDUSTIRY RES & DESIGN INST, STATE ADMINIS FOR 

BUILDING MATERIAL SINDUS
311. YANSHAN UNIVERSITY DEP OF INSTRUMENT SCIENCE AND ENGINEERING
312. YANSHAN UNIVERSITY
313. BAODING YUHUA ELECTRONIC CO. ,LTD
314. NORTH CHINA ELECTRIC POWER UNIVERSITY
315. BAODING LIANJIAN MEDICAL INSTRUMENTS FACTORY
316. CHINA LUCKY FILM GROUP CORPORATION
317. ZHUO ZHOU BLUE SKY SPECIAL LAMPS DEVELOPMENT CO,LTD
318. HANDAN HUATIAN VACUUM ELECTRONIC CO. ,LTD.
319. HEBEI CHUNFENG JINUAN LTD. CO
320. SHIJIZHUANG SLICHEM LIQUID CRYSTAS MATERIAS CO. ,LTD.
321. BAODING YINGLI NEW ENERGY RESOURCES CO. ,LTD
322. SHIJIAZHUANG KH OPTOELECTRONICS DISPLAY ENGINEERING CO. ,LTD
323. GLUX ELECTRONIC ENGINEERING CO. ,LTD
324. HEBEI FENGXIANG WENMIAO METALS FACTORY.
325. PRINCETEL,LNC.
326. HEBEI LEDE ELECTRONIC CO. ,LTD

아. LiaoNi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327. SHEN YANG LASER TECHNIC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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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LIAONING PROVINCIAL INSTITUTE OF METROLOGIAL SCIENCE
329. SHENYANG NORTHEAST LIGHTING COMPANY LTD.
330. SHENYANG UNIVERSITY OF TECHNOLOGY
331. SHENYANG HB OPTICAL TECHNOLOGY CO. ,LTD
332. TIELING 샫혀뭏 INSTRUMENT CO. ,LTD
333. ANSHAN OPTICAL INSTRUMENT AND METER PLANT
334. ANSHAN YES OPTOELECTRONICS DISPLAY CO. ,LTD
335. DEPARTMENT OF PHYSICS, LIAONING NORMAL UNIVERSITY
336.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CAS
337. RESEARCH INSTI OF OPTICFIBER, DALIAN UNIV. OF TECH
338.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PHYSICS, DALIAN MARITIME UNIVERSITY
339. DALIAN DONGFU COLOR DISPALY CO. ,LCD
340. JINZHOU YINHUA QUARTZ GLASS(GROUP) CO. ,LTD.
341. JINZHOU GENERAL FIRE CONTROL AND SAFELY INSTRUMENTS FACTORY
342. JINZHOU IR E-O ECONOMIZE ENERGY TECH, INSTITUTE
343. JINZHOU LINHE FAR-IR HEATER FACTORY
344. JINSHAN INFRARED HEATER FACTORY
345. JIN ZHOU GENERAL VACUUM EQUIP FAC
346. CHAO YANG POWER SUPPLY CO. ,LTD
347. MODERN HI-TECH DEVELOPMENT CO. ,LTD.(DALIAN)
348. ASTRON ADVANCED MATERIAL LTD
349. DALIAN EASTERN DISPLAY CO. ,LTD.
350. SHENYANG SINOHENG FUNCTION MATERIALS LTD.
351. LIAONING KEFAGAO IR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LTD
352. DALIAN GREATE WALL COMPUTER CO. ,LTD

아. JiLi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353.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IRST AUTO-GROUP CO.CHINA
354. JILIN LASER INSTITUTE
355. SEMICONDUCTOR FACTORY OF HUAYU OPTICS VALLEY CO. ,LTD
356. CHANG CHUN BULB & ELECTRIC WIRE FACTORY
357. ZHONGJI OPTO-ELECTRONIC CO. LTD
358. DEPT. OF INFORMATION SCIENCE AND ELECTRONIC ENGINEERING. COLLEGE 

OF LOMMUNGCATION ENGINEERING. JILIN UNIVERSITY
359. NORTH LIQUID CRYSTAL DISPLAY ENGINEERING RESEARCH AND 



- 96 -

DEVELOPMENT CENTER
360.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361. INSTITUTE OF OPT-ELECTRONIC ENGINEERING,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62. CHANG CHUN NO.3 OPTICS INSTRUMENT FACTORY
363. CHANG CHUN SHIDAI OPTICS & ELECTRONICS CO. ,LTD
364. CHANGCHUN MEDICAL OPTOELECTRICAL INSTRUMENTS LIMITED COMPANY
365. R&D GROUP OF PLANO - DISPLAY TECH APPARATUS. CIOM. CAS
366.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KEY LAB 

ON HIGH POWER SEMICONDUCTOR LASERS
367. DEPT.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DANICS
368. LASER TECH. DIV. OF WAHUA CORP. ,JILIN UNIV.
369. LINGNAN CAMPUS OF JILIN UNIVERSITY
370. JIL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STITUTE
371. LIUHE JIMEI COLOUR PRINT PICTURE CO. LTD
372. JILIN ZIJING ELECTRONICS CO. ,LTD
373. CHANGCHUN INST. OF APPLIED CHEMISTRY, CAS
374. CHANGCHUN JINXING LASER EQUIPMENT FACTORY
375. CHANGCHUN AINGDA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376. CHANGCHUN CLCAR OPTICAL PRODUCT CO. ,LTD.
377. CHANGCHUN XINGUANG TECHNOLOGY DEVELOPMENT. ,LTD

자. HeiLongJia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378. SCHOOL OF ASTRONAUTICS, HARBIN INST OF TECH.
379. HTT NATIONAL UNIVERSITY SCIENCE PARK, TIANYE GROUP SEA & SPACE 

PHOTO INC.
380. INSTITUTE OF OPTOELECTRONICS,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381. HARBIN OPTICAL INSTRUMENT FACTORY
382. HARBIN HAI GE GROUP LTD.
383. HARBIN LASER TECHNICAL INSTITUTE
384. HEILONGJIANG PROVINCIAL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385. HARBIN GONGLIANG PRECISION MEASURING INSTRUMENT CO. ,LTD
386. LASER INST. OF LASER, HARBIN UNIV, OF SCIENCE AND TECH.
387. LASER LAB. , DEPT. OF PHYSICS, HARBIN NORM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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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HARBIN FILM MACHINERY FACTORY, CHINA
389. HARBIN XIQIAO INFRARE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90. HARBIN ELECTRONIC COMPUTING TECHNOLOGY INSTITYTE

차. JiangSu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391. NANJING SURVEYING INSTRUMENT FACTORY
392. NANJING NORTH OPTICAL-ELECTRONIC CO. LTD
393. NANJING INSTRUMENTAL MACHINERY CO. ,LTD
394. CHINA ORIENT CNC CORP
395. NANJING HITO DESIGN & MANUFACTURE LTD.
396. NANJING SANLE OPTOELECTRONIC CO. ,LTD
397. NANJING FCHUNHUI SCIENCE & TECHNOLOGY INDUSTRIAL CO. ,LTD.
398. OPTICAL DIVIDION, NO.5311 FACTORY, PLA
399. CHINA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FLAT PANEL 

DISPLAY
400. NANJING ATLANTIC. INSTRUMENT CO. LTD
401. INFORMATION PHOTOELECTRON LAB. , SOUTH-EAST UNIVERSITY
402. JIANGSU HENGDA LASER IMAGE CO. ,LTD
403. HUA DONG ELECTRONICS GROUP CO.
404. NANJING SANLE LASER CO. LTD.
405. NANJING EASTERN LASER CO. ,LTD.
406. NANJING JIANGNAN OPTICS NAD ELECTRONICS (GROUP) CORPORATION, LTD.
407. NANJING ASTRONOMICAL INSTRUMENT RESEARCH CENTER
408. HYBRID IMAGING LAB, NUST
409. NATIONAL LAB OF MOLECULAR AND BIOMOLECULAR ELECTRONICS, 

SOUTHEAST UNIV. , NANJING
410. CHANGZHOU LAISAI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411. HTA RESEARCH INSTITUTE, HE HAI UNIVERSITY
412. ZHNJIANG ZHONG-TIAN ELECTRONICS CO. ,LTD
413. ZHENJIANG ZHONG-TIAN OPTICAL INSTRUMENT CO. ,LTD
414. JU RONG SMARTECH DISPLAY CO. , LTD
415. CHANGZHOU OPTICAL INSTRUMENT FACTORY
416. CHANGZHOU SECEL OPTOELECTRONICS EQUIPMENT CO. ,LTD
417. WUXI ELECTRONICS & INSTRUMENTS INDUSTRY CO.
418. WUXI OPTICAL INSTRUMENTS FACTORY
419. JIANGSU HUGUANG OPT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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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WUXI SURVEYING INSTRUMENT FACTORY
421. PIRELLI TELECOM CABLES CO. LTD. ,WUXI
422. WUXI CHONG AN ELECTROPLATING APPLIANCES CO. ,LTD
423. SUZHOU YIDA ELECTRONICS CO. ,LTD
424. SVG DIGITOPTICS CO. ,LTD.
425. II-VI OPTICS (SUZHOU) CO. , LTD.
426. SUZHOU GENERAL SEMICONDUCTOR FACTORY LTD
427. SUZHOU OPTICAL INSTRUMENT FACTORY, CNIC
428. SUZHOU RUIHONG ELECTRONIC CHEMICALS CO. ,LTD
429. XUZHOU OPTICAL EQUIPMENT FACTORY
430. LIAN YUNGANG RONG DA OPTICAL INSTRUMENT CO. ,LTD
431. HUAAN OPTICAL INSTRUMENT FAC.
432. JIANGSHU SHUGUANG OPTOELECTRONICS CO. ,LTD
433. YANGZHOU JING YAO ELECTRIC LIGHT SOURCES CO. LTD
434. JIANGSU LASER RESEARCH INSTITUTE
435. NAN TONG JING XIN OPTICAL GLASS CO. ,STD
436. NANTONG PHOTOELECTRIC PARTS FACTORY
437. NANTONG YULI TRANSISTOR DEVICE CO. ,LTD
438. NANKING SAIFEI ELECTROOPTICS CO. ,LTD.
439. XUZHOU KEXUN SENSOR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440. NANJING DAWING GROUP ELECTRONIC SYSTEM ENGINEERING CENTER
441. NANTONG YUDI OPTICAL INSTRUMENT CO. ,LTD
442. CHANGZHOU KINGLY ELECTRONIC CO. ,LTD
443. TAIZHOU JINGDA OPTIC ELECTRIC CO. ,LTD
444. ZHONG CI CO. ,LTD.
445. CHONGZHOU DONGNAN LIQUID CRYSTAL DISPLAY CO. ,LTD
446. NANJING LOPU CO. ,LTD
447. NANJING CHUANGQI NEW AND HIGH TECHNOLOGY INDUSTRY & COMMERCE 

CO. LTD
448. SUZHOU JINTE OPTICAL INSTRUMENT FACTORY
449. ACER PERIPHERALS (SUZHOU) CO. ,LTD
450. NANJING ZHIYE PHOTOELECTRIC PRECESION TECHNOLOGY LTD.
451. ALLRAY INC.
452. JINAGSU HAIAN HUI HONG OPTO-ELECTRONICS INSTRUMENT FACTORY
453. Suzhou University Science Educational Apparatus Factory
454. MBTHINFILM TECHNOLOGY MATERIAL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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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BEIJING TSINGDA DARING MICRODIGITAL TECHNOLOGY CO. ,LTD.
456. WUXI FONRAY INSTRUMENT FACTORY
457. NANJING HWUARY LIQUID CRYSTAL DISPLAY TECHNICAL CO. ,LTD
458. JIANGSU WENRUN OPTOELECTRONIC CO. , LTD.

카. AnHu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459. LASER APPLICATION RESEARCH INSTITUTE, HEFEI UNI OF TECH
460. SUNDA HI-TECH MEDICAL EQUIPMENT CO LTD.
461. INSTITUTE OF HIGH POWER LASER TECHNOLOGY,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462. ANHUI INSTITUTE OF POTICS AND FINE MECHANICS,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463. ANHUI INSTITUTE OF OPTO-ELECTRONIC TECHNOLOGY
464. THE 8TH RESEARCH INT. ,CETC
465. BENGBU ELECTRO-OPTIC MATERIAL FACTORY
466. THE 41ST INSTITUTE OF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467. EAST CHINA INDUSTRIE OF PHOTO-ELECTRONIC IC
468. ANHUI BENGBU HUAYI CONDUCTIVE GIASS CO. LTD
469. SHANGHAI NANLING OPTICS MATERIAL FACTORY
470. HUANG SHAN TUNXI TUTOMATIC EMEMENT FACTORY
471. TOKEN FILM SCIENCES (WUHU) CO. LTD
472. HEFEI INSTITUTE OF COAL INDUSTRY RESEARCH INSTITUTE

타. ShanDo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473. JINAN CSK PHOTONICS CO. ,LTD.
474. JINAN FOUNDTY & METALFORMING MACHINERY RESEARCH INSTITUTE
475. JINAN WINNER INSTRUMENT CO. ,LTD.
476.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OF SHANDANG UNIVERSITY
477. SDLN CORETECH CRYSTAL CO.
478. INFRARED & REMOTE SENSING LAB. ,SHANDONG UNIV.
479. INST OF OPTOELECTRONIC MATERIALS & DEVICES, SHANDONG UNIV
480. JINAN HUITONG MATERIALS CO.
481. PINGYIN SUB-FAC. ,JINAN MEDICAL OPTICAL INSTRUMENT FACTORY
482. SHANDONG RES & DESIGN INST OF INDUS CERAMICS
483. ZIBO YUN NI GLAZ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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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ZIBO TAIBAO LASER HOLOGRAM CO. ,LTD
485. HUAYIN TEST INSTRUMENTS CO. ,LTD. LAI ZHOU CITY. SHAN-DONG
486. GAOMI YUHONG LASER ANTIFAISE CO.
487. DONNELLY YANTAI ELECTRONICS CORP LTD
488. YANTAI VALIANT FINE CHEMICALS CO. ,LTD.
489. SHUNHUA ENTERPRISE CO. ,WEIHAI, SHANDONG
490. WEIHAI DONGGUANG FILMY SCREEN CORP. ,LTD
491. QINGDAO ZHONGFA LASER TECHNIQUE CO. ,LTD.
492. HISENSE OPTICS CO. ,TD
493. QINGDAO SHANGHUI MICRO ELECTRONIC CO.
494. SHANDONG NORTH OPTICS-ELECTRONICS CO. ,LTD
495. YAN ZHOU HENG XIN PRINTING CO. ,LTD
496. LASER RESEARCH INSTITUTE OF SHAN DONG ACADEMY OF SCIENCE
497. LASER INSTITUTE OF QUFU NORINAL UNIVERSITY
498. QINGDAO LUCULENT MICROELECTRONIC CO. ,LTD
499. QINGDAO QIMEI IMAGES INC
500. INSTITUTE OF APPLIED CHEMISTRY, SHANDONG UNIVERSITY
501. SHANDONG HUAGUANG OPTOELECTRONICS CO. ,LTD.
502. QINGDAO QING YUN CO. ,LTD, TRANS-WORLD ENTERPRISES (SHENZHEN) 

LTD.
503. ZIBO BOSHAN XINYING SENSOR FACTORY
504. PENLAI 2D OPTICAL INSTRUMENTS FACTORY
505. SHANDONG LANFENG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506. SHAN DONG YICHUANG ELECTRONICS COMPANY LTD
507. PRIMANEX (CHINA) CO. ,LTD
508. SHANDONG NEWPHOTONS SCIENCE & TECHNOLOGY CO. ,LTD
509. SHANDONG REAEARCH & DESIGN INSTITUTE OF INDUSTRIAL CERAMICS
510. CRYSTECH ZNC.
511. QINGDAO HAIZHEN FAR IQ DEVELOPMENT COMPANY LTD
512. SHANDONG BAUD OPTOELECTRONICS CO. ,LTD

파. JheJia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513. WENZHOU FENGYUAN OPTOELECTRONIC CO. ,LTD.
514. WEILIGUANG TECHNOLOGY LTD. ,HANGZHOU
515. SOYEA TECHNOLOGY CO. ,LTD
516. ZHEJIANG RESEARCH INSTITUTE OF SD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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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ZHEJIANG MEDICAL DEVICE RESEARCH INSTITUTE
518. HANGZHOU WEILIGUANG INSTRUMENT COMPONENTS CO. ,LTD.
519. INSTITUTE OF OPTICS, ZHEJIANG UNIVERSITY
520. NATIONAL RESEARCH CENTER OF ENGINEERING & TECHNOLOGY FOR 

OPTICAL INSTRUMENT ENGR
521. INSTITUTE OF OPTOELECTRONICS TECHNOLOGY, ZHEJIANG UNIVERSITY
522. INSTITUTE OF OPTICS, ZHEJIANG UNIVERSITY
523. HANGZHOU YUHANG LASER INSTRUMENT FACTORY
524. SHAOXING KUA HU QLAO ELEC DEVICE & ANTEJNNAFAC
525. SHAOXING YILIDA ELECTRONICS CO. ,TD
526. ZHEJIANG VACUUM ELECTRO CO. ,LTD
527. SHAOXING CAPITAL LASER PRODUCTS MANUFACTURING CO. ,LTD
528. ZHEJIANG CHANG XING ELECTRONIC FACTORY
529. ZHEJING ZHAN ZI OPTOELECTONIC CO LTD
530. ZHEJIANG HUADONG PHOTOELECTRICS INSTRUMENT CO. ,LTD.
531. ZHEJIANG XIANFENG MACHINERY FACTORY
532. NINGBO EMITTER ELECTRONIC CO. ,LTD
533. NINGBO YONGXIN OPTICS LTD.
534. NINGBO STEREO DISPLA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535. NINGBO KEYONG ELECTRONICS CO. ,LTD
536. CIXI KENT OPTOELECTRONICS & DISPLAY CO. ,LTD
537. XIANG SHAN PRECISION INSTRUMENT MILL
538. INSTRUMENTATION FACTROY OF JUHUA GROUP ENGINEERING CO. ,LTD
539. WENZHOU INSTRUMENTS AND METERS CO. ,LTD
540. WEN ZHOU TALENT TECHNOLOGY CO. ,LTD
541. ZHEJIANG ADVANCE COMMUNICATION CO. ,LTD.
542. EVERFINE INSTRUMENT CO. ,LTD.
543. HANG ZHOU HUALONG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544. HANGZHOU (TOPTICS) INC.
545. HANGZHOU FLYING OPTOELECTRONICS TECH CO. ,LTD.
546. INSTITUTE OF OPTOELECTRONICS TECHNOLOGY, CHINA INSTITUTE OF 

METROLOGY
547. ZHEJINAG CHANGHE PHOTOELECTRICITY CO. ,TDL.
548. NINGHAI TIANHE OPTICAL CO. ,LTD.
549. ZHEJIANG SUNNY OPTICS CO. ,LTD.
550. ZHEJIANG GUYUE LONGSHAN ELECTRONIC TECHNOLOGY DEVELOPM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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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551. DEPARTMENT OF OPTICAL ENGINEERING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P. R. CHINA

하. JiangX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552. GENERAL JIU JIU ELECTRON FACTORY OF NANCHANG, NANCHANG NO. 10 

RADIO FACTORY
553. STATE OWNED NO. 746 FACTORY
554. NAN CHANG SUNRISE OPTECH CO. ,LTD.
555. JINAGXI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556.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NANCHANG INSTITUTE OF 

AERO TECHNOLOGY
557. BASIC DEPARTMENT, NANCHANG UNIVERSITY
558. JINAGXI TOWA ORIENT CO. ,LTD.
559. JIZN GANHONG ELECTRONIC. CO. ,LTD.
560. JIANGXI FANGDA FOCUS INFORMATION CO. LTD
561. SHANG RAO RI ZHONG TIAN OPTICAL INSTURMENT CO. ,LTD

거. FuJia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562. FUJIAN INSTITUTE OF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MATTER, CHINESE 

ACADEMY OF SCIENCES
563. TONEARN
564. THE INSTITUTE OF LASER, FUJIAN TEACHERS UNIVERSITY
565. FUJIAN JDSU CASIX INC.
566. PTVK OOELECTRONIC TECHNOLOGY CO. ,LTD.
567. FUJIAN PU TIAN OPTICAL MACHINE ELECTRONIC INSTRUMENT GENERAL 

WORKS
568. PHOTO ELECTRONIC TEACHING & RESEARCH SECTION, PHYSICS DEPART. 

,XIAMEN UNIVERSITY
569.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XIAMEN UNIVERSITY
570. XIAMEN HUALIAN ELECTRONICS CO. ,LTD.
571. XIAMEN OCULAR LCD CO. LTD
572. QUANZHOU ZHONGYOU OPTICAL INSTRUMENTS CO, LTD
573. TAE PACIFIC LASERMARK CO. ,LTD QUANZHOU.
574. FUJIAN CASTECH CRYSTALS, INC.
575. ADVANCED SEMICONDUCTOR (XIA ME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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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XIAMEN G&P ELECTRONICS CO. ,LTD.
577. FUZHOU TCT CO. ,LTD.
578. XIAMEN SANAN ELECTRONICS CO. ,LTD.
579. FUZHOU JINKER OPTICAL ELECTRONIC TECHNICAL CO. ,LTD.
580. FUZHOU FIRST OPTICAL CO. ,LTD.
581. QUAN ZHOU LINHAI ELECTRONIC EQUIPMENT FACTORY
582. FU OPTO-ELECTRONIC TRADING FIRM
583. FUZHOU MICROLATTICE SEMICONDUCTOR CO. ,LTD.
584. XIAMEN E-LIGHT PHOTOELECTRICITY CO. ,LTD.
585. XIAMEN TOPSTAR LIGHTING CO. ,LTD

너. HuNa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586. HUNAN SHUGUANG ELECTRON GROUP[ CORP. LTD
587. LASER INSTITUTE OF HUNAN UNIVERSITY
588. 48TH RESEARCH INSTITUTE OF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589. HUNAN CHANG WEN OPTOELECTRONIC DEVICES CO. ,LTD.
590. ZHUZHOU JINLAN MECHANIC & ELECTRONIC COMPANY
591. QUARTZ EQUIPMENT BRANCH CO. OF, ZHUZHOU CHEMICAL INDUSTRY 

GROUP
592. HUNAN HUANAN OPTOELECTRONICAL INSTRUMENT FACTORY
593. YAELO. CO. LTD. CS. HN

더. HuBe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594. WUHAN INSTITUTE OF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595. CHINA NATIONAL INFRARED PRODUCTS QUALITY SUPERVISION & TESTING 

CENTER
596. WUHAN DIANLING TECH & SCI CO. ,LTD
597. WUHAN YAGE LASER INSTRUMENT CO. LTD
598. WUHAN MARS SCIENCE-TECH INDUSTRIAL CO. ,LTD
599. DEPT OF OPTOELECTRONIC INFORMATION ENGINEERING, WUHAN UNIVERSITY
600.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 SCHOOL OF AUTOMOTIVE 

ENGINEERING
601. WUHAN CHUTIAN LASER (GROUP) CO. ,LTD.
602. SESMOLOGICAL INSTRUMENT FACTORY
603. WUHAN INSTITUTE OF PHYSICS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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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WUHAN RESEARCH INSTITUTE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605. WUHAN TELECOMMUNICATION DEVICES CO.
606.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 ,LTD.
607. IMAGE TECHNOLOGY BRANCH OF HUAGONG TECH. ,LTD.
608. OPTOELECTRONIC INFORMATION DEPT. , HUAZHONG UNIV OF SCI & TECH
609. HONGHU TRANSISTOR FACTORY. ,HUBEI
610. HUANG SHI HUI REN LASER RESEARCH INSTITUTE, HUBEI
611. HUBEI NEW HUAGUANG INFORMATION MATERALS CO. ,LTD.
612. HUAZHONG PRECISION INSTRUMENT FACTORY IN HUBEI
613. WUHAN UNITY LASER CO. ,LTD
614. HUBEI YAOHUA ELECTRONIC CO. , LTD
615. ACOLT HB CO. ,LTD
616. SOVP
617. HUBEI RESEARCH INSTITUTE OF CHEMISTRY
618. WUHAN TIANJUN LASER CO. ,LTD
619. LINGYUN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620. WUHAN YINGHUA PHOTOELECTRONIC TECHNOLOGY CO. LTD.
621. WUHAN PNISUND PHOTOELECTRON CO. ,LTD.
622. WUAHN ZHONGJI OPTICAL INSTRUMENT COMPANY LTD.
623. ZHONGNAN OPTICAL INSTRUMENT FACTORY
624. XINGFAN TECHNOLOGY CENTER OF OPTOELECIRONIC
625. WUHAN TIAN YU OPTIC-ELECTRIC INSTRUMENT CO. ,LTD
626. WUHAN UNIVERSITY O. IN FACTORY

러. HeNa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627. ZHENGZHOU CAMERA FACTORY
628. THE 28TH RESEARCH INST. ,CETC
629. HENAN KEY LABORATORY OF LASER AND APPLICATION
630. HENAN HUA DAN ELECTRONIC CO. LTD.
631. THE XIN XIANG SCIENCIFIC INST. DEVEL. CENTRE, CAS
632. HENAN HUAXIA OPT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 FACTORY
633. LUOYANG RONGFA ELECTRONICS CO, LTD
634. THE 613TH RES INST OF CHINA AVIATION INDUS GENERAL CO.
635. CHINA AIRBORNE MISSILE ACADEMY
636. COSTAR GROUP LTD.
637. NANYANY JINGUAN GROUP EIMITED LIABILITY NANYANG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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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638. HENAN CHUAN GUANG ELECTRONIC OPTICAL INSTRUMENT FACTORY
639. COMPUTER SCIENCE COLLEGE OF HENAN UNIVERSITY
640. INSTITUTE OF LASER & ELECTRONIC TECH. ,HENAN UNIVERSITY
641. ANYANG WENFENG ABRASIVE CO. ,LTD
642. HENAN PINGYUAN OPTOELECTRONIC INSTR FAC.
643. HENAN XINYE XINDA OPTICS & ELECTRONICS CO.
644. HENAN SAMOST PHOTOELECTRICAL SCIENTIFIC STOCK CO. ,LTD.
645. NANYANG WOLONG OPTICAL CO. ,LTD.
646. NANYANG LIDA OPTICAL & ELECTRONIC CO. ,LTD.
647. ANYANG XUHUI ABRASIVE CO. ,LTD HENAN CHINA
648. CHINA AVIATION OPTICAL-ELECTRICAL TECHNOLOGY CO. ,LTD.

머. GuangDong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649. SHENZHEN HI-POTEL TECHNOLOGY CO. ,LTD.
650. SANWA TECHNOLOGIES LIMITED
651. ISFOSTONE COMMUNICATION CONSULTANT
652. E-O NATIONAL (EON) CO. ,LTD.
653. NORIN OPTECH CO. LTD.
654. GUANGZHOU INSTITUTE OF ELECTRONIC TECH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655. LASER MEDICINE LABORATORY OF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SUN YAT-SEN MEDICAL COLLEGE OF SNN YAT-SEN 
UNIVERSITY

656. OPTICAL COATING LAB. ,THE STATE KEY LABORATORY OF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TECHNOLOGIES

657. DEPARTMENT OF PHYSICS ZHONGSHEN UNIVERSITY
658. SCYTEK INTERNATIONAL INC
659. GUANGZHOU RESEARCH & DEVELOPMENT CENTRE OF O-M-E ENGINEERING
660. SOUTH CHINA INSTITUTE OF QUANTUM ELECTRONICS
661. GUANGZHOU OPTICAL FIBER FACTORY
662. SHANTOU S. E. Z. SPACE PIONEER HOLOGRAM CO. LTD.
663. CONHUI (HUIZHOU) SEMICONDUCTOR LTD.
664. TRULY SEMICONDUCTORS LTD.
665. HONEYWELL (TIANJIN) LTD. GUANGZHOU OFFICE
666. SHENZHEN ADVANCED SCIENCE & TECHNOLOGY ENTERPR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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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SHENZHEN SAST DISPLAY TECHNOLOGY CO. ,LTD.
668. SHENZHEN NANYA TECHNOLOGY CO. ,LTD.
669. SHENZHEN LAIBAO HI-TECH CO. ,LTD
670. SHENZHEN DIVIEON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671. TIANMA MICROELECTRONICS CO. ,LTD
672. CLOVER CHINA DISPLAY (SHENZHEN) LIMITED
673.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674. REFLECTIVE MATERIALS FACTORY, SZU
675. CHINA SOUTHERN GLASS HOLDING CO. ,LTD FINE GLASS DIVISION
676. INTERNATIONAL DISPLAY WORKS
677. CHAOZHOU DRORY MICRO-ELECTRONICS CO. ,LTD
678. CHAOZHOU HANGUANG ELECTRIC CO. ,LTD
679. ZHAOQING JIAXIN LASER IMAGE PRINTING COMPANY LTD
680. FOSHAN NATIONSTAR OPTOELECTRONICS CO. ,LTD.
681. GUANDONG MACRO WIRES CABLES CO. ,LTD
682. THE JIANGMEN PENG BO (GROUP) COMPANY LIMITED. GUANGDONG
683. SHENZHEN SUPER INDUSTRIAL LTD.
684. SHENZHEN SINAN PHOTOELECTRONIC CO. ,LTD.
685. SHENZHEN SHENFNAG-LUCKY PHOTOELECTRON MATERIALS CO. ,LTD.
686. TRRANSICOM POTENT ELECTRICAL EQUIPMENT CO. ,LTD.
687. SUPERMASK. COM CO. ,LTD
688. SHENZHEN HIVAC VACUUM PHOTO-ELECTRONICS CO. ,LTD.
689. SHENZHEN DIGUANG ELECTRONICS CO. ,LTD
690. SHENZHEN COZHIP ELECTRONICS CO. ,LTD.
691. FENGHUA GROUP ZHIHUA OPTO-ELECTRONIC TECHNOLOGY CO. ,LTD.
692. DONGGUAN GRAND HALO  ELECTRONIC CO. ,LTD.
693. LASER FANTASY HI-TECH CO. ,LTD
694. GUANGDONG FORTUNE-NSCI POLARIZING DEVICE CO. ,LTD.
695. DONGGUAN CHAOYOE ELECTRONICS CO. ,LTD.
696. O-NET COMMUNICATIONS LIMITED. 
697. SUMITOMO ELECTRIC ASIA LTD. GUANGZHOU OFFICE
698. SHENZHEN ULTRAPURE WATER SYSTEM CO. ,LTD.
699. DONG RONG ELECTRONICS COMPANY LIMITED
700. GLAVERBE VERTEC (SHENZHEN) CO. ,LTD.
701. GUANGZHOU LEIMIJIA LASER SCIENCE & TECHNOLOGY CO. ,LTD.
702. PERKINELMER INDUSTRIAL (SHENZHE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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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SHENZHEN WEBBOOK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704. MULCD MICROELECTRONICS (SHENZHEN) CO. ,LTD.
705. SHEN ZHEN g&s CO. LTD.
706. SHENZHEN KEEPAHEAD ULTRA-SONIC EQUIPMENT CO. ,LTD
707. ZHONGSHAN CITY MINGCA HI-TECH OPTICAL & ELECTRONIC INSTRUMENT 

CO. ,LTD
708. HOLLY HAND ENTERPRISE LTD.
709. SUPER BRIGHT INVESTMENT INC.
710. DONG GUAN DONG XU METAL MANUFACTURE & ELECTRIC PLATING CO. LTD.
711. SHENZHEN HEKEDA ULTRASONIC EQUIPMENT CO. ,LTD.
712. BOLY MEDIA COMMUNICATIONS (SHENZHEN) CO. ,LTD
713. SHENZHEN TONGZHOUJI ELECTRONIC CO. ,LTD
714. SHENZHEN LIANCHUANG JIANHE PHOTOELECTRICITY DIPLAY CO. ,LTD.
715. ALLEN INDUSTRY & TECHNOLOGY CO. ,LTD.
716. FENGHUA GROUP TOVICS TECHNOLOGY CORPORATION
717. GUANGZHOU BESTSTAR TECHNOLOGY & ELECTRONICS CO. ,LTD.
718. SHENZHEN TC-TECH EXPLOIT CO. ,LTD
719. SHENZHEN BOE INTELLIGENT DISPLAY TECHNOLOGY CO. ,LTD.
720. WANYIDA PCB EQUIPMENT PLANT
721. KAM LEE HANG CO. ,LTD
722. DONG GUANG NAM KWONG ELECTRIC CO. ,LTD.
723. SUN EAST ELECTRONIC DEVELOPMENT (SHENZHEN) CO. LTD
724. GUANGZHOU JUNHAO SCIENCE & TECHNOLOGY CO. ,LTD.
725.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 

PHOTOELECTRONIC TECHNOLOGY
726. GUANGZHOU ADVANCED INSTRUMENTS CO. ,LTD.
727. GUANGZHOU RITON LASER CO. ,LTD.
728. GUANGZHOU PHOTONE LASER CO. ,LTD.
729. GUANGDONG LONGMA OPTICAL TECHNOLOGY CO. ,LTD.
730. GUANGZHOU FORESTON TECHNOLOGY CO. ,LTD.
731. GUANGZHOU POST & TELECOM EQUIPMENT CO. ,LTD.
732. GUANGZHOU BEIQINGCHENG OPTOELECTRONIC EQUIPMENT CO. ,LTD.
733. GUANGZHOU JINGHUA OPTOELECTRONIC INSTRUMENT CO. ,LTD.
734. GUANGZHOU YAGNAG (SILBER START) STAGE EQUIPMENT INDUSTRIAL CO. 

,LTD
735. INSTITUTE OF PHOTOELCETRONIC & ENGINEERING JINAN UNIVERSITY



- 108 -

736. GUANGDONG COMMUNICATIONS CORPORATION (GUANGZHOU) LTD.
737. GUANGZHOU JINGMENG OPTOELECTRONICS DISPLAY INFORMATION SERVICE 

CO. ,LTD.
738. GUANGZHOU LIGHTSTAR OPTOELECTRONICS DEVICE LTD.
739.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MATERIALS RESEARCH 

INSTITUTE FOR OPTICS AND COMMUNICATION
740.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741. GUANGZHOU CLEAN NEW TECHNOLOGY CO. ,LTD.
742. GUANGZHOU LINSTAR TELECOM-OPTIC EQUIPMENT CO. ,LTD
743. GUANGZHOU JOINMAX DISPLAY TECHNOLOGY ENTERPRISES LTD.
744. GUANGZHOU HALCYON TELECOM EQUIPMENT CO. ,LTD.
745. GUANGZHOU MINGXIANG ELECTRONICS & TECHNOLOGY CO. ,LTD
746. GUANGZHOU RESEARCH INSTITUTE OF SEMICONDUCTOR METAL
747. GUANGZHOU GEO INDUSTRIES CO. ,LTD.
748. GUANGZHOU HAOJIE LASER TECHNOLOGY CO. ,LTD.
749. GUANGZHOU DONGYANG TECHNOLOGY CO. ,LTD.
750. GUANGZHOU SANSING ELECTRONIC INDUSTRIES CO. ,LTD.
751. JINHOUTIAN OPTOELECTRONICS LTD.
752. GUANGZHOU PANYU DISTRICT SHIJIQIFU STROE FOR ELECTRONIC 

PRODUCTS 
753. GUANGZHOU INSTITUTE OF LASER APPLICATION
754. WEALTH CENTER FIBER OPTIC INC.
755. GUANGZHOU PANYU SUNSPO CCTV EQUIPMENT CO. ,LTD.
756. ZHAOQING TECSUN VACUUM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 ,LTD.
757. GUANGZHOU RESEARCH INSTITUTE OF NON-FERROUS METAL
758. GUANGZHOU LONGWEI OPTOELECTRONICS & TECHNOLOGY CO. ,LTD.
759. GUANGZHOU YUEXIN LASER TECHNOLOGY CO. ,LTD.
760. HUMEN DIAMOND LASER
761. ZHIHUA OPTICAL -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762. GUANGZHOU HOITUNG COM TECHNOLOGY CO. LTD
763. ZHUHAI SMARTECH ELECTRONICS AND MACHINERY MANUFACTURING CO. 

,LTD
764. AOSHI FIBER &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765. NEARFORM OPTIC SHENZHEN CO. ,LTD.
766. SHENZHEN J. L. L ELECTRONIC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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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GUANGZHOU ZHAOAN LASER ENGINEERING CO. ,LTD.
768. INFORMATION ENGINEERING DEPARTMENT,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769. CHINA ELECTRONIC PRODUCT 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TESTING 

RESEARCH INSTITUTE
770. FOSHAN JINLONG OPTOELECTRONICS CO. ,LTD
771. GUANGZHOU OPTICAL INSTRUMENT FACTORY
772. GUANGDONG TIANL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CO. LTD
773. SHENZHEN LIGHTCOMM TECHNOLOGY CO. ,LTD

버. GuangX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774. APPLIED PHYSIC RESEARCH INSTITUTE OF GUANGXI ACADEMY OF SCIENCES
775. DEPARTMENT OF PHYSICS, GUANGXI UNIVERSITY, NANNING
776. GUILIN KANGXING MEDICAL INSTRUMENT CO. ,LTD.
777. GUILIN INSTITUTE OF OPTICAL COMMUNICATIONS
778. GUILIN STARS POWER ELECTRONICS CO. ,LTD
779. WUZHOU OPTICAL INSTRUMENT FACTORY, CHINAL.
780. LASER INSTITUTE GUANGXI UNIVERSITY OF TECHNOLOGY 
781. LIUZHOU CHANGHONG MACHINERY MANUFACTURING CORP. ,CHINA AVIATION 

INDUS. GENERAL CORP.
782. KECHANG OE CO. ,LTD
783. NAN NING CHOICE ELECTRICS CO. ,LTD
784. HIVISION ELECTRONICS CO. ,LTD.

서. GuiZhou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785. GUIYANG XINTIAN OETECH CO. ,LTD

어. SiChua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786. INST. OF FLUID PHYS. ,CAEP
787. CHENGDU CORDER OPTICS & ELECTRONICS CO. ,LTD.
788. SICHUAN JINDU OPT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 FACTORY
789. GAUNGHAN KEFENG ELECTRON CO. ,LTD. SI CHUNAN. CHINA
790. SICHUAN NIANYANG LINKTON TELECOM CO. ,LTD
791. CHENGDU V-STAR ELECTRONICS CO. ,LTD
792. TIANYI COMHEART OPTO-ELECTRONICS CO. ,LTD
793. CHENGDU OPTICAL PLANT



- 110 -

794. SOUTHWEST 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
795. CHENGDU THERMOMETER FACTORY
796. CHENGDU GUOXIONG OPTO-ELECTRIC TECHNOLOGY CO. ,LTD.
797. CHENGDU GUANGMING OPTOELECTRONIC INFORMATION MATERIAL CO. ,LTD
798. SCHOOL OF OPTO-ELECTRONIC, INFORMATION
799. APPLIED PHYSICS INSTITUTE OF USETC
800. CHENGDU GLASS INSTITUTE
801. NATIONAL INSTITUTE MEASUREMENT AND TESTING OF TECHNOLOGY
802. GHENGDU HUAGUAN DISPLAY TECHNOLOGY CO. ,LTD
803. CHENGDU OPTICAL GLASS CO. ,LTD
804. CHINA TELECOM WORLD NEWS
805. CHENG DU ORIENT OPTIC TECHNOLOGY CO. ,LTD

저. YunNan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806. KUNMING INSTITUTE OF PHYSICS
807. WUHUA INFRARED ENGINEERING LTD.
808. KUNMING UNIV. OF SCI. AND TECH. RES. LAB. FOR LASER APPLICATION
809. YUNNAN NORTH OPTICAL ELECTRON GROUP CO. LTD
810. KINMING ACCURACY OPTICAL TECHNOLOGY CO. ,LTD
811. YUNNAN FEILONG EQUIPMENT COMPANY LTD

처. ShanXi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812. XIAN OPTICAL SURVEYING INSTRUMENT FACTORY
813. XIAN YAXI E-O INSTR. FAC.
814. OPTICAL AND ELECTRICAL DEPARTMENT, XI'AN INSTITUTE OF TECHNOLOGY
815. XIAN GUANGHUI EQUIPMENT MANUFACTURE CO. LTD
816. XIAN CREATE MICROELECTRONICS DESIGN CENTER LTD
817. SICONG OPTO-ELECTRONIC LTD.
818. RESEARCH INSTITUTE FOR LASER AND INFRARED APPLICATIONS
819. INSTITUTE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XI'AN JIAOTONG 

UNIVERSITY
820. XI'AN INSTITUTE OF APPLIED OPTICS
821. XI'AN RUILIAN MODERN ELECTRONIC CHEMICALS CO. ,LTD.
822.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823. XIAN YONGLI LASER ELECTRON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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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XIDIAN UNIVERSITY
825. CENTER FOR AERODYNAMICS DESIGN RESEARCH, NORTH 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826. DEPARTMENT OF APPLIED PHYSICS. ,NORTHWESTERN PLOYTECHNICAL 

UNIVERSITY
827. XI'AN ELECTRONIC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828. XIANYANG PRINTING PACKINGERY PLANT
829. SHANXI HUAXING INFRARED DEVICES FACTORY
830. XI'AN HUAKE OPTOELECTRONICS CO. ,LTD
831. XI'AN MILKY WAY IMAGE TECHNOLOGY CO. ,LTD
832. XI'AN QINGSONG TECHNOLOGY CO. ,LTD.
833. XI'AN ZHONGWEI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834. ZHONGHANG ELECTRONIC MEASURING INSTRUMENTS CO. ,LTD
835. XIAN SANKE DIGITAL OPTICAL ELECTRONIC CO. ,LTD.

커. GanSu 지역 광학/광전자 회사 목록
836. GANSU OPTICAL INSTRUMENT INDUSTRIAL COMPANY
837. LANZHOU VACUUM EQUIPMENT. CO. LTD
838. LANZHOU LANXIN HIGH SCIENCE &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STOCK CO. ,LTD
839. LANZHOU XINTAI OPTICAL CO. ,LTD
840. SHENZHEN DONGZHAO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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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 및 협력 기반 조성
   한․중 간의 광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 등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한중 광기술 공
동연구 센터는 한국 측의 운영위원회와 중국 측을 포함하는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측의 운영위원회는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의 예
산 기획 등 국내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는 구체적인 
협력사항, 방법 등에 대하여 “ 상호 호혜 원칙 ”에 입각하여 협의하고 있다.
   1 단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직된 국내 운영위원회는 2003년 2월에 열린 
운영개선 워크샾에서 운영현황 및 문제점등을 점검하고, 한중과기협력센터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 공동운영 요령 제정 검토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요령 등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
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당해 단계 동안에 제 7차로부터 제 13차 까지 
7회의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한중 광기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심의 하였
다.
   한국과 중국의 광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한중 공동 운영위원회는 1 단
계 후반에 조성한 바 있으나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2 단계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도움으로 2003년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국내의 광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한중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서로 광기술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 공

동 연구과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수행하 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이 중국 측

의 상대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기술 및 인적 교류를 지속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후

에 한중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공모에 의하여 국내 운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위탁과제 형식으로 지원하 다. 

또한 과제 수행 후에 한중과기협력실무위원회에서 한중과기협력 의제로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한중 광기술협력 역을 확대하 다. 1 차 연도에는 교원대를 

비롯한 3개 대학, 2 차 연도에는 KAIST 등 3개 대학을 지원하 다. 2003 년에 개

최된 제 3 차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서 3 개 과제가 한중협력의제로 선정되어 선

행 연구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 다. 

   상기한 한중 광기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선행과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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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위원회

  가. 운영요령 등 규정 제정

   2003년 2월에 개최된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 운영개선 워크샵에서 2003년 현
재 운영중인 4개의 한중과기협력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등을 점검하고, 한중과
기협력센터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 공동운영 요령 제정 검토 등을 통해 한중협력센
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1) 센터운영 요령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배정시 관련 규정은 특연사 규정을 근간으로 하
되, 특연사 규정의 모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관련 사항
을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운영위원회 운영 요령
운영위원회 운영은 현 시스템 안에서 각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KISTEP을 운영위원회 당연직에 포
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기부조차도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협력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원의 당연직 참여는 센터의 자율적 운
영에 저해된다. 회의수당, 자문료의 경우도 각 연구소마다의 규정이 있
으므로, 자체 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제정된 한중 광기술협력센타 운영위원회 운영요령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 개선 워크샵의 결론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단독운영보다는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협력센타가 되도록 운영 요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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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 운 위원회 운 요령

제정 : 2003. 4. 3.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과기부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사업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 운 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센타 중장기 추진 계획의 승인/변경 

  3. 중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 의제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술조사단 파견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장, 한중 광기술협력센타 

사업책임자 (센타장)

   2. 위촉위원   :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한중 

광기술 협력센타사업 책임자가 위촉한자. 특히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광범위한 인사로 구성한다.

  1) 광기술관련 연구기관 대표 5 인 이내

   2) 광기술관련 대학교 대표 5 인 이내

  3) 광학회 대표 1 인 내외

  4) 광산업계 대표 3 인 이내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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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 5 조(간사위원) 

①위원회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센타장으로 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
명 이상의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처리 관리한다.

④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 등의 정족수는 

제2항의 규정과 같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
해 위원 소속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 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소

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중광기술센타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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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별 주요 심의내용 

- 한중광기술 공동연구센타 운 과 관련하여 2 단계에 총 7 회에 걸쳐 운

위원회를 개최하 다. 개최되었던 각 회의에서 심의 되었던 주요한 내용을 정

리하 다.

1) 제 7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2년 4월 4일 오후 2시

나) 장   소 : 유성 스파피아 호텔 4층 석류홀

다) 참석자 : 과기부 1인, 연구소 3인, 대학교 3인, 산업체 2인, 중국전문가  

2인 등 11명이 참석하 고 3인이 불참하 다.

라) 심의안건

- 중국측 한 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주관기관 (북경소재 물리연구소)

과 한중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에 관하여 체결할 Agreement 

- 한중 광학기술 실무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북경소재 중국과학원 산하  

물리연구소와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에 체결할 합의문에 대하여, 물리

연구소의 Jie Zhang 부소장과 이미 초안 검토를 마친 상태임. 

  ■ 운 위원 의견

한국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소, 중국측에서는 중국과학

원 산하 물리연구소간에 체결될 Agreement로써 실제로 협약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중국측이 중국정부 (중국 과학원)에서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

터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중국과학원으로부터 한중광기술 공동

연구 센터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금까

지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경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게 됨.

마) 토의 안건

A). 한 중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 중국측 운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는 대로 한국이나 중국에

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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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Jie Zhang 부소장과 구체적 계획 수립예정

B). 한 중 과학기술 협력 장관급 회의 개최 준비 건

- 7월 예정이었던 회의가 11월로 연기될 전망임

- 장관급 회의 이전이라도 KAERI와 IOP 간의 협약은 체결함

  ■ 운 위원 의견

기술조사단 파견자의 예산 지원이 없는 점이나, 공동운 위원회

에 참가할 운 위원에 대한 지원이 현재 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러한 예산지원을 방침을 개선해 볼 여지는 없겠는가?

공동운 위원회 개최나 장관급 회담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계획은 수행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 중 과학기술 페스티발은 한중 과학기술 포럼으로 성격을 바꾸

어 추진할 예정임 (과기부) 

바) 기타 중국기술 자료에 대한 소개

A).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한 중 광기술 센터의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 http://otrc.kaeri.re.kr로 접속할 수 있으며, 중국 내 기관에 대한 

정보과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update 되어 있음.

- 한 중 양측 언어로 상당한 깊이 까지 찾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보완/유지하고 있음

B). STEPI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중국 광기술 현황조사 보고서에 수

록된 일부 내용을 설명

- 중국의 관련 홈페이지에 관한 소개

■ 운 위원 의견

중국기술의 원활한 이전/습득을 위하여 한중센터에서 예산을 사

용하여 중국어사전(두산동아 사전 등), 한중 언어 번역기 (일본에서 

출판된 자료 참조)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임.

과기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한 중 광기술 센터의 홈페이지가 연

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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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8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2년 7월 4일 오후 4시

나) 장   소 : 서울 과총회관 811호 (한국광학회 사무실)

다) 참석자 : 과기부 1인, 연구소 4인, 대학교 3인, 산업체 1인, 중국전문가 

1인, 불참자 4인

라) 심의안건

a) 2002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계획

(1)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사업

․과제책임자: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 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190,000 천원 (센터운 )

(2) 핵심기술 협력연구사업 (3개 과제 총 200,000 천원)

(가)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 사업

․과제책임자: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 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80,000 천원 (위탁연구비: 30,000 천원)

․연구개발 최종목표: 

(나)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

․과제책임자: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 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60,000 천원 (위탁연구비: 20,000 천원)

(다)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

․과제책임자: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차 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60,000 천원 (위탁연구비: 20,000 천원)

b) 2002년도 한․중 광기술협력 선행연구위탁과제 선정

(1) 접수기간: 기간: 2002. 6. 21(금) - 2002. 6. 26(수) (2002. 5. 20.

부터 공고) 

(2) 과제 접수 현황 및 심의 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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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 목적과 부합한 것으로 판정된 과제

- 극자외선 파장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윤춘섭 
(KAIST)

-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필요한 초단 레이저 및 
관련 소자 연구 : 이병하 (KJIST)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 한일기 (KIST)
- X-선용 광학부품 및 관련 소자 연구 : 최재호 (단국대) :
     (예산 부족으로 탈락)

  (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과제

- 적외선 관측 및 고출력 레이저용 금속 변형 거울 모델 
개발 : 이준호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3) 제 9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3년 4월 3일 오후 2시

나)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INTEC) 소회의실

다) 참석자 : 과기부 2인, 연구소 5인, 대학교 3인, 산업체 2인, 불참자 4인

라) 심의안건
  a)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역할정립 및 활성화방안
   ∙ 한∙중 정부의 승인에 따른 센터명칭 변경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를 “한∙중 광기술협력센터”로 명칭 변경

 b)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역할 정립
∙ 국가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 

∙ 한가지 세부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

∙ 협력 기반 조성

  - 정보 제공 : 세미나, 워크샵, Homepage & DB
  - 인력 교류 및 인맥 형성
  - 중국 기술수준 평가 및 한∙중간의 기술 연계
  -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한∙중 광기술협력활성화 

  c)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위원회 요령 제정 및 활성화 
  ∙ 한∙중 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운 위원

회 요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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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의 대표기관이 참여하는 운 위원회 구성

∙ 중국측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운 위원회 구성을 요구

∙ 양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한∙중 공동 운 위원회에서 협력 활

성화를 추구

d)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의 연구기능의 재정립 
∙ ‘03 연도에는 신규로 선행연구과제를 공모하지 않고, ’04 년부터는 

핵심기술 공동연구와 선행연구 과제를 통합 추진코자 함

e) 한∙중 광기술협력센터의 협력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 국내산학연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내 관심사가 높은 분야에 한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중국 기술조사단 파견시 국내 산학연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기

술 연계가 성사 되도록 지원

∙ 광주 광산업에서 육성하려는 LED 관련 협력에 주력하는 등 국내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안임. 

4) 제 10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3년 7월 9일 오후 2시

나)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INTEC) 

다) 참석자 : 과기부 1인, 연구소 5인, 대학교 3인, 산업체 1인, 불참자 5인

라) 심의안건
a)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호선에 의해 중국과의 협력 경험이 많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정일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b) 제 1차 한·중 광기술 공동운영 위원회 개최

- 제 1차 한중광기술협력센터 공동운영위원회에 참석키로 결정
- 한 중광기술협력센터 설립 관련 Agreement를 중국 주관 기관과 체결토

록 승인
- 제 1차 한 중 광기술협력센터 공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한국측 공동운영 

위원들을 우선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추가로 참석이 가능한 위원이 있으
면 차후 반영토록 함 : 김철중, 이호성, 이정일, 이영백, 김영균 외 과기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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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원에 대해서도 KISTEP 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회 참석을 지원
토록 함

- 공동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소속기관의 광기술 활동 소개 및 내년도 활동 
계획을 발표토록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의 소속기관자료는 참석하
는 위원이 대신 발표토록 함

c) 차기년도 센터 운영 방향 설정
- 차기년도 예산 : 전년도 수준 유지
- 센터운영과 핵심공동연구 비율 조정 : 50:50으로
- 지난 2 년간 한중 광기술 협력을 위해 지원하던 선행연구 과제의 지원 중

단
d) 차기년도 한·중 광기술 협력 신규의제 

- 2003. 5. 제 2 차 한중공동운영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토록 함
-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워크샵 개최 ( 공동운영위원회와 같이 개최 )
- 한중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단독개최  및 공동 개최를 총 4-5 건 
  규모로 추진하며 건당 5,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 한.중 양측의 광기술분야 전문가 리스트 작성은 전면적 추진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

5) 제 11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4년 1월 13일 오후 2시

나) 장   소 : 서울 한국광학회 사무실

다) 참석자 : 센타장, 과기부 1인, 연구소 4인, 대학교 1인, 산업체 1인, 불참자 

7인

라) 심의안건
  I. '03 년도사업  사업 추진계획
    A. ‘03 년도 사업추진 원칙
   ◦ 한중 광기술분야 공동연구에 집중.
   ◦ 산업체 지원은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한국광산업 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광기술원 등 국내 
    광관련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지원.

   ◦ 한중과기협력센타와의 중복 업무는 축 소하며 한중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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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센타와 협조체제 구축
    B. 제 2 회 한중 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04.5. 제주대학교 연수원에서 개최
   ◦ 중국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
    C. 제 1 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 제 2 회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영위원회와 같이 개최
   ◦ 한국광학회의 양자전자분과 학술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한중 광기술 전문가가 모여 해당 세부분야의 심도있는 기술협의
    D. 한중 광기술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 한중 광기술관련 세미나 등 개최 지원 
II. 공동연구과제 추진방안, 공모방법 및 선정원칙
    A. 한중 광기술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안 
   ◦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3 년간 지원한 공동연구과제가 ‘03 년도

로 
   종료.

   ◦ 선행연구 발굴 형식의 1 년간 지원하는 과제는 ‘02 년도에 종료.
   ◦ 새로운 한중협력 체제하에서의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공

동 연구 지원 방안이 필요.
   ◦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와의 차별화 필요
   ◦ 한중 양국에서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광기술 연구에 대한 연

계 역할 수행.
   ◦ 지원 방안 

- 위탁연구과제 형태로 지원 
- 중국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 개최 형태로 지원.

  B. 한중 광기술분야 공모방법 및 선정원칙
   ◦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위탁연구과제로 공모.

- 과제당 연구비 제한 : 20,000 천원 이내
- 지원 기간 제한     : 2 년 이내 

   ◦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공동연구는 별도로 과제화하지 않고 본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

   ◦ 총 위탁연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20 % 이내로 지원.
   ◦ 공모 후에 최종 위탁과제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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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2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4년 4월 1일 오후 1시

나)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INTEC)

다) 참석자 : 센타장, 과기부 1인, 연구소 1인, 대학교 2인, 산업체 2인, 불참자 

8인

라) 심의안건
I. '04 년도 한중 공동 연구과제 공모 방안 협의

ㅇ ‘04 년도 한중공동 연구과제 공모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함. 
ㅇ 다만, 공모안중 공모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한 과제 선정을 위해

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원안 :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정한 제한 공모
       - 변경 :  한국광학회 및 한중 광센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공

모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 구성 형식( 위탁과제 또는 세부과제)은 차

기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 운영위원이 과제 공모에 참여할 경우, 과제 선정 평가시 동 운영 위원

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함. 
ㅇ 비교적 소액의 과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Overhead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이에 대해서는 과제 공모 후 협의하기로 함.   
II. 한중 공동 운영 위원회 및 워크샵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 방안 협의   

ㅇ 경비지원 원칙은 승인하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함.
- 원안 : “ 한국측 운영위원의 경우에도 모든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

칙으로 하고, 기존 운영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자문비는 추
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

-변경 : “ 한국측 운영위원의 경우에는 자문비는 추가적으로 지급하
기로 함”    

ㅇ 경비 지원에 대하여 세워진 원칙은 차후의 경우에도 대해서도 일관되
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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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3차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 

가) 일시 및 시간: 2004년 5월 4일 오후 4시

나) 장   소 : 한국광학회 사무실

다) 참석자 : 센타장, 과기부 1인, 연구소 2인, 대학교 3인, 산업체 1인, 불참자 

7인

라) 심의안건
I. '04 년도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연구과제 심의

- 늦게 제출한 과제제안서는 다른 과제의 추가 제출에 대하여서도 제한

하 으므로 공평성을 위하여 탈락시킨다.

- 심사시 과제신청한 기관의 운 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 과제기간은 본 과제의 협약에 따라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4월30일

까지 10개월로 한다.

- 현재 접수된 5개 과제 모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예산상의 문

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라 조정하도록 의결한다.

       II. ‘04 년도 추진 계획
- 한중 광기술 협력에 있어 광학기기협회 회원사의 관심 분야를 보다 확

대하기 바란다.

2. 한중 공동 운 위원회

2002.12. 당시 중국의 주관기관으로 경합중이던 중국과학원 산하 물리연구소

와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 및 중국과학원과 중국 주관기관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 고, 최종적으로 중국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가 중국측 주관기관으로 선정

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중국주관기관인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와 한중광

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 개최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2003. 8. 8 - 8. 9 간에 

걸쳐 중국측 주관으로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ShangYu)에서 제 1 차 한중광

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2004년 5. 7 - 5. 9 제주대학교에서 제 2

차 한∙중 공동운 위원회 및 제1차 한∙중 광기술 워크샵을 개최하 다.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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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운 위원회 및 제 2차 한∙중 광기술 워크샵은 2005년 1월 하이난섬에

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I. 제 1 차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중국측 주관)
가) 일시 및 시간: 2003년 8월 8일 - 8월 9일 

나) 장   소 :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ShangYu)

ㅇ 2002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 7차 한∙중 과기공동위원회에서 정식으

로 국가간의 협력기구로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본 한∙중 광기

술 공동운 위원회는 중국측 주관으로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ShangYu)에서 개최되었음. 

ㅇ 한국측 전문가  6명, 중국측 전문가 13명 (자문단 5명 포함)이 참석하

으며(전체 운 위원 별첨 1), 본 회의를 위하여 상유시의 시장과 부시장

이 리셉션을 열어주었음.

<중국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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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Tang, 
Hongliang

Science & Tech Commission of Jiading  District, Shanghai
Director Government

Chen,
Liangyao Fudan University

Dean,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운영위원

Fan, 
Zhongwei

Beijing GKLaser 
Technology Co. 

Ltd.
General Manager Optical 

Industry 운영위원

Gong, Ye Zhejiang Sunny 
Group Co. Ltd.

Director, 
Engineering Ctr.

Optical 
Industry 운영위원

Xie, Xueru
Shanghai 

Optoelectronic 
Trade Association

Researcher Optical 
Society

운영위원대
리

Zhao, 
Zhentang

Shanghai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운영위원

Li, Ruxin SIOM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운영위원

Qu, Ronghui SIOM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실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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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자문단>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Hu, QiQuan SIOM 자문

Tian, Shouyun SIOM Foreign Affair 자문
Li, Fen SIOM Foreign Affair 자문

Lin, 
HongXiang SIOM Foreign Affair 회의준비

Yao, Jinsong 상유시 부시장 Organizer 정부 회의준비
 

<한국측 참석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윤 헌주 주중 한국대사관 과기부 과학관  정부 대표
김 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단 장  연구소 운영위원
이 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 장  연구소 운영위원장
이 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 장  연구소 운영위원
김 영균 한국광학기기협희 부 장  산업계 운영위원
이 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과제책임자  연구소 실무 간사

 

ㅇ 금번 공동운 위원회는 정부간 협력으로 승인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

이므로, 이전 약 5년간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협력 

활동에 관한 소개가 있었으며 각 소속기관의 광기술 관련 활동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음. 

ㅇ 한국측은 10 개 한국측 운 위원소속기관의 광기술 활동현황 및 차기년

도 계획을 발표하 으며 중국측은 4 개 기관의 광기술 현황을 발표하

음.

    ( 발표자료는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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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6. 한∙중 공동 운영위원회 참석자
(좌로부터  Ye Gong (Sunny Group Co. Ltd, Zhejiang), 이호
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Liangyao Chen (Fudan Univ.), 이용
주 (한국원자력연구소), Rong Hui Qu (SIOM), 윤헌주 (주중 
한국대사관), Zhongwei Fan (Beijing GK Laser Co. Ltd), 김철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Zhengtang Zhao (SINR/ SSRF), 
Ruxin Li (SIOM), 김영균 (한국광학기기협회), Fen Li 
(SIOM), 이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Xueru Xie (SOTA), 삽
입사진 좌로부터 Hongliang Tang (상해시 자딩구 과기위원회), 
Qi Quan Hu (SIOM), Shou Yun Tian (SIOM), HongXiang Lin 
(SIOM))

ㅇ 각 발표가 있은 후 향후 협력방안과 건의사항들을 토의하 다. 이 회의

에서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 으며 (별첨 2),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1) 중국측에서는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이 SIOM
을 중국측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중국과학기술부에 통
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학기술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공식
적인 결정을 한국과기부에 통보할 예정임.

2) 제 2차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는 한국에서 2004년 5월에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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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이때 동시에 제1차 한∙중 광기술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함.

3) 다음과 같은 세미나/워크샵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함
- 2003. 10. (중국 Wuyi) "China-Korea Symposium on 

Advanced Photonic Science and Technology"
- 2004. 3. (한국) “Asia Pacific Laser Symposium”
- 2004. 7. (한국 제주) “Symposium on Photonics Material”

4) 2003년 11월에 개최되는 한∙중 국장급 회의에 한∙중 협력 연구 
과제를 제안하기로 함.

5) 중국측 운영위원의 수를 20명으로 늘리기로 하며 대학교와 산업체
의 대표를 추가하도록 함.

6) 한국측 운영위원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추가시키기로 함.
7) 한∙중 공동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2차 운영위원회 이전에 결정하도

록 함.
8) Homepage를 통한 협력활동 증진을 위하여 homepage를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homepage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함.

   II. 제 2 차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한국측 주관)
가) 일시 및 시간: 2004년 5월 7일 - 5월 9일 

나) 장   소 : 제주시 서귀포 제주대학교 

<한국측 참석자>
Cheol-jung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ong-joo RH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yung-ki CH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ok KW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man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mo NA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ung-il LE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Young-pak Lee Hanyang University
Chil-min KIM PaiChai University
Jeong-won Woo Optical Society of Korea
Young-gyun KIM Korea Optical Industry Association
Chang-hee NA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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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참석자>
Ruxin LI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Qi Hong LOU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Ronghui QU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Wei ZHAO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Xuejun ZHANG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nd 

Physics
Jun ZHOU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izhen LI       Shanghai Institute of Micro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Dexiu HUANG    Wuhan National Laboratory for Optoelectronics
Xinmin HAN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ㅇ 이번 공동운 위원회에서는 각 소속기관의 광기술 관련 활동에 관한 소

개가 있었고, 이어서 한중 협력사업으로 제 13차 한국 운 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부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 다. 5개 

부문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 환경 분석 및 원격감시에 대한 KAERI-AIOFM 협력

  - 다이오드 레이저 펌핑 하이테크 레이저 기술에 대한 

KAERI-SIOM 협력

  - 극초단 핵융합 중성자 발생기술에 대한 KAERI-SIOM 협력

  - 신기능 magnetic nano 구조의 광자기 특성에 대한 한양대-후

단대 협력

  - 원적외선 센서 개발에 대한 KIST-CAS 연구소 협력

ㅇ 이상의 5개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차기연도의 협력 과제로서 필요하다면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중요한 사업들도 인력교류나 워크샾 

등을 통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 다.

ㅇ 아래의 연구소 및 대학들이 중국의 운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으로 추인

되었다.

  -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Prof. Wei 

ZHAO)

  -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Prof. We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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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r. Xiao 

Zhu)

ㅇ 중국 과기부가 최근에 SIOM이 중국측 운 위원회의 대표연구소임을 승

인함.

ㅇ 제 3차 한중 공동운 위원회는 중국에서 개최하며 2005년 1월 중에 하이

난 섬에서 하기로 잠정 합의함.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제 2차 한∙중 광

기술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함.

3. 정부 승인

- 한중광기술협력센타는 중국의 여러 광기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

중 양국 정부 승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2 년에 걸쳐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 및 

한중과기공동위를 개최하 다.

- 2001. 12.19.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 2 차 한중과학기술협력 실무회의에서 “한

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 설립“과 관련하여 2002 연도에 개최되는 제7차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에서 공식 지정․승인키로 합의하여 한중 정부간 승인의 기초를 마련

하 다.

- 또한, 중국측에서는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이 SIOM을 중국

측 대표기관으로 인정하 으며,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에 대하여 매년 일정예산

을 지원키로 하 다.

- 또한, 2002 년 5 월 중국과학원의 한국담당 국제협력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시 한

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 2002.12. 당시 중국의 주관기관으로 경합중이던 중국과학원 산하 물리연구소와 상

해광학정 기계연구소 및 중국과학원과 중국 주관기관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계

속하 고, 최종적으로 중국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가 중국측 주관기관으로 선정

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 중국 과기부도 최근에 SIOM이 중국측 운 위원회의 대표연구소임을 승인하 다.

- 이에따라 중국주관기관인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와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가 합동

으로 공동운 위원회 개최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2003. 8. 8 - 8. 9 간에 걸쳐 

중국측 주관으로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ShangYu)에서 제 1 차 한중광기



- 132 -

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를 개최하 다. 

- 2004년 5. 7 - 5. 9 제주대학교에서 제 2차 한∙중 공동운 위원회 및 제1차 한∙

중 광기술 워크샵을 개최하 고, 제 3차 한∙중 공동운 위원회 및 제 2차 한∙

중 광기술 워크샵은 2005년 1월 하이난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 한중광기술협력센타는 양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 한중 공동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중국측의 운 위원회 구성시 중국의 대표적인 광기술 관련기관을 참

여시켰다. 국내 운 위원들이 공동운 위원회에 참여하여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확

대함으로써 광범위한 광기술 역에 걸쳐 국내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 다.  

4. 국내 위탁

한․중 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
다. 국내 산․학․연의 한․중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선행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 인건비 없이 1 년간 지원하며 과제당 10,000-15,000 천원을 지원하였다.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도 사업년도 착수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한 행에 3개 과제씩 2년 동안 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3.12. 제 3 차 
한중 과기협력실무회의에 4 개의 과제가 의제로 신청되어 3 개가 선정되었다. 탈락
한 1 개 과제도 중국측에서 의제 신청을 늦게 하여 절차상 탈락되었으며 내용상으
로는 한중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필요성 및 준비상태는 의제 선정에 충분하였다
고 실무회의에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지원한 선행연구
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한중간의 광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
반을 구축하였다.

1) 위탁과제 I

가) 과제명: 원자광학 및 결맞음 레이저 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사업 

탐색

- 위 탁 기 관 : 한국교원대학교

- 연구 책임자 : 김 중 복

- 연  구  비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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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기간 : 2001. 9. 1. - 2002. 8. 31.

나) 연구목표: 원자광학 분야에서 한중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개발 및 

수행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 책임자 북경대 방문 

공동 연구 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

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려 하 으나 중국어의 한계로 어가 

있는 곳 만 조사하 고 연구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가장 접한 관

련이 있는 북경 대학을 1차 방문하여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

는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방문시 연구책임자는 북경대

에서 1회,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IPCAS)에서 1회 등 총 2회에  세

미나를 실시하 으며 많은 연구실을 방문하 다. 북경에서는 북경대

를 제외하면 원자광학 및 양자 결맞음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북경대학에서의 연구는 홈페이

지에 나와있는 대로 EIT, MOT, BEC등 연구 책임자의 관심과 거의 

일치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EIT는 이제 결과를 

얻기 시작하여 본인이 많은 자문을 해주고 온 상태이다. 북경대에서

의 연구 방향이 본인의 연구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 연

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프로포잘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4년도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2. 북경대 파트너 및 연구원 한국 방문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북경대의 Chen 교수가 한국 연구실을 방

문하 다. 또한 7월 15일부터 약 3개월간 석사 과정의 학생이 교원대 

연구실에와서 직접 실험을 하 다. 이 학생은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 

성공한 초광속 및 초저속 관련 실험을 하고 중국에서도 거의 같은 

실험을 하게 되어 이미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공동 저자로 논문도 제출하여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

트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3. 한국측 대학원생 중국 방문

교원대 대학원생들 중의 두 명이 다시 북경대를 방문하여 북경

대 연구실에서 잠시동안이지만 공동 연구를 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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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과제 II

가) 과제명 : 차세대 광소자용 ZnO 에피텍셜층의 제작

- 위 탁 기 관 : 인하대학교 

- 연구 책임자 : 김 현우

- 연  구  비  : 10,000천원

- 위탁연구기간 : 2001. 9. 1. - 2002. 8. 31.

나) 연구목표: 중국내의 기술파악, 중국과의 협약체결,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결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과제 수행을 위하여 

가. 나노튜브 및 나노와이어 연구분야 및 

나. ZnO등 광소자용 박막 연구분야 의 2개분야로 대별하여 각각 

추진함.

2.  나노튜브 및 나노와이어 연구분야에 대하여 중국과학원 고체물리

연구소 (안휘성소재) G. W. Meng박사의 초청으로 북경방문 수행 

(2002. 5. 9-5.14). 

가. Meng박사와 면담하여 (북경출장) 향후 nanowire분야의 공동연

구 수행을 합의

나.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의 Xie교수를 면담하여 탄소나노튜브를 

비롯한 중국 내 광나노 기술 연구 현황에 대한 정보입수.

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E. G. Wang박사와 면담하여 탄소나

노튜브 연구현황에 대한 정보입수.

라. 청화대학의 S. Fan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현황/실험시

설 탐방.

3. ZnO등 광소자용 박막 연구분야의 향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2002.7.23-7.27 상해및 남경을 방문. 남경대학에서는 현재 ZnO박막분

야의 전문가인 G. Shulin 박사와 J. M. Liu박사와 정보교환 및 향후 

협력가능성 등을 논의. 상해공과대학에서는 ZnO등 박막재료전문가인 

W. Li 박사와 면담. 

3) 위탁과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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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명 :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 위 탁 기 관 : 포항공대

- 연구 책임자 : 김 동언

- 연  구  비  : 10,000천원

- 위탁연구기간 : 2001. 9. 1. - 2002. 8. 31.

나) 연구목표 : 중국과 나노 관련 연구에 관한 협력 체제 구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해외 출장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방문 일시 : 2002. 1. 14. - 16.

- 방문 내용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 and 

semiconductor nanowire

- 전문가명 : Prof. S. T. Lee

2. 전문가 초청 : Prof. S. T. Lee

- 일시 : 2002. 4. 17. - 19.

- 장소 : 포항공대, 한국물리학회

- 내용 : 포항공대에서 seminar, 한국물리학회에서 초청강연

3. 중국 방문: IUMRS-ICEM 2002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중국 과학자와 

면담

- 일시 : 2002. 6. 11 - 15

- 장소 : Peking Univ./ Tshing Hwa Univ. / Inst. of Phys. 

- 내용 : fabrication of nanowires and their application to optics

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의

4) 위탁과제 IV 

가) 과제명: 극자외선 파장 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 위 탁 기 관 : 한국과학기술원

- 연구 책임자 : 윤 춘 섭

- 연  구  비  : 10,000천원

- 위탁연구기간 : 2002. 9. 1. - 2003. 8. 31.

나) 연구목표 : 자외선 고체 레이저용 고효율 파장변환 단결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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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a) 붕산 계열 물질 β-BaB2O4(BBO) 단결정 연구
붕산 계열 물질 중에서 β-BaB2O4(BBO)는 매우 우수한 비선형 광

학 특성을 가진 단결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파장변환용 물

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습성이 강하고 판상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c-축으로 큰 크기의 결정을 성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

기 위해 Ba 원자를 같은 원자가인 Sr 원자로 대체하여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두 물질을 섞어서 결정 성장을 시도하 다. 물질의 합성은 

SrO, BaCO3, B2O3를 몰비율 1:1:2로 섞은 물질에 KBF4 융제를 첨가하여 

백금 도가니에 넣고 1000 ℃까지 온도를 올려 녹인 다음 10 시간 이상 

충분히 교반시켰다. 물질 반응이 이루어진 후 900 ℃로 온도를 급속히 

내린 다음 900∼890 ℃ 사이에서 결정을 flux 방법으로 성장시켰다. 처음

에는 백금봉을 용액 속에 담그어 polycrystalline 형태의 종자 결정을 얻

은 후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3×4×3 mm
3
 크기의 투명한 결정을 얻

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X-선  분석  결과  Sr과 Ba의 비율이 1:1이 아

닌 1.36:1.64 비율로 분포된 Sr1.36Ba1.64(B 3O 6)2  결정으로  점대칭  구

조를  가짐으로써  비선형 광학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b) 우수한 비선형 광학 결정 KBe2BO3F(KBBF) 연구
비선형 광학 결정 KBe2BO3F(KBBF)는 붕산 계열 비선형 광

학 결정으로는 드물게 F 이온이 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로 인해 우수한 광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 성장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 이온을 결정 구조에 넣어 비선형 

광학 단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하 다. 

Li2B4O7 과 KBF4를 1:1, 1:2, 2:1 비율로 혼합하여 결정 성장을 시

도하 지만 좋은 품질의 결정을 얻지 못했다. 결정의 투명한 부분

에 Nd:YAG 레이저를 입사시켜 이차 조화파를 관찰하 으나 관측

이 거의 되지 않았다. 

c) 공동 연구 체제 구축
연구비 지급이 지체되었고, SARS의 여파로 중국 방문이 

2003년 7월 말로 연기되었다. 중국 방문 시 중국 칭화대학을 방
문하여 Dezhong Shen 교수 그룹과 붕산 계열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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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과제 V

가) 과제명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기획

- 위 탁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연구 책임자 : 한 일 기

- 연  구  비  : 10,000천원

- 위탁연구기간 : 2002. 9. 1. - 2003. 8. 31.

나) 연구목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품위 QCL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a)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현황 조사
∙ Interminiband Intersubband 구조 개념

∙ GaAs-based 또는 InP-based QCL 개발 현황 조사

b)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기술 연구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한 기술 분류

c)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s의 Feng-Qi Liu 교수 초청 및 방문 논
의 
∙  e-mail을 통한 의사 확인

d)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 방문 (이정일 박사)
e)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s와 공동연구를 위한 "Letter of Intent" 

작성
f)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s의 Semiconductor Lab.의 자료 수집
g)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 획득
∙ QCL 구조 성장 및 특성 분석: x-ray, FTIR, PL 특성 조사

h) Chinese Academy Sciences의 Feng-Qi Liu 교수 초청 
i) 저온 (77 K) 측정을 위한 소형 간이 Dewar 제작

6) 위탁과제 VI

가) 과제명 :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

- 위 탁 기 관 :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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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책임자 : 이 병 하

- 연  구  비  : 10,000천원

- 위탁연구기간 : 2002. 9. 1. - 2003. 8. 31.

나) 연구목표 : 200nm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필요한 초단 레이저 및 관련 소자 제작 가능성 공동연구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a) 중국측 파트너를 발굴
Dr. Zhihua Di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optical engineering
Zhejiang University
38 Zheda Rd., Hangzhou 310027, P.R. China
0086-571-87951194 (O)

(H)
0086-571-87951617 (Fax)

b) Zhihua Ding 교수를 2003년 5월 31일 개최된 한국광학회의 시각 및
의광학분과 워크샵에 초청강사로 초빙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2003년 7월 말경 다시 초청

c) 2003년 8월 초 중국 방문 추진 - 접촉인물 :
① Qingming Luo,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0086 27 87544624, qluo@mail.hust.edu.cn
② Guiying Wang,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Tel: 0086 21 69918441, gywangsiofm@mail.shcnc.ac.cn
③ Da Xing,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Tel: 0086 20 85210089, xingda@scnu.edu.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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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국내 광기술에의 기여도

제 1 절 국가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1. 정부승인 및 공동운 위원회 구성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중국의 여러 광기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중 양국 정부 승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2 년에 걸쳐 한중과기협력실
무회의 및 한중과기공동위를 거쳐 2002.12. 한중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냈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양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었고, 중국측의 운영위원회 구성시 중국의 대표적인 광기술 관련기관을 참
여시키고 국내 광기술관련 산학연을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이 공동운영위원회에 참여
하여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광기술 영역에 걸
쳐 국내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2. 국내 산학연 참여 운 위원회의 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국내 산학연의 한중광기술 협력 참여를 확대하
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운영요령을 제정하
여 보다 객관적인 한중광기술 협력을 추진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주관기관 1 
명, 정부 1 명, 국내 광기술관련 연구기관에서 4 명, 국내 광기술관련 연구단 또는 
대규모 시설이 있는 대학에서 6 명, 한국광학회 총무 1 명 및 국내 광산업 관련 2 
개 협회에서  2 명 등 산학연, 정부 및 한국광학회를 대표하는 총 15 명으로 구성
하였다. 

그리고, 운영 요령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선임하여 보다 객관
적인 센타운영을 추구하였다. 2 단계 3 년간 매년 2 회의 운영위원회를 정규적으로 
개최하였으며, ‘03 년도에는 공동연구 공모과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
여 총 3 회를 개최하였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국내 운영위원회는 객관적인 
센타운영 기능 이외에도  중국관련 제반 정보를 신속히 국내의 대표적인 광기술 전
문기관에 전달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국내 광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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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력교류에 의한 국내 광기술에의 기여
1. 세미나/워크샵/설명회 개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세미나/워크샵/설명회 형태의 인력교류를 통하
여 국내 광기술 관련 전문가에게 중국의 광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중 광기
술 전문가간에 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회합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 광기술 발전에 기
여하였다. ’01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중인 2002.5.2-3 간 한중 
광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Remote Sensing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안후이 광
학정밀기계연구소의 전문가인 Jun Zhou 과 Weijun Zhang 을 초청하여 중국의 원
격탐지 기술 개발 현황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Adaptive Optics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성도광전연구소의 Xinyang Li 와 Xuejun Zhang 을 초청하여 중국에서의 
적응광학기술의 개발 현황과 천문대 현장에 적용 실적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여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동 광밸리와 무한광밸리의 개
발 현황을 국내 산학연에 소개하며 향후 한중간의 광산업 경쟁에 대처할 수 있게 
기여하였다.  
    ’02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중에는 SARS 의 영향으로 어
려움을 겪었으나 한중간에 집중 개발하는 LED 분야의 중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여 SARS 영향이 끝나나 마. 한중 LED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내 관련 산업체에 중
국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LED 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광주 
광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한중 전문가 간에 LED 관련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게 하였
다. 
    ’03 년도에는 세부 분야별 세미나/워크샵 개최에서 종합적인 워크샵으로 발
전하여 제 1 회 한중광기술워크샵을 개최하여 보다 광범위한 광기술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 및 협력 협의의 장을 마련하며 국내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
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를 정례화하여 매년 한중간에 광범위한 영역의 광기술에 대
한 정보 교환 및 협력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 기술조사단 파견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기술조사단 파견 형태의 인력교류를 통하여 국
내 산학연 특히 산업체가 중국의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고 중국 현지의 현황을 파악
하여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향후의 경쟁에 대처하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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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중인 2001.12.9-16 동안 국내 
산업체를 위주로 하여 중국 상해지역의 고출력레이저응용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였으
며, 2002.7.21-25 동안은 광동 광밸리지역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조사
단을 파견하였고, 2002.8.21-25 동안은 무한 광밸리 기술조사단을 파견하여 무한 
지역의 레이저장치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무한의 레이저관련 회사와 국내 레이저 
관련 회사간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02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 동안은 SARS 로 활동에 제한
이 많았지만 국내 레이저관련 산업체가 중국 레이저가공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중국 레이저가공업체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
의하기 위하여 국내 레이저관련 산업체가 참여하는 무한지역 레이저가공산업 조사
를 위한 기술조사단을 2003.8.24-27 동안 파견하였다. ‘01 년도에 이은 2 차의 무
한 지역 레이저가공업체와 국내 레이저업체간의 협의를 거쳐 국내 레이저업체가 중
국에 레이저 장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03 년에 들어 한중 양국 정
부가 LED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중국의 LED 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
내 LED 산업체 위주의 기술조사단을 2003.8,17-22 동안 중국의 LED 산업 중심지
인 북경 및 하문에 파견하여 중국의 LED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03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에는 중국이 2004 년부터 국가
적으로 착수한 국가실험실 중에 무한 화중과기대학 중심의 무한광전국가실험실이 
선정되어 대규모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어 2004.6.13-16 동안 무한광전국가실험실을 방문하
여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하였다. 중국의 국가실험실은 기존의 국가중점실험실이 한 
가지 세부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데 반해 국가실험실은 한 차원 위의 한 연구분
야 전반에 걸쳐 관련 세부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개발하는 제도로서 21 세기 중심
산업으로 각광 받는 광전분야를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개발 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학에 이와 같은 제도가 추진되고 있
지 못하여 중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향후 추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교 위주로 기술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기술조사단 
파견을 통해 단지 방문에 그치는 기술조사가 아니라 산업체간의 협력 연계 및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의 반영 등을 통해 국내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중국전문가 초청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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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중국 전문가 초청 활용을 통해 국내 전문가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인맥 형성을 통한 정보제고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
하면 ‘01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 동안은 총 13 명의 중국 광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워크샵 개최 및 중국 광밸리 설명회 등에 활용하였고, 
’02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은 SARS 영향으로 5 명만을 초청하여 
LED 워크샵 개최에 활용하였으며, ’03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에
는 9 명을 제 1 회 한중광기술워크샵에 초청 활용하였고 1 명을 한국레이저가공학
회에 초청하여 국내 레이저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적임
의 효율적인 중국 전문가 초청 활용을 통해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의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 3 절 정보제공 및 공동학술활동에 의한 국내 광기술에의 기여
 
1. Homepage 를 통한 정보 제공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Homapage 운영을 통해 국내 광기술 종사자에
게 중국의 광기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국내 광기술 종사자가 직접 중국의 
광기술 관련 Homepage 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광기술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가 출장을 통해 직접 수집/분석한 정
보, 각종 세미나/워크샵에서 사용된 중국전문가의 발표자료, 중국의 광기술 관련 제
품의 카탈로그, 및 중국 광기술 관련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의 목록 등을 
Homepage 에 게재하여 국내 광기술 종사자가 활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 광기
술 종사자가 직접 중국의 광기술관련 Homepage 를 통해 직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국 주요 광기술관련 Homepage 를 번역한 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Homepage 에 게재하여 국내 광기술 종사자가 중국의 Homepage 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직접 중국의 Homegae 를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Homepage 를 통해 중국 광기술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과제공모 등에도 
Homepage 를 활용하며 보다 많은 국내 광기술 종사자가 한중광기술 협력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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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세미나/워크샵 개최

    국내 광기술 관련 학회 및 단체와 공동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 광기술에 기
여하기 위하여 ‘01 년도부터 한국광학회, 한국광학기기협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첨
단 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01 년도 한중 광기술공
동연구센타 사업기간중인 2002.5.16-18 간 개최된 제 1 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
저응용 워크샵에서는 “한․중 자유전자레이저 및 응용기술” 세션을 만들어 국내 자유
전자레이저관련 전문가에게 한중간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었으나, ’02 년도 한
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기간중인 2002.5.1-3 개최된 제 2 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세션에 참여할 중국 전문가가 SARS 로 
입국이 불가능하여 공동 개최하지 못하였고, ’03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
업기간중인 2002.5.6-8 개최된 제 3 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에서는 
“제 1 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을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 공동개최하며, 국내 광기
술 관련 전문가에게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주
었다.
    그리고, ‘03 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사업부터는 공동 학술활동을 확
대하여, 한국광학회이 주관한 국제 학회인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
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APLS 에 참여한 20 여명의 중국 레이저 전문가들과 한중간
에 레이저분야의 협력 확대를 협의하였다. 그밖에 중국의 Fudan 대와 한국 한양대
학교의 “양자 광기능 물성센타“가 공동 개최하는 ”제 2 차 첨단광과학기술 국제심
포지움“도 공동 개최키로 국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었으나 개최가 당초 
6/14-19 에서 8 월로 연기되어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는 앞으로도 국내 광기술 관련 학회 및 단체와 공동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 광기술 
관련 학술활동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 4 절 선행연구에 따른 광기술협력 기반 구축 
    한국측 광기술 관련기관이 중국측의 상대기관을 발굴하고, 한중정부간의 한
중과기협력의제로 신청하여 선정되면 한중 국제공동과제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지원한 선행연구 과제는 표 4-1 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4-1 
에서와 같이 한중 관련 기관 간에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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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대를 파악하며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선
행연구 종료 후 2003.12. 제 3 차 한중 과기협력실무회의에 4 개의 과제가 의제로 
신청되어 3 개가 선정되었다. 탈락한 1 개 과제도 중국측에서 의제 신청을 늦게 하
여 절차상 탈락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한중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필요성 및 준
비상태는 의제 선정에 충분하였다고 실무회의에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가 지원한 선행연구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한중간의 광
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4-1. 선행연구 수행 결과
지원
년도 과제명 한국측

기관
한국측
책임자

중국측
기관

중국측
책임자

한중과기
협력의제
신청여부

한중과기
협력의제
선정여부

200
1

원자광학 및 결맞음레이저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사업 탐색

한국
교원대 김중복 북경

대학 Chen O O

200
1

차세대 광소자용 ZnO 

에피텍셜층의 제작

인하
대학교 김현우

고체
연구소
외 4 
개 

X X

200
1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포항
대학교 김동언 홍콩

시립대
S.T. 

Lee
X X

200
2

극자외선 파장 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KAIST 윤춘섭 청화

대학
D.H.
Shen O X

200
2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기획
KIST 한일기 반도체

연구소
F.Q.
Liu O O

200
2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

GIST 이병하 절강
대학

Z.H.
Dong O O

제 5 절 공동연구에 따른 국내 광기술수준 향상  
1. 국가핵심기술 습득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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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통적으로 광기술이 국방기술과 밀접히 연계되어 1950 년대 초반
부터 관련 광기술을 축적하여 이제는 기술수준면에서 세계적이다. 특히, 최근에 유
인우주선의 발사에 성공하였듯이 중국의 우주기술은 이제 선진국수준이며 우주기술
에서 광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리고, 중국은 1986년 착수한 863 계
획에서부터 레이저 핵융합기술에 주력하여 이제는 레이저핵융합기술도 세계적이다. 
이런 레이저 핵융합연구와 관련하여 중국의 고출력레이저 기술도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레이저 핵융합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
으나 관련 레이저시설을 보유하지 못하여 이론적인 기초연구에 한정되었으며, 또한,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사용이 가능한 고출력 화학레이저인 COIL(Chemical Oxygen 
Iodine Laser)를 개발하였으나 레이저시설이 너무 거대하여 장치를 소형화하는 기
술과 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정밀 인공위성용 광학계를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으나, 외국에서 기술 
전수를 꺼리는 광학계의 정열기술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 및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
소, 대련화학물리연구소 및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이저핵융합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측 연구원이 중국의 레이저시설에서 실험에 공동
으로 참여하게 되어 경험을 쌓았으며, 이론적인 연구분야에서도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고출력화학레이저분야에서도 중국측이 개발한 밀폐
형 소형 COIL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중국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관련 
장치의 제작현황도 파악하였다. 인공위성용 광학계의 정열과 관련하여 정열에 필요
한 광학검사기술에 대하여 정보를 습득하였으나, 실제로 중국의 인공위성용 광학계
의 정열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중국측 전문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광학계를 이용하여 정열실험을 같이 수행하
며 기술을 전수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공동연구
와 별도로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에 인공위성급 광학계 제작을 의뢰하며, 대
구경 광학계분야에서 한중광기술 협력을 통해 외국에서 이전받기 어려운 대구경 광
학계 정열 등의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보다 더 접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을 이용한 연구경험 습득 및 핵심 광기술 확보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공동연구가 아니면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국가핵심기술 
습득을 위한 공동연구는 국내의 관련 광기술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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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

   2 단계에서 수행한 국가핵심기술 습득을 위한 공동연구는 기술을 일방적으
로 이전 받는 한국측에 유리하여 상호호혜 원칙“을 따르기가 어려워져 차기단계부
터는 한중 양측에서 공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제반 문제점을 양측이 보유하
고 있는 고유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해결 해 나가는 공동
연구를 착수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통 관심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국 해
당기관에 대한 연구현황 조사 및 한중 전문가간의 회합 등을 통하여 한중 양측의 
고유 기술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제 2 차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
동운영위원회에서 차기단계에 착수할 5 개의 공통 관심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런 공통관심 과제 발굴을 위한 과정을 통해 중국의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우리의 광기술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차기단계에서 실제로 공통 관심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가 착수되면 국내의 관련 
광기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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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2 단계 3 년간의 한중 광기술협력을 통해 당초 설정한 “한중 광기술협력 정
립”목표를 달성하였다.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의 한중 정부 승인을 통해 한중 광기
술 협력을 국가적차원으로 격상시켰으며, 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술조사
단 파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광기술에 대하여 서로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끈끈
한 인맥을 형성하여 한중광기술 협력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
은 신뢰를 토대로 3 단계부터는 양쪽 광기술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연구 및 상업화 기술에 근접한 광기술협력을 추구하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광산업은 21 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어 각 국에서는 
광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 첨단광산업단지 육
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장춘, 무한 등의 광산업단지가 육성되고 있
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이와 같은 한중 
광산업단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
술조사단의 방문 및 정보 DB 구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차원의 한중 협력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산업이 21 세기의 신산업으로 부각되며, 중국에서 국가실험실 및 
863 계획 등에서 광기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광기술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국의 관련 분야의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국가 창구 역할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반 확충면에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한중 
공동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였고, 양국간의 광기술 협력활성화를 위한 한중 광기술
워크샵도 매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공동연구분야의 협력에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세부과제로 수행한 국
가핵심광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3 개 국가핵심광기술분야에서 기술적으
로 중간 진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런 분야는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라는 
우산이 없었으면 협력에 어려움이 많았을 분야이지만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를 
통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밖에 한중 광기술관련 기관간의 공동연구 발굴
을 목표로 추진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3 개의 한중 과기협력 의제가 선정되어 당초
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전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연구비중 3 년간 핵심기술공
동연구에 55.1 %, 선행연구에 6.2 % 등 총 61.3% 를 공동연구에 투입하여 공동연구센타로
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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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 단계에서는 핵심 광기술분야의 공동연구 및 한중 산학연의 
광기술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 역할 등을 통해 한중 광기술 협력이 정립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21 세기 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3 
단계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한중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3 단계부터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타 공동연구를, 한중 양국의 광기술기관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의 현재 진행중인 공통관심 과제의 문제점이
나 부족한 기술을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기관이 보유한 고유기술을 종합하여 시너지 
효과로 해결하는 협력이 수행되도록 하여 양국의 광기술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중 산업체간의 협력을 보다 더 강조할 것이며, 중국 정부의 여러 
개 광밸리 조성 등 광산업 육성에 따라 중국 광산업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국
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이 보유한 광기술의 중국에의 이전을 통
한 상업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양국의 광기술관련 학술활동을 확
대하여 한중 양국의 광학회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중 광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이
며, 현재 구축된 중국의 광기술 관련 DB 도 새로 update 하여 새로운 정보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하며 한중 산학연간의 광기술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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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한․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 자료
               -     내     용     -

   1. 제 7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2. 04. 04)
   2. 제 8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2. 07. 04)
   3. 제 9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3. 04. 03)
   4. 제 10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3. 07. 09)
   5. 제 11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4. 01. 13)
   6. 제 12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4. 04. 01)
   7. 제 13차 한ㆍ중 광기술 운영위원회의(2004.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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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

제 7 차 운 위원회의

2002. 4. 4. 오후 2시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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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1. 보고안건

I.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운

II. 한․중 공동연구 추진 현황

    2. 심의안건

I. 중국측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주관기관과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운 에 관하여 체결할 

              Agreement(안)

    3. 기타 토의안건 

I. 한․중 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II. 한․중 과학기술협력 장관급 회의 개최 준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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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운
   A. 한․중 과학기술협력실무회의 개최

․일시: 2001. 12. 19. (수)
․장소: 중국과학기술부 회의실
․양국 대표단:
      한국: - 수석대표: 문유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 대표: 임종건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장 외 6명

      중국: - 수석대표: 원서광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 부사장

     - 대표: 현문평 중국과학기술교류중심 처장 외 5명

․주요의제
-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설치
- 한․중 신규 공동연구과제 확정
- 한․중 과학기술포럼 개최
- 한․중 과학기술정보망 상호연동
-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활성화
- 한․중 공동연구기금 설치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관련사항
-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활성화를 위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를 제7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공식 

지정, 승인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중국측 상대기관 선정 및 센터 설립․운  계획 

설립 필요

- 한․중 공동운 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 계획 수립 필요

․한․중 과학기술협력실무회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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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경소재 물리연구소(중국과학원 산하)의 Jie Zhang 

부소장을 중심으로 중국측 운 위원회 구성중.

- Jie Zhang 부소장은 중국 과학원의 국제합작국(Bureau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의 Zhao 박사로부터 광기술공

동연구센터(OTRC)의 원칙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

며, 4월에 물리연구소와 Agreement 체결 예정.

   B. 기술 조사단 파견 현황

1. 레이저 분광학 및 원격측정 분야, 자유전자레이저 분야 기술 

          조사단 파견 실적

방문기관 : - 상해 정 광학기계연구소

     - Oplink 광학회사, SCSSOM 광학회사

     - Fudan 대학, JiaoTong 대학, 상해대학

     - 안휘 정 광학기계연구소 

날 짜: 2001. 12. 9. - 2001. 12. 16.

참가자: 차형기, 정 욱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성호, 이재일 (광주과학기술원)

박병수 (금오광통신)

정병호 (Optonet)

이창권 (누비텍)

안보  ( 로벌광통신)

파견 결과 보고사항(보고서 별첨 1)

   - 상해 정 광학기계연구소, Oplink 광학회사, SCSSOM 

광학회사, Fudan 대학, JiaoTong 대학, 상해대학의 

레이저광학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 조사 

   - 안휘 정 광학기계연구소와 레이저분광 및 원격측정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도출방안 및 내년도 

공동워크샵 개최에 대한 협의

   - 자유전자레이저 핵심 장치 개발 및 응용 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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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 연구 협의

2. 중국 무한, 광동 광밸리(optical valley) 지역 기술 조사단 파견 

          계획

  ※ 중국의 대표적인 광밸리 지역인 장춘, 무한, 광동 광밸리 중에서 
그동안 기술조사단 파견이 없었던 무한, 광동 광밸리 지역으로 

조사단 파견 예정.

․방문지역: 무한 광밸리 지역
     광동 광밸리 지역 (각각 독립된 조사단 파견 예정)

․날 짜: 2002. 6-7월.
․관련분야: 광전자정보사업, 광통신, 레이저 가공

  ※ 광전자정보사업, 광통신, 레이저 가공 및 응용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많은 참여 요망(무한, 광동 광밸리 소개 별첨 2).

   C. 한․중 광기술 세미나/워크샵 개최 계획
1.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 관한 워크샵

일 시: 2002년 4월 27일

장 소: 서울 연세대학교

참가자:

   1. 중국: Lihuang Lin(SIOM), Jie Zhang(IOP)

   2. 일본: Sakabe(ILE, 섭외중, 타과제에서 초청 지원)

   3. 한국: 남창희(KAIST), 김대식(서울대), 김동호(연세대), 

                         이용주(원연), 임용식(건국대), 주태하(포항공대), 

                         이민 (이화여대), 아주대 등.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광과학분과와 공동개최

2. 적응 광학계 및 원격 탐사에 관한 워크샵

일 시 : 200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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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유성 아드리아 호텔

초청강연자:

   1. 중국: 

      Xinyang Li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Xuejun Zhang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Weijun Zhang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Jun Zhou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와 공동개최

3. Workshop on free electron laser and its application

일 시 : 2002년 5월 

장 소 : 제주도

참가자:

   1. 중국:

Prof. Yonggui Li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외 3명

   2. 일본:

Prof. Koich Toyoda (Science University of 

                    Tokyo)

   3. 한국: 

이병철, 정 욱, 조성오, 박성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상준(중앙대)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양자전자분과와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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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한․중 광기술 협력활성화를 위한 선행연구 지원사업
1. 원자광학 및 결맞음 레이저 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협력사업 탐색

과제책임자: 김중복 (교원대)

연구비: 10,000 천원

추진현황 

   가) 중국 방문 ( 북경대학교, 칭화대학, 물리연구소)

   나) 방문 일시 : 2001년 12월 18일 - 22일 

   다) 방문 내용 : 2차례의 세미나, 공동 연구 과제 추진 구

                                두 합의.

   라) 공동연구 상대 : Dr. Xuzong Chen

 Professor in Quantum Optics

 Vice Chairman of Department of 

                           Electronics, Peking University 

앞으로의 계획: 

   가) Chen 교수 교원대 방문 : 6월경 

-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 논의

- Electromagnetic induced transparencry(EIT) 연

                      구에 공동 관심

- Bose-Einstein condensation(BEC)에도 관심이 높

                      음. 

   나) 학생들 2-3명이 북경 대학을 방문 : 여름 방학 동안 

-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 합의 예정  

2.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김동언 (포항공대)

연구비: 1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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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가) 해외 출장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나) 방문 일시 : 2002. 1. 14. - 16.

   다) 방문 내용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 

                               and semiconductor nanowire

- 전문가명 : Prof. S. T. Lee

앞으로의 계획 : 

   가) 전문가 초청 : Prof. S. T. Lee

- 일시 : 2002. 4. 17. - 19.

- 장소 : 포항공대, 한국물리학회

 - 내용 : 포항공대에서 seminar, 한국물리학회에서 초

                             청강연

   나) 중국 방문 

- 일시 : 2002. 5.

- 장소 : Peking Univ./ Tshing Hwa Univ. / Inst. 

                             of Phys. 

- 내용 : fabrication of nanowires and their 

                             application to optics

3. 차세대 광소자용 ZnO 에피택셜충의 제작

과제책임자: 김현우 (인하대)

연구비: 10,000 천원

추진현황 

   가) 공동연구 논의를 위한 방문계획 수립

   나) 중국내 정보 및 상황 파악

   다) 상대 전문가명 : G. W. Meng 교수, 중국 안휘성 

                    Heffei시 Chinese Academy of Science/ 동연구그룹 

                    책임자 L.D.Zhang교수

   라) 중국 방문시 초청할 국내전문가 (섭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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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나노공학과 이철진교수, 동학과 Y. 

                       Zhang 박사 

앞으로의 계획: 

   가) 중국방문 

- 일시 : 2002. 5. 9. - 5. 19. (잠정결정)

- 장소 : Chinese Academy of Science

- 내용 :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논의, 향후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북경, 남경, 상해등에 있는 

                           유수 연구소 및 대학 방문 예정

II. 한․중 공동연구 추진 현황
A.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 사업

   ․과제책임자: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비: 70,000 천원
   ․전문가파견

   1. 이성만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날 짜: 2001. 12. 9. - 2001. 12. 14.

      파견목적: - 중국내 고출력 레이저 개발 현황 조사 

   - CAEP의 고출력 레이저 공진기 및 증폭

                                기 기술조사 

   2. 이기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Institute of Physics

      날 짜: 2002. 3. 17. - 2002. 3. 21.

      파견목적: - 중국 Institute of Physics에 있는 극초단 

                               레이저 설계에 관한 기술 습득과 공동연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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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초단 고온 고 도 플라즈마 진단 기

                               술의 협력방안 협의

   3. 차용호 (한국원자력연구소) (예정)

      방문기관 :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날 짜: 2002. 4.

      파견목적: - 중국 SIOM에 있는 SG II 레이저에 대한 

                               기술 조사 및 공동연구 협의

   - 고출력 레이저 응용 기술에 대한 기

                                술 협의

      ․워크샵 개최 예정 (앞 내용 참조)
   날짜: 4월 27일, 장소: 서울 연세대

   ․중국위탁과제 추진 현황
   - Institute of Physics: 계약체결 완료, 1차분 위탁금

                   액 송금

   - SIOM: 계약체결 완료, 1차분 위탁금액 송금

B. 코일레이저 화학변환효율 향상기술에 대한 한중 협력

   ․과제책임: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비: 60,000 천원
   ․전문가 파견

   1. 권성옥, 정진만 (한국원자력연구소) (예정)

      방문기관 : 대련화학물리연구소(DICP)

      날 짜: 2002. 6.

      파견목적: - DICP 화학레이저 개발현황 및 

                               최근연구내용 파악

   - KAERI의 COIL 연구개발 현황 소개

   - 상호 기술협력 방안 협의

   ․전문가 초청 계획
      초청대상: 미정 (대련화학물리연구소)

      날 짜: 2002. 7.

      초청목적: - 위탁과제 내용 seminar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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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ERI COIL 시설 소개

   - 향후 협력체계 협의

   ․중국위탁과제 추진 현황
   - 대련화학물리연구소(DICP): 계약체결 완료, 1차분 위탁

금액 송금

C.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 기술 연구

   ․과제책임자: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비: 60,000 천원
   ․전문가 파견

   1.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기관 :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날 짜: 2002. 3. 28 - 30.

      파견목적: - 공동연구과제내용 협의

   2. 조 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정)

      방문기관 :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날 짜: 2002. 6 - 7월

      파견목적: - 대구경 광정렬용 치구 설계 검토

   ․전문가 초청 계획
      초청대상: Zhang Xuejun (CIOMP, 예정)

      날 짜: 2002. 7.

      초청목적: - 위탁과제 내용 seminar 개최

   - 향후 협력체계 협의

      ․워크샵 개최 예정: 협의중

   ․국제위탁과제 추진 현황: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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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중국측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주관기

관과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운 에 관하

여 체결할 Agreement (안)

   ․한․중 과학기술협력실무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중국 물리연구소를 중국측 
주관기관으로 하고, 4월에 물리연구소와 한․중 공동연구센타 운영에 
관하여 Agreement (안)를 체결코자 함. (Agreement 별첨)

토의 안건

I. 한․중 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중국측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는 대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개최 
     예정.

   ․4월에 중국 물리연구소의 Jie Zhang과 구체적 계획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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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운영위원회를 중국에서  개최시 운영위원중 일부위원의 참석을 
     지원할 예정임.

II. 한․중 과학기술 협력 장관급 회의 개최 

준비건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의 국가간 공식 승인 획득을 위하여 중국
     주관기관과 Agreement 체결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중국과학원 및
     중국과기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임.

   ․한․중 과학기술협력 장관급 회의 개최와 동시에 Festival을 계획하고 
     있어 다른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와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Festival의 하나로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의 한․중 동운영위원회
     제 1 차 회의 개최도 계획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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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

제 8 차 운 위원회의

2002. 7. 4. 오후 4시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회의장소) : 서울 한국광학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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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1. 보고안건

I.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운  현황

II. 한․중 공동연구 추진 실적

    2. 심의안건

I. 2002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계획

II. 2002년도 한․중 광기술협력 선행연구 위탁과제 
               선정

    3. 기타 토의안건 

I. 운 위원 추가 선정

II. 운 위원 기술조사단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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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운  현황

   A. 한․중 과학기술협력실무회의 후속조치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의 중국측 주관기관 선정

- 중국과학원 산하의 물리연구소(북경소재)를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의 중국측 주관기관으로 선정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의 공동운 위원회 구성

- 중국 물리연구소의 Jie Zhang 부소장을 중심으로 중국측 

운 위원회 구성.

- 현재 약 10명의 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정부측 관계자를 운 위원으로 추가할 계획임.

- 중국과학원의 국제협력과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 으며, 장기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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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중국 광밸리 설명회 개최 및 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1. 중국 광주 광밸리 지역 설명회 개최

날 짜: 2002. 5. 28.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대강의실

발표내용: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소개 

   Yanyi Chen ( GIET 소장 )

- Introduction of Guangzhou Institute of 

                      Electronic Technology 

   Yaotang Li ( GIET 교수, Opto-electronic Lab.)

- Introduction of Guangdong Photon-Valley and 

                      the holographic research activities at GIET 

   Xu Ningsheng ( Sun Yat-sen University 교수 )

- Introduction of Guangdong Optics Valley, 

                      research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of 

                      education in Sun Yat-sen University 

2. 중국 무한 광밸리 지역 설명회 개최

날 짜: 2002. 6. 25.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대강의실

발표내용: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소개 

   Chen Zuhai ( HUST 대학교수,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 

- Introduction of the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Zhang Ping ( Wuhan Optical Valley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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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of Wuhan Optical Valley 

   Zhu Xiao ( HUST 대학 교수,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 

                    -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3. 중국 광주, 무한 광밸리 지역 기술 조사단 파견 계획

․방문지역: 무한, 광주 광밸리 각각 2개 지역
․날 짜: 광주 2002. 7. 21-25. (신청자 접수중)

  무한 2002. 8. 21-25. (신청자 접수중)

※ 운 위원중 각 기술조사단에 1분씩 참가 지원 예정

   C. 한․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1.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 관한 워크샵

일 시: 2002년 4월 27일

장 소: 서울 연세대학교

참가자:

   1. 중국: Lihuang Lin(SIOM), Jie Zhang(IOP)

   2. 일본: Sakabe(ILE, 타과제에서 초청 지원)

   3. 한국: 남창희(KAIST), 김대식(서울대), 연세대(김동호),

     건국대(임용식), 주태하(포항공대), 이민 (이화여

                         대), 아주대 등.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광과학분과 후원

2. 적응 광학계 및 원격 탐사에 관한 워크샵

일 시 : 2002년 5월 2-3일

장 소 : 유성 아드리아 호텔

초청강연자:

   1. 중국: 

      Xinyang Li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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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uejun Zhang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Weijun Zhang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Jun Zhou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와 공동개최

3. Workshop on free electron laser and its application

일 시 : 2002년 5월 16-18일

장 소 : 제주도 제주대학교 연수원

참가자:

   1. 중국:

Prof. Yonggui Li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외 3명

   2. 일본:

Prof. Koich Toyoda (Science University of 

                    Tokyo)

   3. 한국: 

이병철, 정 욱, 조성오, 박성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상준(중앙대)

특기사항: 한국광학회 양자전자분과와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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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01년도 한․중 광기술 협력활성화를 위한 선행연구 추진 
      현황

1. 원자광학 및 결맞음 레이저 분광학 분야에서의 한중협력사업 탐색

과제책임자: 김중복 (교원대)

연구비: 10,000 천원

추진현황 

   가) 중국 방문 ( 북경대학교, 칭화대학, 물리연구소)

   나) 방문 일시 : 2001년 12월 18일 - 22일 

   다) 방문 내용 : 2차례의 세미나, 공동 연구 과제 추진 구

                               두 합의.

   라) 공동연구 상대 : Dr. Xuzong Chen, Peking Univ.

                  (Professor in Quantum Optics, Vice Chairman of 

                      Department of Electronics) 

앞으로의 계획: 

   가) Chen 교수 교원대 방문 : 8월 5-10일 

-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 논의

- Electromagnetic induced transparencry(EIT) 연

                      구에 공동 관심

- Bose-Einstein condensation(BEC)에도 관심높음. 

   나) 북경대 석사과정 학생 교원대 방문, 실험: 7월 14일부

                    터 약 3개월 

- 초광속 및 초저광속 관련 실험

   나) 교원대 대학원생 북경대 방문, 공동연구 예정

2.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기본 토막 제조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김동언 (포항공대)

연구비: 10,000 천원

추진현황 

   가) 해외 출장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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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일시 : 2002. 1. 14. - 16.

- 방문 내용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 and semiconductor nanowire

- 전문가명 : Prof. S. T. Lee

   가) 전문가 초청 : Prof. S. T. Lee

- 일시 : 2002. 4. 17. - 19.

- 장소 : 포항공대, 한국물리학회

 - 내용 : 포항공대에서 seminar, 한국물리학회에서 초

                             청강연

   나) 중국 방문 

- 일시 : 2002. 6. 11-15.

- 장소 : Peking Univ./ Tshing Hwa Univ. / Inst. 

                             of Phys. 

- 내용 : fabrication of nanowires and their 

                             application to optics 에 관한 연구결과 발

                             표 및 토의

3. 차세대 광소자용 ZnO 에피택셜충의 제작

과제책임자: 김현우 (인하대)

연구비: 10,000 천원

추진현황 

   가) 공동연구 논의를 위한 방문계획 수립

   나) 중국내 정보 및 상황 파악

     - 상대 전문가명 : G. W. Meng 교수, 중국 안휘성 

                     Heffei시 Chinese Academy of Science/ 동연구그

                     룹 책임자 L.D.Zhang교수

   다) 중국방문 

- 일시 : 2002. 5. 9. - 5. 19.

- 장소 : 북경

- Meng박사와 면담하여 (북경출장) 향후 nanowire분

                      야의 공동연구 



- 172 -

  수행을 합의

-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의 Xie교수를 면담하여 탄소

                      나노튜브를 비롯한 중국내 광나노기술연구현황에 대

                      한 정보입수.

-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E. G. Wang박사와 면담

                      하여 탄소나노튜브 연구현황에 대한 정보입수.

- 청화대학의 S. Fan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

                       현황/실험시설 탐방.

앞으로의 계획

   가) 중국방문 

- 일시 : 2002. 7. 23. - 7. 27.

- 장소 : 남경, 상해

- 남경대학에서 현재 ZnO 박막분야 전문가인 G. 

                       Shulin 박사, J. M. Liu 박사와 정보교환 및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상해공과대학에서 ZnO 등 박막재료전문가인 W. Li 

                       박사와 면담할 예정임. 그밖에도 가능한 많은 전문

                       가와 면담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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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중 공동연구 추진 실적
A.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 사업

   ․과제책임자: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비: 70,000 천원
   ․전문가파견

   1. 이성만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날 짜: 2001. 12. 9. - 2001. 12. 14.

      파견목적: - 중국내 고출력 레이저 개발 현황 조사 

   - CAEP의 고출력 레이저 공진기 및 증폭

                               기 기술조사 

   2. 이기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Institute of Physics

      날 짜: 2002. 3. 17. - 2002. 3. 21.

      파견목적: - 중국 Institute of Physics에 있는 극초단 

                               레이저 설계에 관한 기술 습득과 공동연구 

                               협의

     - 극초단 고온 고 도 플라즈마 진단 기술의 협

력방안 협의

   3. 차용호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날 짜: 2002. 5. 28 - 2002. 6. 1.

      파견목적: - 중국 SIOM에 있는 SG II 레이저에 대한 

                               기술 조사 및 공동연구 협의

   - 고출력 레이저 응용 기술에 대한 기술협의

      ․워크샵 개최 (앞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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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4월 27일, 장소: 서울 연세대

   ※ 100만원을 식사비로 지원
   ․중국위탁과제 추진 현황

   - Institute of Physics: 계약체결 완료, 1차분 위탁금액 

                  송금

   - SIOM: 계약 체결, 1차분 위탁금액 송금

B. 코일레이저 화학변환효율 향상기술에 대한 한중 협력

   ․과제책임: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비: 60,000 천원
   ․전문가 파견

   1.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기관 : 대련화학물리연구소(DICP)

      날 짜: 2002. 6. 26 - 2002. 6. 29

      파견목적: - DICP 화학레이저 개발현황 및 

                               최근연구내용 파악

   - KAERI의 COIL 연구개발 현황 소개

   - 상호 기술협력 방안 협의

   ․전문가 초청 계획
      초청대상: Han Xin-Min, Fang Ben-Jie 

                             (대련화학물리연구소)

      날 짜: 2002. 7. 15- 2002. 7. 20

      초청목적: - 위탁과제 내용 seminar 개최

   - KAERI COIL 시설 소개

   - 향후 협력체계 협의

   ․중국위탁과제 추진 현황
   - 대련화학물리연구소(DICP): 계약체결 완료, 1차분 위탁

                   금액 송금

C.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 기술 연구



- 175 -

   ․과제책임자: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비: 60,000 천원
   ․전문가 파견

   1.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기관 :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날 짜: 2002. 3. 28 - 30.

      파견목적: - 공동(위탁)연구계약체결 및 관련 협의

   2. 조 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정)

      방문기관 :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날 짜: 2002. 7월

      파견목적: - 대구경 광학계 광정렬 방안 연구 협의

   ․전문가 초청
      초청대상: Zhang Xuejun, Zhang Zhongyu, Zhang 

                             Feng (CIOMP)

      날 짜: 2002. 6. 24 - 25

      초청목적: - 위탁과제 내용 seminar 개최

   - 향후 협력체계 협의

      ․한중 대구경 광정렬 seminar 개최
            (2002. 6. 24 - 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 위탁과제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 기술 개발” 추진 현황
   - CIOMP: 계약체결 완료(2002. 3. 2.), 중간보고 접수

                   (200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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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2002년도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계획

   A.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사업
․과제책임자: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190,000 천원 (센터운 )

    ※ 참여인력을 최소한의 수준인 0.8 MY로 늘릴 예정
              (2001년도: ～0.5 MY)

=> 인건비 20,000 천원 증액 

    ※ 당초 단계계획에따라 한․중 광기술협력 선행연구를 4개과제
              로 늘릴예정

=> 위탁과제비 10,000 천원 증액 

                 (2001년도 위탁과제비: 30,000 천원)

․단계목표:
   한․중 광기술 "협력 정립 단계"로서 종합적 한․중 광기술 협력 

          센터를 구축함.

․당해년도 사업내용:
    1. 인력교류 사업

- 한․중 광기술 workshop 개최 : 3회
    산업체 참여 확대

- 중국 광기술 전문가 초청 활용 : 4건 (10인)

    산업체 참여 확대

- 중국 광기술 조사 및 기술조사단 파견 : 3회(10인)



- 177 -

      2. 기술정보 체계 구축 사업

- 광기술 관련 D/B 구축 : 중국 광기술 자료조사/번역/분석

                /DB구축(광밸리 기업체, 기업체 생산품별 정보 가공)

- 한․중 광기술 Homepage 운  : 광응용 분야별로 체계화

    3. 협력기반조성 및 센터운

- 한․중 국제공동연구테마 발굴을 위한 선행연구 위탁과제
                : 4 건

  ※ 당초 단계계획에 따라 4개과제로 늘릴 예정
- 한․중 광기술 센터의 양국 정부간 승인 

                (11월 한․중 장관 회의)
- 한․중 광기술 공동운 위원회 개최: 1 건

   B. 핵심기술 협력연구사업 (3개과제 총 200,000 천원)

1.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 사업

 ․과제책임자: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80,000 천원 (위탁연구비: 30,000 천원)
 ․연구개발 최종목표: 
     Table-Top Terawatt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연구

 ․당해년도 연구내용:
     - 펨토초 레이저 펄스 확대 기술 연구

     - 펨토초 레이저 펄스 증폭 기술 연구

     - 중성자 발생용 실험 용기 및 분사 장치 설계

  ․위탁과제내역:
    1. 핵융합용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가) 공동연구기관 :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나) 연구책임자: Prof. Zunqi Lin (SIOM,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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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내용 :  - 핵융합용 레이저의 기본 설계 기술 연구

   - 신광 II 레이저를 이용한 공동 실험 및 

                                실험결과 분석

   - 레이저 부품 제작

라) 연구 기간: 2002. 9. 1 - 2003. 8. 31

마) 연구비: 15,000 천원  

    2. 극초단 고출력 펄스 레이저 응용 기술 협력 사업

가) 공동연구기관 : Institute of Physics

나) 연구책임자: Prof. Jie Zhang

다) 연구 내용 :  - T-cube 레이저 설계/제작 기술 협력 

                                기반 조성

   - 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전문가의 교류 및 

                                공동연구

라) 연구 기간: 2002. 9. 1 - 2003. 8. 31

마) 연구비: 15,000 천원

2.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

 ․과제책임자: 권성옥 (한국원자력연구소)
 ․2차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60,000 천원 (위탁연구비: 20,000 천원)
 ․연구개발 최종목표: 
     화학레이저인 COIL의 화학효율 향상을 위하여 중국 

            대련화학물리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제반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COIL 레이저발진기술을 확보한다. 

 ․당해년도 연구내용:
     - 초음속 혼합노즐의 설계/개발

     - Diffuser 개발에 의한 초음속유체 압력 복원기술 개발

     - 초음속 유체 압력, 도분포 측정, 레이저 이득분포 측정에 

              의한 레이저발진 효율 향상 

  ․위탁과제내역: 코일레이저의 화학효율 향상연구
가) 공동연구기관 : 대련화학물리연구소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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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책임자: Sang Feng-Ting (DICP, Professor)

다) 연구 내용 : -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기술연구

  - 초음속유체제어기술 및 장시간동작 

                               코일레이저 기술연구

라) 연구 기간: 2001. 9. 1 - 2002. 8. 31

마) 연구비: 20,000 천원

3.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

 ․과제책임자: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차년도 연구기간: 2002. 9. 1. - 2003. 8. 31.
 ․연구비: 60,000 천원 (위탁연구비: 20,000 천원)
 ․연구개발 최종목표: 
    대구경 광학계 조립/정렬을 위한 Computer-aided Alignment 

           시험시스템 구축

 ․당해년도 연구내용:
     - 대구경 광학계 광정렬 공동작업

     - 광정렬에 따른 광학계 성능 분석

     - 대구경 광학계 조립상태 정량화 연구

     - 광정렬상태 전산입력 연구

  ․위탁과제내역: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연구
가) 공동연구기관 :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나) 연구책임자: Xuejun Zhang (CIOMP, Professor)

다) 연구 내용 : - 대구경 광학계 정렬기술 연구 및 전문가 

                               교류

  - 대구경 광학계 정렬용 치구 설계 및 부품 

                               제작

  - 대구경 광학계 정렬 및 시험 관련 

                               기술이전

라) 연구 기간: 2002. 9. 1 - 2003. 8. 31

마) 연구비: 2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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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2년도 한․중광기술협력 선행연구위탁

   과제 선정

   1. 연구분야 

가. 향후 광기술분야의 과기부 한중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분야를 탐색하는 선행연구 성격의 연구과제 

나. 연구분야의 예 

   광센서, 극초단 레이저, X-선용 광학부품, 비선형 결정, 의료용 

레이저 장비, LIDAR 기술, 원자광학, 레이저 핵융합 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광기술의 실험 및 이론 분야

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간 지원하며,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기부의 한중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여 과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과제선정방법 

과기부, 연구소, 대학교, 산업체 등의 광기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운 위원회에서 심사후결정 

   3. 지원내용 

과제당 10,000,000원, 지원기간: 2002. 9. 1 - 2003. 8. 31 (12개월)

   4. 신청기간 

2002. 6. 21(금) - 2002. 6. 26(수) (2002. 5. 20.부터 공고)

   5. 신청현황

다음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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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신청분야)

연구

책임자
연구목표/추진전략 및 방법 비  고 

극자외선 
파장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비선형 광학 
결정)

윤춘섭
(KAIST)

자외선 고체 레이저용 고효율 파장변환
단결정 개발

- 발표 자료 및 최신 정보 수집
- 중국측 기관 방문, 중국측 전문가 일시 초청
- 칭화대학과 공동연구 추진
  (Beijing Center, 난징 대학 등 과도 협력)

본 사업 
목 적과 
부합함.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필요한 초단 
레이저 및 관련 
소자 연구

(극초단 레이저 
응용)

이병하
(KJIST)

200nm 이상의 대역폭을갖는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필요한 초단 
레이저 및 관련 소자 제작 가능성 공동연구

- 중국측 대상연구기관발굴 및 상호 정보 
교환

-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공동의 관심사 
도출

- 한중국제공동연구과제 공동 제안.

본 사업 
목 적과 
부합함.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한일기
(KIST)

한중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품위 QCL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 상대기관의 상호 방문 및 교류
- 북경의 반도체 연구소의 Feng-Qi Liu 
교수와  공동연구 상호 동의 확인

본 사업 
목적과
부합함.

X-선용 광학부품 
및 관련 소자 연구

(X-선용 
광학부품)

최재호
(단국대)

100nm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X-선 현미경 
개발을 위한 X-선용 광학부품 및 관련 소자 

공동개발 가능성 연구

- 상호 정보 교환
- 방문연구를 통한 직접적 연구개발 가능성 
타진

- 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과제 세부안 
도출

- 한중국제공동연구과제  공동 제안. 

본 사업 
목 적과 
부합함.

적외선 관측 및 
고출력 레이저용 
금속 변형 거울 
모델 개발

(Adaptive 
Optics)

이준호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변형거울 모델 개발

- 성도광전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연구 
수행

- 조립 및 성능 평가 시험에 한국/중국 측이 
모두 참여하며 결과 공유

센타운
과제

에서 협
력을 추
진중이
며 상대
기관이 
민 감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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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안건

I. 운 위원 추가선정
   ․전기연구원 김요희 박사님의 퇴진으로 새로운 운 위원 선정 

     필요.

II. 운 위원 기술조사단 참가 지원
   ․중국 광주, 무한 광밸리 지역 기술조사단 파견시 운 위원중 

     1명씩 각 기술조사단에 참가 지원 예정.

- 날 짜: 광주 2002. 7. 21-25,  무한 2002.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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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사업

제 9 차 운 위원회의

2003.  4.  3.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회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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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1. 보고안건

I.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운

               ●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정부간 승인

               ● 한중협력센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 한중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II.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추진 현황

    2.  심의안건

I.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역할정립 및 활성화방안
II.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 운 위원회 운 요령 

               제정건

III. 한중광기술협력센타의 한중 주관기관간 

                Agreement(안)

IV. 중국 광기술 워크샵 개최 및 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3.  기타 토의안건 

I.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활성화 

- 운 위원회 재구성 방안 등

II. 워크샵 개최 및 기술조사단 파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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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운

  A.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정부간 승인

● '02.12. 제 7차 한․중 과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중국과학원산하 관련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주관기관으

          로 하는 한∙중 광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승

          인함.

● 중국 과기부는 중국측 주관기관을 빠른 시일내에 선정, 통보

   하기로 합의함.

   ( 북경 물리연구소와 상해 광학정 기계연구소가 경합중이며 

     모두 중국과학원산하 기관으로서 중국과기부는 중국과학원 

     선정에 따르기로 함. )

● 북경 물리연구소와 상해 광학정 기계연구소 두 기관과 한중

   광기술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도 위탁연구를 

   통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과학원측에서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를 주관기관

   으로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중국과학원에서 관련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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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도 있을 예정임.

● 중국측 주관기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향후 추진전략을 수

   립하고 중광기술협력센타 설립관련 Agreement(안)을 마련하

   고 운 위원회의 심의 후에 중국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결

   할 예정임.

  B. 한중협력센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2003.2. 14. 09:30-18:00, 제주 서귀포 리조트 호텔

□ 목적

  o 2003년 현재 운 중인 4개의 한중과기협력센터의 운 현황 및 문

제점등을 점검하고, 한중과기협력센터운 요령 및 운 위원회 공

동운  요령 제정 검토 등을 통해 한중협력센터 운  활성화 방안 

도출  

□ 참석자

  o 과기부: 기술협력국장 (박정택), 기술협력2과 사무관 (전기수)

  o KISTEP: 국제협력실장 (박세인), 중국담당 (서행아)

  o 한중협력센터:신소재협력센터장 (정원용), 광기술협력센터장 (김철

중),  생명공학협력센터장 (이정준),대기과학협력센터 (정

용승)  외 각 센터 담당자 4인

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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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센터별 운 현황 및 발전계획 보고

       ○ 한국측 : 협력센터들의 운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 음.

       ○ 중국측 : 협력센터들의 운 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해 중국

대사관의 탕서 

          과학참사관이 일괄 발표하 음. 

   나. 정부측 센터 운 현황 회고 및 ‘03 한중센터 지원계획 및 문

제점 설명  

 첨부 “과기부발표자료“ file 참조

   다. 한중협력센터 효율적 운 방안 발표 및 토론 

        정부와 KISTEP은 센터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운  및 관리를 

위해 센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가칭)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운 요령” 과 “(가칭)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운 위원회 운

요령”을 제정할 것을 제안   

  ○ 토론 결과           

     - 각 센터의 운 자들은 센터의 운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특

정연구사업처리규정”외에 추가로 운 요령 등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획일적 운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강

한 우려를 표시하여, 일단  운 요령”의 제정 추진을 재검토키

로 함. 

     - 향후 센터별로 자체 운 위원회를 통해 센터별 자체 의견을 수

렴하고, 정부와 KISTEP에서는 기존의 센터별 자체 운 관련 

지침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운 요령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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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센터운  요령 

     - 센터운 을 위한 예산배정시 관련 규정은 특연사 규정을 근간

으로 하되, 특연사 규정의 모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산관련 사항을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함

       (예: 연구활동비의 비율,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도 인정 여부 

등) 

    나) 운 위원회 운  요령

     - 운 위원회 운 은 현 시스템 안에서 각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

여 운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위촉함 

     - KISTEP을 운 위원회 당연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과기부조차도 KISTEP 이 운 위원회에 실질적인 협력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KISTEP의 당연직 참여는 센터의 자

율적 운 에 저해된다는 의견 제시함

     - 회의수당, 자문료의 경우도 각 연구소마다의 규정이 있으므로, 

자체 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참고: 운 요령 제정에 대한 센터운 자들의 의견 요약 

     - 현재의 센터의 운 괸리에 적용되는 “특정연구사업처리규정”외

에 추가로 운  요령 등을 제정할 경우 센터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 으로 오히려 센터의 효율적 운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오히려 센터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장에게 자율적 운 이 

가능하도록 특연사 규정 중 센터의 특성상 센터운 에 불합리

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약을 풀어야 할 것임. 

   라. 종합토론: 한중 협력센터 장기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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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력센터의 중국 주요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유도 

       중국의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안에는 국제협력연구과제가 포

함되어 있어  중국정부는 매년 연구과제를 외국의 과학자에게

도 개방하고 있음. 따라서 본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국 정

부측 예산 지원 뿐 만 아니라, 한중간의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주한중국대사관 탕서 참사관)

     나) “한․중 공동 실험실” 건립

       중국 상해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독일 

Max-Plank Society 로부터 자금 및 연구장비를 지원받고, 독

일측에 연구공간 및 연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동연구를 활

발히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우리나라도 중국

측에 먼저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중국측 우위기술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생명연 이정준 박사)

     다) “동북아 R&D 허브”로서의 연구센터 설립

        현재 4개의 한중협력센터를 운 하고 있으나, 이를 개별적으

로 운 하는 것보다는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칭 “동북

아 R&D 허브“로 지정하여 대외적으로는 1개 기관이 총괄 관

리하고 실제적인 협력사업은 기술분야별로 국내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형태로 운 하는 것이 향후 신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가 건설방침에도 부합되고, 타부처와의 중복성 시비를 해소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세부분

야의 과제를 집중시켜 해당분야 연구원을 초청하여 실험실내

에서 연구를 추진토록 함.(KIST 정원용 박사) 

C. 한중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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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담당기관선정후 한국에 통보하면 본격 협의 결정할 

예정

● 양국의 운 위원회의 구성을 양국의 산학연 및 정부 대표로 

비슷하게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공동운 위원회를 구성

● 제 1 차 공동위원회 개최 

- 일시 : 7월중 계획

- 장소 : 제주 또는 중국

II.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추진 현황

 A. 핵심연구 3 과제 진행 상황

1.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기술 협력연구

협력분야:

● 2002. 12. 중국 출장 (성도, 상해; 이용주)

CAEP : 핵융합용 레이저 시설 구축현황 파악

   100TW 급 레이저 개발 계획 협의

SIOM : 핵융합용 시설 (SG II)에서의 실험 참관

   (CAEP 연구원 주관으로 수행된 

   Thomson 산란 실험에 참여)

방문결과: 

1. SG II를 이용한 실험에 공동 참여 환

2. 독자적인 실험수행은 proposal 작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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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핵융합위원회에서 허락이 되면 실험 

   수행 가능

● 2003. 5. 중국과학자 초청 워크샵 예정

주제: 극초단 레이저 및 핵융합에의 응용 기술

규모: 중국(2명), 일본(1명), 한국(2명)

형식: 구두 발표 및 토론

연구분야:

● 2001년도: 펨토초 Ti:Sapphire 레이저 공진기 제작 

   및 펄스폭 측정 완료.

 ● 2002년도:

▶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성능 개선 

   (펄스폭  35 fs -> 14 fs)

▶ 펄스확대 장치 설계 및 제작 완료 

   (확대된 레이저 펄스폭 > 200 ps)

▶ 증폭할 레이저 펄스 선택 및 펌핑 레이저 펄스

   와 동기화 완료

▶ 현재 예비 증폭기 제작중

2.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

협력분야:

● 중국과학자 초청

▶ 기간 : 2003. 4. 30. - 2003. 5. 4

▶ DICP의 Dr. Han Xin-Min 초청

▶ 워크샵 개최

▶ 초음속 유체의 거동분석과 초음속 유체 제어

                     기술 결과 협의

연구분야:

● 2001년도: 코일레이저 화학반응 특성측정을 위한 

   형광측정으로 레이저 효율에 미치는 향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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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도:

▶ 초음속 혼합노즐 설계/개발

▶ 디퓨져에 의한 압력복원기술 개발

▶ 초음속 유체 진단에 의한 레이저효율 향상기술

   개발

3.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 연구

협력분야:

● 2003. 3. 중국 출장 (장춘; 이승훈, 조 민)

CIOMP: 장춘연에서 제작한 대구경광정렬 치구 

   ($26,000) 인수 검사 및 위탁연구계약체

                            결 ($8,000)

● 중국과학자 초청

▶ 기간: 2003.4.1. - 2003. 4. 4

▶ CIOMP의 장쮀준 박사외 2명 초청

▶ 워크샵 개최

▶ 고해상도 카메라 지상연구모델의 주반사경과 

   부반사경을 가지고 실제 작동시험 및 기술전수

 B. 선행연구지원 3 과제 진행상황 

1.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 이 병하 (leebh@kjist.ac.kr)



- 193 -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 : 

● 중국측 파트너를 발굴 

Dr. Zhihua Di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optical engineering

Zhejiang University

● Zhihua Ding 교수를 시각 및 의광학분과 워크샵에 초청강

         사로 초빙 (2003년 5월 31일 개최 예정.)

   ● 앞으로의 계획 :

      Zhihua Ding 교수의 초청강연 후 6월 또는 7월 중에 중국

      을 방문하여 한중국제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 

2.  과제명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기획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 일 기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현황 조사

         · Interminiband Intersubband 구조 개념

         · GaAs-based 또는 InP-based QCL 개발 현황 조사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기술 연구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한 기술 분류

●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s의 Feng-Qi Liu 교수 초

         청 및 방문 논의 ( e-mail을 통한 의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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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hinese Academy Sciences와 공동연구를 위한 

         "Letter of Intent" 작성 중

   ● 앞으로의 계획 :

        - Chinese Academy Sciences의 Feng-Qi Liu 교수 초청 

          (6월 또는 7월중)

        - Chinese Academy Sciences와 공동연구를 위한 

          "Letter of Intent" 작성

        - 4월 중 Chinese Academy Sciences를 방문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 획득

        - 보고서 작성

3. 극자외선 파장 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 윤 춘 섭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내용 :  새로운 붕산계열 비선형 단결정 성장

● 붕산 계열 물질 중에서 β-BaB2O4(BBO)의 결정 성장을 개선
하기 위해 Ba 원자를 같은 원자가인 Sr 원자로 대체하여 물성

을 개선할 목적으로 두 물질을 섞어서 결정 성장을 시도하 으

나, 점대칭  구조를  가짐으로써  비선형 광학 현상이 관측되

지 않았고,

● 우수한 비선형 광학 결정 KBe2BO3F(KBBF)의 좋은 품질의 

결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

2003년 상반기 중에 중국 칭화 대학을 방문하여 Dezhong 

Shen 교수 그룹과 붕산 계열 비선형광학 단결정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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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역할정립 및 활성화방안

   A. 한중정부의 승인에 따른 센타명칭 변경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타를 한중광기술협력센타로 명칭 변경

  .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타는 다른 3개 한중협력센타와 달리 
          기관간 협력으로 착수되면서, 공동연구 기능이 강조되어 한
          중광기술공동연구센타로 한중 광기술 협력을 추진하 음.

  . ‘02.12. 제 7 차 한중과기공동위원회에서 정부간 승인시 다
른 

          협력센타와 같이 한중간의 광기술 협력이 강조되어 한중광
          기술협력센타로 승인되어, 
      이에 따라 센타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간 협력에 보다 주력
          하고자 함. 

   B.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역할 정립

     - 국가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 
  . 기관간 차원의 협력과 차별화 필요
  .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실질적인 창구 역할 필요

     - 한가지 세부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
  . 대형과제 도출을 위한 한시적인 선행연구 성격의 연구에 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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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 기반 조성
  . 정보 제공 : 세미나, 워크샵, Homepage & DB
  . 인력 교류 및 인맥 형성
  . 중국 기술수준 평가 및 한중간의 기술 연계
  . 한중공동운 위원회를 통한 한중 광기술 협력 활성화 

   C.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운 위원회 요령 제정 및 활성화 

     - 한중광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운 위원

       회 요령 제정

     - 산학연의 대표기관이 참여하는 운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학회, 산업협회의 참여
  . 해당분야에서 대표적인 대학 및 연구소의 참여

     - 중국측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운 위원회 구성을 요구

     - 양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한중공동운 위원회에서 협력 활

       성화를 추구

   D.한중광기술협력센타의 연구기능의 재정립 

       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선행연구 과제의 통합 추진

     - 현재, 대형과제의 도출이 필요한 핵심광기술분야에 대하여 공
       모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운 위원회에서 최종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도출된 기관을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키면
       서,  3 년 이내에서 지원하여 한중간에 대형과제로 발전시키는 
       핵심기술 공동연구 3 과제를 지원중이며, 현재 2 차 년도가 진
       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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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 산학연의 중국과의 광기술분야 교류확대를 위하
여, 
        공모를 통해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은 국내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키면서, 1 년간 
        지원하여 한중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는 선행연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년 3 과제씩 지원하고 있음.

- 한중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한중과학기술협력의제는 
        매 2 년마다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금년 말에 실무위원회
        가 열릴 예정임.

- 선행연구로 지원된 6 개 과제와 핵심공동연구로 수행하는 3 
        과제를 한중과학기술협력의제화하여 한중국제공동연구로 발전
        시키는 일정을 감안하여, ‘03 연도에는 선행연구를 새로 발굴
        하지 않고, 현재 수행중인 핵심공동 연구가 종료되는 ‘04 년부
        터는 핵심공동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2년 이내에서 한시
        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연구로 통합하여 추진코자 함.

   E.한중광기술협력센타의 협력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 국내 산학연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중국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국내 관심사가 높은 분야에 한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중국 기술조사단 파견시 국내 산학연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하
       여 기술 연계가 성사 되도록 지원

     - 광주 광산업에서 육성하려는 LED 관련 협력에 주력하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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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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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 운 위원회 운 요령 제정건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과기부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중광기

술협력센타사업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

업 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센터 중장기 추진 계획의 승인/변경 
  3. 중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 의제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술조사단 파견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장,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책임자

2. 위촉위원   :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한중광기술협력센타사업 책임자가 위촉한자. 
  특히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광범위한 

                   인사로 구성한다.
1) 광기술관련 연구기관 대표 3 인 내외
2) 광기술관련 대학교 대표 3 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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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회 대표 1 인 내외
4) 광산업체 대표 2 인 내외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

          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센
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
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처
리 관리한다.

④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 

등의 정족수는 제2항의 규정과 같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에는 당해 위원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중광기술센타사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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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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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중광기술협력센타의 한중 주관기관간 Agreement(안)

- 첨부 자료 참조

IV. 중국 광기술 워크샵 개최 및 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A. 워크숍 개최 계획    

● 국내의 광주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LED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면서 협력

   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LED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조사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

    예정임. 

● 날 짜: 2002. 6. 초.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대강의실 또는 광주 광기술원

● 중국측 분야별 초청자 : 

   1) Wide band gap semiconductor 연구개발 분야 

     - Yi Luo 교수 ( Director of State Key Lab on 

              Integrated Optoelectronics,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Tsinghua University

           - Guo Yi Zhang 교수 ( State Key Lab for 

             Mesoscopic Physics, Research Center for 

             Wide-Gap Semiconductors, Peking University

2) 중국 LED 산업 현황 분야 

    - 산업체 대표 2 명  

 B. 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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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산업체가 참여하는 중국의 LED 연구개발 및 산업체 

    현황 조사단 파견 

● 날 짜: 2002. 7. 중순

 
토의 안건

I.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활성화 

- 운 위원회 재구성 방안 등

II. 워크샵 개최 및 기술조사단 파견 추가 

- 국내 산학연의 수요에 부응하는 워크샵 개최 및 기술조

        사단 파견

II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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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사업

제 10 차 운 위원회의

2003.  7.  9.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회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구원(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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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1. 보고안건

I. 중국측 광기술 공동 운 위원회 구성 현황

II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한 업무 향 

       - 핵심공동연구 및 선행연구 과제의 향후 추진 

                   계획

    2.  심의안건

I.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운 위원회 위원장 선출

II. 제 1차 한․중 광기술 공동운  위원회 개최

III. 차기년도 센터 운  방향 설정

IV. 차기년도 한․중 광기술 협력 의제

    3.  기타 토의안건 

Ⅰ. 한․중 LED  워크샵 개최 

II. 기술조사단 파견 

III.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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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중국측 광기술 공동 운  위원회 구성 현황

● '02.12. 제 7차 한․중 과기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중국과학원산하 관련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주관기관으

          로 하는 한∙중 광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이 정부차원에서 승

          인되어,

● 중국 과기부는 중국측 광기술 협력센터의 주관 기관으로 상

   해광기소(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를 선정하 으며

● 중국측 광기술 공동 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중국의 광관련 18개 기관의 대표 18인으로 잠정적으로 구성

   되어 있음.

1. Dr. Ruxin Li, SIOM(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한중광기술협력센터 중국측 대표기관, Project Manager) 

2. Mr. Huasheng Qiu, CAS 

   (중국정부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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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f. Jianlin Cao, Secretary General of Chinese 

   Optics Society (중국광학회대표) 

4. Prof. Caiwen Ma, Deputy director of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광기술 연구 기관 대표) 

5. Prof. Ming Xuan, Deputy director of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CAS (광기술 연구기관 대표) 

6. Prof. Yudong Zhang, 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Optoelectronic Technology, CAS

   (광기술 연구기관 대표) 

7. Prof. Xuemin Shen, Deputy director of Shanghai 

   Institute of Technologic Physics, CAS

   (광기술 연구기관 대표) 

8. Prof. Jie Zhang,  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Physics, CAS (광기술 연구기관 대표) 

9. Prof. L.Y. Chen, Fudan University

   (광기술관련 대학교대표) 

10. Prof. Q. H. Gong, Peking University

   (광기술관련 대학교대표) 

12. Prof. Zhigang Zhang, Tianjin University

   (광기술관련 대학교대표) 

13. Prof. Heping Zeng,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광기술관련 대학교대표) 

14. Prof. Zhongwei Fang, General Manager of Century

    Optoelectronics, Co. Ltd. (to be confirmed)

    (광기술 산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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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rof. Ying Wang, Vice President of Yaoshun 

    Optics, Co. Ltd.

    (to be confirmed)  (광기술 산업체 대표) 

16. One representative of COEMA (to be confirmed) 

    (광기술 산업체협회 대표) 

17. One representative of Wuhan Optics Valley

    (to be confirmed)  (광기술 산업체협회 대표) 

18. One representative of Guandong Optics Valley

    (to be confirmed) (광기술 산업체협회 대표) 

Ⅱ.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한 

    업무 향

●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심포  
   지움

(2003. 5. 1.-3.)에 공동 참석 예정이었던 3명의 중국 레이저 
전문가들은 당시에 중국내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의 
확산으로 인한 비자 발급 지연으로 참석이 취소되었음.

●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International LED EXPO 

   행사. 

(2003. 6. 11. - 14.)와 같이 6월 13일에 서울 코엑스(ASEM 
Hall 208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 중 LED 워크샵”은 
당시(5월말경)에 초청연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만연하고 있어서 7
월 24일로 연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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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공동연구 과제 및 선행연구 과제의 현황 및 향

후 추진 계획

A. 핵심공동연구 

▶ T-cube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 협력 연구

- 2002년 11월 초에 CAEP 소속 Hansheng Peng 교수 초

청활용 

- 2002년 12월에 중국 기관(CAEP, SIOM)을 방문하여 중국

측 기술현황 파악(출장자 : 이용주)

- 국내 연구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

- 전문가 초청(1인)과 국외출장(선임급 2인) 및  한중 극초단 

레이저 응용 기술 세미나 1건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

측되며 해당 예산을 목간 변경하여 국내에서 연구를 수행

하며 중국과는 e-mail등을 통한 online 협력을 추진할 예

정.

▶ 코일레이저 화학효율향상을 위한 협력연구

- 한･중공동연구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

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첨단레이저 및 응용□□양자전자 
워크숍에 중국전문가를 초청하여 초청강연을 하기로 예정

되었으나 당시 SARS가 확산되었던 시기여서 일정이 취소

되었음. 

- 중국전문가 재초청을 추진하여(초청기간 7월 21일 - 7월 

25일) 중국과의 기술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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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순경에 우리측에서 중국 대련화학물리연구소를 방문

하여 중국의 기술개발현황을 파악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과제

-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중

국측 연구진을 항공우주연구소에 초청(기간:7월10일-15일)

코자 2003년 6월 11일에 공식초청장을 발송하 으나 당시 

중국에서 SARS 확산으로 인하여 시외지역 여행허가의 어

려움으로 취소되었음. 

- 현재는 허가가 나더라도 SARS로 인하여 중국 기관내에서 

렸던 일들로 인하여 방문이 힘든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

었음.

- 따라서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과제에서 

한․중 교류를 위하여 잡아두었던 전문가활용비, 국외여비 

등을 국내 활동(하드웨어) 중심으로 전환, 현재 예산 잔액

을 재료비로 비목변경하여 광정렬에 필요한 치구제작용 재

료 구매 예정 ( 총 6,958,090 원 )

B. 선행 연구 

▶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Supercontinuum Generation에 관

한 선행연구

- Zhihua Ding 교수를 2003년 5월 31일에 개최된 한국광학

회의 시각 및 의광학분과 워크샵에 초청강사로 초빙하 으

나 SARS로 인하여 방문이 취소되었음.

- Zhihua Ding 교수를 2003년 7월 말경에 재초청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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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8월초에 중국을 방문하여 Qingming Luo(Huazhong 

University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를 만나 연구 

협의를 할 예정임.

▶ 극자외선 파장 변환용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에 관한 선

행연구

-  2003년 7월 말에 중국 칭화 대학을 방문하여 Dezhong 

Shen 교수 그룹과 붕산 계열 비선형 광학 단결정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중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기획

- Chinese Academy Sciences의 Feng-Qi Liu 교수 초청

   (8월중: Feng-Qi Liu 교수의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있

으며, 확답을  못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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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 한국측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운 위원회 의장인 위원장 선출 

   . 주관기관 중심의 센타운 에서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고 산학

연의 수요를 

     최대한 반  

II. 제 1차 한․중 광기술 공동운영 위원회 개최

- 한∙중 광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이 정부차원에서 승인(’02. 12)되
었으며, 현재 중국측 광기술 협력센터 운 위원회의 구성(주관기

관 : 상해광기소)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제 1차 한중광기술협력센

터 공동운 위원회를 8/8-8/9에 상해에서 개최할 예정임. 

- 개최 예정인 제 1차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공동운 위원회에서

는 한∙중광기술협력센터 설립 관련 Agreement(안)을 중국 주

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 첨부 Agreement(안) 참

조 )

- 또한 한∙중 광기술 기관간의 교류 확대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토의를 할 예정임.

    . 한중 광기술협력센타 워크샵 개최 및 광기술 전문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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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등 

- 그러므로 제 1차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공동운 위원회에 참석

할 한국측 공동운  위원들을 결정하여야 함.

    

     . 참가하시는 운 위원은 소속기관의 광기술관련 연구활동 소

      개 및 차기년도 한중광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세미

      나 및 워크샵 계획을 발표 요망.

- 새로 위촉된 운 위원의 참석 지원 방안 검토 

    . 계획서 변경 신청 또는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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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차기년도 센터 운  방향 설정

- 차기년도 예산 신청 : 전년도 수준 유지

- 센타운  과 핵심공동연구 비율 조정

( 현재 센타운  : 1.5 억원, 핵심공동연구 : 1.7 억원 )

   . 센타운 비율을 50 % 선으로 확대하여 한중 광기술 협력을 
강화 

- 지난 2 년간 센타운 에서 한중 광기술 협력을 위해 지원하던 

선행연구 과제의 지원 중단 

    . 한중과학기술협력의제에 상정이 2 년에 한번이며 지원된 6 
과제의 의제

      상정을 우선 추진 

- 한중공동운 위원회를 통한 한중 광기술 협력 활성화

- 국내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용적인 세
미나 및 워크샵 단독 개최 또는 공동 개최 

- 국내 산∙학∙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홈페이지의 DB 확대 

    . 중국측 DB 와 연계 추진

- 이를 위하여 아래의 차기년도 신규협력의제를 내년도 계획서에 
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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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차기년도 한․중 광기술 신규 협력의제 

-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제 2 회 한중공동운 위원회 국내 개최 

   . 2004.5. 제주도 개최 
   .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워크샵 공동 개최 

- 한중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단독개최  및 공동 개최 ( 총 4-5 
건 )

  ( 세미나 개최비 및 중국전문가 초청 지원 : 건당 5,000 천원 이
내 )

. 제8회 국제 근접장 나노 광학회와 병행하여 한중공동워크샾 
개최일시 : 2004.  9. 5  ˜ 2004. 9. 9 (5일간)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

 .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hotonic 
         Science and Technology

개최일시 : 2004. 11월 중 (7일간)
개최장소 : Ramada Plaza (제주) 

- 한.중 양측의 광기술분야 전문가 리스트 작성 

    . 석박사 학생 및 Post Doc 포함 

    . 광기술 분야별, 소속기관별, 직급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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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의 안건

Ⅰ. 한․중 LED  워크샵 개최

● 국내의 광주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LED 산업을 집

중 육성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면서 협

력을 유도하고, 중국의 LED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조사

를 위한 워크샵을 중국 전문가 5 명 및 국내 전문가 3 명을 초

청하여 개최

● 일시 : 2003년 7월 24일(목)

● 장소 : 서울 COEX ASEM Hall 208호

● 중국측 초청연사의 구성:

1) 성명 : Lianghui Chen
   직위 : Academician of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소속 : Institute of Semiconductors 

2) 성명 : Dr. Hui Yang
   직위 : Vice President
   소속 : Institute of Semiconductors 

3) 성명 : Dr. Yi Luo
  직위 : Professor, Director of State Key Lab on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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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oeletronics
  소속 : Tsinghua University

4) 성명 : Dr. Guoyi Zhang
   직위 : Professor, 
   소속 : Vice Director of Research Center for Wide-gap  
          Semiconductors

5) 성명 : Dr. Xiaoguang He 
   직위 : Vice President 
   소속 : Xiamen Sanan Electronics Co.,

● 초청연사인 중국측 LED전문가 5인은 7/25 광주광산업체 및 연

구기관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국내 LED 전문가들과의 세부적인 기술교류를 

가질 예정임. 

Ⅱ. 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  광주광산업체가 참여하는 중국의 LED 연구개발 및 산업체 

현황 조사단 

    파견 

● 날 짜: 2003. 8 월 중순 이후

Ⅲ.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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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LED Workshop

208, ASEM Hall, COEX, Seoul, Korea

July 24, 2003
http://otrc.kaeri.re.kr/

Program
 Chairman : B. D. Yoo(KAERI, Korea)

10:10-10:20 Opening session(Dr. C. J. Kim, KAERI, Korea)

Session 1

10:20-10:55 LED industry in China

           (Prof. Chen Lianghui, Institute of Semiconductors, China)

10:55-11:30 Recent progress of GaN homoepitaxy technology

           (Dr. C. S. Sone, SAIT, Korea)

11:30-12:05 The GaN-based LED research and production in China 

           (Dr. Zhang Guoyi, Beijing University, China)

12:05-13:00 Lunch

Session 2 

13:00-13:35 Processing technologies for GaN based blue LED fabrication  

           (Dr. Yi Luo, Tsinghua University, China)

13:35-14:10 Progress in epitaxy technology of GaN blue LEDs

           (Dr. C. H. Hong, Chon Buk University, Korea)

14:10-14:45 Investigations on the life time of GaN blue LED      

           (Dr. Yang Hui, Institute of Semiconductors, China)

14:45-15:00 Coffee Break

Session 3

15:00-15:35 Development and production status of LEDs in LG

           (Dr. S. J. Leem, LG Electronics, Korea)

15:35-16:10 Full color, whole process high brightness LED develompment in 

           China

           (Dr. Xiaoguang He, Xiamen Sanan Electronics C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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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사업

제 11 차 운 위원회의

2004. 1.   .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회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구원(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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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1. 보고안건

I. 제 1 차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 개최

II. ‘03 년도 예산 편성 

       - 공동연구 중심의 협력 추진 

III. 운 위원 변경 

IV. 한중 과학기술협력 실무위원회 한중국제공동 의

               제 선정

V.  최근 중국 광기술기관과의 한중 광기술협력 협의

VI.  제1회 첨단 광과학기술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2.  심의안건

I. '03 년도사업  추진계획

II. 공동연구과제 추진방안, 공모방법 및 선정원칙

    3.  기타 토의안건 

I. 한․중 과학기술 협력센타와의 협력 방안  

II.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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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제 1 차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

  회 개최

● 2002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 7차 한∙중 과기공동위원회

에서 정식으로 국가간의 협력기구로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본 한∙중 광기술 공동운 위원회는 중국측 주관으로 

절강성 항주 근교의 상유시 (ShangYu)에서 개최되었음. 

● 한국측 전문가  6명, 중국측 전문가 13명 (자문단 5명 포함)

이 참석하 으며(전체 운 위원 별첨 1), 본 회의를 위하여 

상유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리셉션을 열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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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참석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윤 헌주 주중 한국대사관 과기부 과학관  정부 대표

김 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단 장  연구소 운 위원

이 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 장  연구소 운 위원장

이 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 장  연구소 운 위원

김 균 한국광학기기협희 부 장  산업계 운 위원

이 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과제책임자  연구소 실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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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참석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Tang, Hongliang
Science & Tech 

Commission of Jiading  
District, Shanghai

Director Government

Chen,
Liangyao

Fudan University
Dean,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운 위원

Fan, Zhongwei
Beijing GKLaser 

Technology Co. Ltd.
General Manager Optical Industry 운 위원

Gong, Ye
Zhejiang Sunny Group 

Co. Ltd.
Director, Engineering 

Ctr.
Optical Industry 운 위원

Xie, Xueru
Shanghai Optoelectronic 

Trade Association
Researcher Optical Society 운 위원대리

Zhao, Zhentang
Shanghai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운 위원

Li, Ruxin SIOM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운 위원

Qu, Ronghui SIOM Director
Research 
Institute

실무간사

 

<중국측 자문단>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류 비 고

Hu, QiQuan SIOM 자문

Tian, Shouyun SIOM Foreign Affair 자문

Li, Fen SIOM Foreign Affair 자문

Lin, 

HongXiang
SIOM Foreign Affair 회의준비

Yao, Jinsong 상유시 부시장 Organizer 정부 회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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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일정 >

The 1st Joint Streeing Committee Meeting
of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Aug. 7  ∼ Aug. 10,  2003
Shang Yu, Zhejiang Province, China

August 7.
12:00 From Shanghai to ShangYu, Zhejiang
17:30 Dinner

August 8.
7:30 Breakfast
8:30 Committee Meeting

 8:30 Introduction of Both deligations (Ruxin Li, 김철중)
 8:40 Opening remarks
 Hongliang Tang, 윤헌주, Ruxin Li
 9:00 Review of OTRC/OSTCC activities (김철중)
 9:30 Committee member speech (이정일)
10:00 Committee member speech (이호성)
10:30 Coffee break
11:00 Committee member speech (Liangyao Chen)
11:30 Committee member speech (Zhengtang Zhao)

12:00 Lunch
14:30 Committee Meeting

14:30 Committee member speech (Zhongwei Fan)
15:00 Committee member speech (Ye Gong)
15:30 Coffee break
16:00 Committee member speech (김 균)
16:30 Committee member speech (김철중)
17:00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용주)

18:00 Dinner (Mayor of ShangYu city)

August 9.
 7:30 Breakfast
 9:00 VIsit of Sunlight Co. Ltd
12:00 Visit of historic place; Return to Shanghai  

August 10.
Retur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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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운 위원회 참석자

좌로부터  Ye Gong (Sunny Group Co. Ltd, Zhejiang), 이호성(한국표준과

학연구원), Liangyao Chen (Fudan Univ.),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Rong Hui Qu (SIOM), 윤헌주 (주중 한국대사관), Zhongwei Fan (Beijing 

GK Laser Co. Ltd),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Zhengtang Zhao (SINR/ 

SSRF), Ruxin Li (SIOM), 김 균 (한국광학기기협회), Fen Li (SIOM), 이정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Xueru Xie (SOTA), 삽입사진 좌로부터 

Hongliang Tang (상해시 자딩구 과기위원회), Qi Quan Hu (SIOM), Shou 

Yun Tian (SIOM), HongXiang Lin (SIOM)

● 금번 공동운 위원회는 정부간 협력으로 승인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이므로, 이전 약 5년간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

터에서 수행한 협력 활동에 관한 소개가 있었으며 각 소속기

관의 광기술 관련 활동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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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은 10 개 한국측 운 위원소속기관의 광기술 활동현황 

및 차기년도 계획을 발표하 으며 중국측은 4 개 기관의 광

기술 현황을 발표하 음.

    ( 발표자료는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홈페이지에 게재 )

● 각 발표가 있은 후 향후 협력방안과 건의사항들을 토의하

다. 이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 으며 (별

첨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측에서는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

이 SIOM을    중국측 대표기관으로 인정하 으며, 이를 

중국과학기술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학

기술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공식적인 결정을 한국과기부

에 통보할 예정임.

2) 제 2차 한∙중 공동운 위원회는 한국에서 2004년 5월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때 동시에 제1차 한∙중 광기술 워

크샵을 개최하기로 함.

3) 다음과 같은 세미나/워크샵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함

   - 2003. 10. (중국 Wuyi) "China-Korea Symposium on 

     Advanced Photonic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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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3. (한국) “Asia Pacific Laser Symposium”

   - 2004. 7. (한국 제주) “Symposium on Photonics 

     Material”

4) 2003년 11월에 개최되는 한∙중 국장급 회의에 한∙중 

협력 연구  과제를 제안하기로 함.

5) 중국측 운 위원의 수를 20명으로 늘리기로 하며 대학교

와 산업체의 대표를 추가하도록 함.

6) 한국측 운 위원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추가시키기로 

함.

7) 한∙중 공동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2차 운 위원회 이전

에 결정 하도록 함.

8) Homepage를 통한 협력활동 증진을 위하여 homepage를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homepage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함.

● 또한,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의 General Agreement도 작성

하여 상호 검토하 으며 조인하 음.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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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03 년도 예산 편성 

● 제 10 차 운 위원회에서 센타운 관련 연구비를 50 % 수준

으로 확대하기로 하 으나, ‘03. 9. 한중과기협력센타가 설립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4 개 한중협력센타는 공동연구 중심

으로 협력을 추진하라는 과기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한 공동연구비를 ’03 년도 수준인 1.7 억원으

로 유지하면서, 센타운 관련 연구비는 ‘03 년도 1.5 억원에

서 ’04 년도에는 1.2 억원으로 축소하 음.

● 센타 운 예산이 축소되었으나 센타 운 관련 활동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 음. 

- 중국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워크샵 등 )  :  6 명

- 중국 파견 ( 협력 협의, 기술조사단 파견 등 ) : 6 명 

- 세미나 개최비  : 3,000,000 원

- 제 2 차 공동운 위원회 개최비 : 3,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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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2001년) 2차년도(2002년) 3차년도(2003년)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39,982

26,382

13,600

25.0

16.5

8.5

43,980

33,615

10,365

29.3

22.4

 6.9

49,384

41,994

7,390

40.5

34.4

6.1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78,727

9,000

8918

0

20,798

4,120

32,460

3,431

0

49.2

5.6

5.6

0.0

13.0

2.6

20.3

2.1

0.0

61,633

0

11,053

0

18,763

4,120

25,080

2,617

0

41.1

0.0

7.5

0.0

12.5

2.7

16.7

1.7

0.0

54,055

0

7,734

0

15,562

4,100

23,720

2,939

0

44.3

0.0

6.3

0.0

12.8

3.4

19.4

2.4

0.0

3 위탁연구개발비 30,000 18.8 30,000 20.0 0 0.0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11,291

11,291

0

0

7.0

7.0

0.0

0.0

14,387

14,387

0

0

9.6

9.6

0.0

0.0

18,561

18,561

0

0

15.2

15.2

0

0.0

연구사업비 총액 160,000 100% 150,000 100% 122,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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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 위원 변경 

● ETRI 의 김경헌위원이 ‘03.9. 퇴직하 음.

● 제 1 차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위원회시 중국측의 요청에 
포항가속기연구소의 고인수 부소장을 운 위원으로 위촉하

음.

IV. 한중 과기협력실무위원회 국제공동연구의

    제 제안

● ‘03.12.16 개최된 한중과기협력실무회의에서 한중광기술협력

센타에서 선행연구로 지원한 과제가 한중국제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 

● 지난 2 년간 지원한 6 개과제중 4 개 과제가 한중국제공동연

구과제를 신청하여 3 과제가 선정되었고, 1 과제는 한국측만 

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측의 계획서는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상대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중국측이 

향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통지키로 결정하 음.

< 선정과제 >

- "양자정보 처리용 원자칩 개발" 

   교원대학교 (김중복), 북경대학교 (Xuzong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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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KIST (한일기),

         Institute of Semiconductor(Feng-Qi Liu)

- “광을 이용한 고분해능 의료용 생체 상진단기 개발” 

     광주과기원 (이병하),

                 Zhejiang University (Zhihua Ding)

< 선정유보과제 >

- “Development of novel nonlinear optical crystalsfor UV 

               wavelength conversion ”

    과기원 (윤춘섭), 중국측 
                Tsinghua University (Dezhong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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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최근 중국 광기술기관과의 한중 광기술협

력 협의

● 제 1 차 한중광기술공동운 위원회 후속 조치 및 한중 광기

술 협력 활성화 협의 출장 ( ‘03.12.14.-12.19. ) 보고 

- 중국측 주관기관인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와 상해 응

용물리연구소 및 안후이광학정 기계연구소와 한중 광기

술 협력 활성화 협의

●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최근 동향 

- 중국과학원은 산하연구소의 기반확충차원에서 실험실 
건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04 년 부터는 신
규 실험실의 시설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

- 상해 광학정 기계연구소 : 2 개의 레이저관련 연구동 
건설 

   상해 응용물리연구소 
   : 국제학회장 및 자유전자레이저연구동 건설

  안후이광학정 기계연구소 : 본관동 보수

- 중국과학원 산하연구소들 모두 최근의 경제 불경기 극복
차원으로 석박사과정 학생수를 최근 수 배로 늘려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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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 최근 중국 CAS 산하연구소의 많은 시험실 건물공사도 
불경기 극복과 연관이 있어 보임. 

●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의 경우 전체연구비중 중국과학원 의

         존도가 매우 낮고 상해시 지원이 5 배나 큼. 그만큼, 상해시
         의 연구개발 투자가 큼.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사업도 중국 상
         해시의 지원을 요청중임.

● 제 2 회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위원회 및 제 1 차 한중광
         기술 워크샵을 ‘04.5.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합의.

- ‘04.3.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LS(Asian Pacific Laser 
Symposium) 과 APAC(Asian Pacific Accelerator 
Conference) 및 ‘04.4. 일본에서 개최되는 FIHFP(Fast 
Ignition and High Field Physics)를 고려하여 결정.

- 중국측에서 가능한 많이 참석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

● 중국측 운 위원에 안후이광학정 기계연구소 1 명을 추가하
         기로 합의.

- 한중간에 대기 및 환경 감시가 공통관심사이므로 협력 
필요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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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응용물리연구소 상해방사광가속기 사업
- 중국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중국정
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임.

- 2008 년까지 $ 1.5 억 투입, 3.5 GeV, 432 M dia. 가
속기 건설.

- ‘03.9.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 고, 한중광기술협력센타에서 협력 연계를 요청.

● 상해응용물리연구소 자유전자레이저 사업
- ‘02 년 중국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973 계획으로 착수.
- ‘03 년도 자유전자레이저 연구동 건물 완공. 
- 80-100 nm DUV를 ‘06 년까지 개발할 목표이며 한국
원자력연구소와의 협조를 요청. ( 초전도가속관 및 냉각
장치, Thz 관련 기술 등 )

- '04.3. APAC 참석시에 KAERI 방문을 요청하 으며,
- KAERI 는 협력시에 중국에 거대시설 건설에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할 기회임.

 
● 안후이광학정 기계연구소는 '74 년에 Hefei 에 건설된 중국

         과학원의 과학島(주변에 저수시설이 있어 섬으로 불림 )에 
         처음 세워진 연구소임.

- ‘03 초에 Hefei 의 4 개 중국과학원산하연구소가 통합
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소장을 갖고 있으며 거의 독립적
으로 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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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광학연구와 환경광학연구를 주로 추진.
- 대기광학연구분야는 Lidar 관련 연구이외에는 대부분이 
국방관련 분야이며,

- 안후이광학정 기계연구소가 현재 수행하는 20 여개의 
863 계획 과제중에 반 정도가 국방분야임.

● 중국은 ‘08 Olympic 개최이외에도 공해에 의한 환경문제로 
         환경분야 연구투자에 적극적임.

- SO2, NO2, O3 및 Aerosol 측정을 위한 차량 탑재 
Lidar를 개발하 었으며 현재 개선된 차량 탐재장치를 

863 계획으로 개발중임. ( 15 억원/5 년 )
- KAERI 도 차량 탑재형 개발경험이 있어 중국측이 협력 
요청.

   ● 대기 및 환경 감시분야는 한중간에 공통 관심분야이며 레이
         저를 이용한 원격 감시가 매우 효과적이며, 한중이 모두 관
련 

         분야 연구를 수행중이며, 
   장치 개발시 정보교환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고, 공동연구를 

         통해 장치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한중협력이 필
         수적인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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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1회 첨단 광과학기술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 제 1 회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제 1 회 첨단 광과학기술 국제심포지움을 한양대학교 양자광
         기능 물성연구센타와 중국 Fudan대 School of Optical       
         Science and Engineering 및 State Key Laboratory for     
          Advanced Photonic Materials and Devices와 공동 개최 
   ● 개최 장소 및 기간 : Wuyi and Shanghai, China,

 Oct. 26 - Nov. 1, 2003
   ● 한국 측에서 양자 광기능 물성 연구센터 이 백 소장 (한중  
         광기술 협력 센터 운 위원)을 비롯한 센터의 photonics관련 
         연구원들을 위주로 하여 총 11인이, 중국 측에서 Fudan대 L. 
         Y. Chen 학장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운 위원) 등이 참여
한 

         심포지움에서는 광과학기술 관련 소재 및 소자의 개발과 응
         용 등에 대해 한중 양국에서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광과학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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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03 년도 사업추진계획

 A. ‘03 년도 사업추진 원칙

   ● 한중 광기술분야 공동연구에 집중.
- 3 개 핵심기술 습득 공동연구 추진
- 한중 광기술 공통 관심분야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연계 차원의 협력 지원.

● 산업체 지원은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한국 광산업 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광기술원 
         등 국내 광관련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지원.

-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구축한 중국내의 인맥 및 정보 등
을 활용하여 지원.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타와의 중복 업무는 축소하며 한중과학기
         술협력센타와 협조체제 구축

 B. 제 2 회 한중 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 개최 

   ● ‘04.5. 제주대학교 연수원에서 개최

● 중국 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

 C. 제 1 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 개최 

   ● 제 2 회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와 같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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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학회의 양자전자분과 학술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한중 광기술 전문가가 모여 해당 세부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 
         협의 

  D. 한중 광기술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 한중 광기술관련 세미나 등 개최 지원 

- 계획서에 반 된 세미나/워크샵 개최비 3,000,000 원
을 한중 광기술

  관련 세미나/워크샵 건당 1,000,000 원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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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연구과제 추진방안, 공모방법 및 선정 

   원칙 

 

 A. 한중 광기술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안 

● ‘04 년도 사업부터는 추가로 1-2 개  한중협력센타 지정 등
         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축소가 전망됨.

●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3 년간 지원한 공동연구과제가 ‘03 년
         도로 종료.

- T-cube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기술 협력 연구
              (원자력연구소)

- 코일레이저 화학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원자력연구소)

- 대구경 광학계의 광정렬기술 협력연구(항공우주연구원)

● 선행연구 발굴 형식의 1 년간 지원하는 과제는 ‘02 년도에 
         종료.

- 6 개 과제를 2 년간 지원하여 4 개 과제가 한중국제
공

              동과제 의제로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음.

● 새로운 한중협력 체제하에서의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공동연구 지원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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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와의 차별화 필요

- 한중광기술협력센타 사업비로 직접적인 공동연구를 수
행하기에는 PBS 제도에서 한분야 정도의 공동연구밖에 
수행할 수 없어, 한중 광기술 협력을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또한,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와의 차별화가 
어려워 짐.

- 한중 국제공동연구과제화에는 2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
하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을 

협력센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에서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광기술 연구에 대한 
         연계 역할 수행.

- 한국 및 중국 양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광기술 연구분    
야에 대하여 기술연계 성격의 공동연구 추진.

 ( 재료비/기자재비를 사용하는 공동연구가 아님 )

- 한중 양국에 이미 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방문을 하여도 
그냥 막연한 상호 방문이 아니라, 상호 방문을 통해     
연구수행상의 어려움을 상대 측의 경험을 통해 해소하

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같이 기술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혀 나갈 수 있으며, 상대측의 시설을 활용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PBS 해당 인건비는 해당 광기술 연구 과제에서 확보. 

- 한중간의 광기술 협력에 있어 주관기관 및 공통으로 연
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그룹 대 그룹 차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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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 지원 방안 

- 위탁연구과제 형태로 지원 

- 중국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 개최 형태로 지원.
   . 계획서에 외부인력으로 등재된 운 위원에 대해서는 

     방문도 지원 가능. 

  B. 한중 광기술분야 공모방법 및 선정원칙

● 운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위탁연구과제로 공

         모.

- 과제당 연구비 제한 : 20,000 천원 이내
- 지원 기간 제한     : 2 년 이내 

●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공동연구는 별도로 과제화하지 않고 본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

● 총 위탁연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20 % 이내로 지원.

● 공모 후에 최종 위탁과제 선정은 운 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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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의 안건

I. 한․중 과학기술 협력센타와의 협력 방안  

● ‘03.9. 청화대학에 개소

● 현재 센타장 모집중( ‘04.1.5.-1.27. )

● 기능 및 역할
-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의 종합창구 및 협력거점 역할 
- 중국 과학기술 인력․정보의 네트워크 구축․관리
- One-stop 종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기본 목표 

- 중점추진사업

. 대중국 교류협력 거점구축 사업
◆ 센타 운 시스템 조기 확립

◆ 상호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웍 확보 및 
                            유지 관리

◆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한중과학기술협력 기획사업 
◆ 중국 주요정책의 심층분석사업,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예산, 인력 등 과학기술 자원 분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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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조사사업 수행
◆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기업진출 

                            지원
. 한중 과학기술정보의 네트워트 구축 및 제공

◆ 양국 과학기술 자원 및 인력, 성과 등에 
                            관한 정보 DB 구축 및 제공 

◆ 한중 과학기술협력 종합 웹 싸이트 운
.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교류사업 추진

◆ 연구기관, 대학간의 협력 및 교류 프로그
                            램 

◆ 과학기술자, 교수, 학생 등의 인재교류 
                            프로그램 

◆ 중장기 인적 네트웍 확대 및 협력프로그
                            램 발굴

. 한중과학기술 주체의 상대국 진출 지원
◆ 연구기관,대학,기업의 협력 및 진출 지원
◆ 양방향 one-stop 서비스 실현 

- 목표
. 중국 전지역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협력거점 네트

                    워크화
. 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 시스템 운  

                    
. 양국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인 접목
. 과학기술자 및 기업의 협력사업 및 진출 지원

● 년차별 추진 목표

- 2004 : 센타운 시스템 구축 및 신규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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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타조직 및 인력 정비

. 인력교류사업 착수

. 웹 사이트 구축 운

. 한중과기협력 로드맵 프로젝트 착수 

● 한중 광기술 협력센타의 업무 축소 조정

- 공동연구에 직접 연관된 협력에 집중
- 인력 교류, 정보 DB 구축 등의 업무는 한중과학기술협

               력센타에 이관
- 다만 공동연구관련 인력 교류 등의 협력관련 업무는 

               해당 전문가들의 소규모적인 행사로 계속 추진

●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의 지원을 최대한도로 활용
- 안력 교류, 기술 조사단 파견 등 

II.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홍보 방안

● 한중 광기술 협력센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 국내 학회 등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확대 

● 국내 운 위원들의 국내 광기술 전문가 집단에 대한 한중광

         기술협력센타 활동 홍보 요망 

II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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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사업

제 12 차 운 위원회의

2004. 4.  1.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회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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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안 건

    

    1.  보고안건

     I.   한․중 광기술 R & D 관련 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Seminar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Laser 

             R & D Between Korea and China)

          II.  제 2 차 한중 광기술 센타 공동 운  위원회 및 제 1 차

             한중 광 기술 워크샵 개최 예정   

          III.  광기술 협력 협의를 위한 중국 출장 보고

         (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용주 박사)

    2.  심의안건

I. '04 년도 한중 공동 연구과제 공모 방안 협의
   

           II.  한중 공동 운  위원회 및 워크샵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 방안 협의   

             

    3.  기타 토의 안건

I. 중국 측 운영 위원 신규 추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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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Ⅰ. 한․중 광기술 R & D 관련 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Seminar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Laser R 

     & D  Between Korea and China)

● 국내의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광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효율적

인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기관 소개 및 효율적인 협력방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한•중 광기술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

관들외에 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현황 소개 및 협력 방안 협의

● 일시 : 2004년 3월 2일  ( APLS 2004 와 동시 개최)

●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Emerald Hall)

● 중국 측 발표자

1) 성명 : Jian-Quan Yao

   직위 : Academician, Vice Chair of Laser committe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Laser & Opto Electronics

   소속 : Tianjin University 

   발표 제목 : Laser Research at Tianjin University

2) 성명 : Dr. Guoquan Zhang

   직위 : Professor

   소속 : Nankai University 

   발표 제목 : Optics Research Activities in Nanka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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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 Baoli Yao

   직위 : Professor, Director of State Key Lab of Transient Optics 

          Technology

   소속 :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발표 제목 :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XIOPM), CAS

4) 성명 : Jiqiang Zhu

   직위 : Professor 

   소속 :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발표 제목 : Key Laboratory of Optical and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East China Normal Universitiy)

5) 성명 : Dr. Ruxin Li (한․중 광기술 협력과제 중국측 대표)

   직위 : Professor

   소속 :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 한국 측 발표자

1) 성명 : Cheol-Jung Kim

   직위 : 한중 광 기술 협력 센타 사업 책임자

   소속 : 한국 원자력 연구소

   발표 제목 : Introduction to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OSTCC) Program

2) 성명 : Yong-Joo Rhee

   직위 : Project Manager

   소속 : Quantum Optics Lab.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발표 제목 : Collaboration on Ultra-Short Sciences Betwee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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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RC

              (Past, Present and Future)

3) 성명 : Sung-Man Lee

   직위 : 책임연구원

   소속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발표 제목 : Development Status of KAERI's DPSSL

● 참석자 : 김철중(KAERI), 공홍진(KAIST)외 30명

- Bisson : Institute of Laser Science(Japan)

- Qihong Lo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China)

- Wei Y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Baoli Yao : Xi'an Institu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CAS(China)

- Zungi L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Jiangiang Zhu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Shiqi J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XiangZhao Wang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Haijun Qiao : TEDA Applied Physics School, Nankai 

University(China)

- Guoquan Zhang : Photonics Center, College of Physics Science, 

NanKai University(Tianjin, China)

- Yasukazu Izawa :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Osaka 

University(Japan)

- ChangHwan Lim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Ken-ichi Ueda : Institute for Laser Science, University of Tele-   

Communications(Japan)

- Yeong-Sik Kim : Department of Physics, DanK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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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Korea)

- Wei Fa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Chengpu Lin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Hanlin Peng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MyungSik Cha : Pusan National University(Korea)

- YoungHo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Ruxin Li : Shanghai Institu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China)

- ByungDuk Yoo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JianQuan Yao : Tianjin University, Institute of Laser & 

Opto-electronics

- Yong-Joo Rh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Hyunmin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YongHo Cha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YoungUk Jeong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HyukJin Cha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Seung-Kyu Park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Sungman L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orea)

● 새롭게 소개된 중국 광기술 관련 기관 현황 

  

  1)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 1962년 설립,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소속

　 • 광공학 기초연구 기관

　 • 600 staffs, 200 graduate students

　 • 주요 연구 센터

     - State Key Lab of Transient optics Technology

     - Space optics division

     - Optical engineering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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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cal fiber sensors division

     - Optoelectronics division

• State Key Lab of Transient optics Technology

     - 1991년 설립, 기초 및 응용 기초 연구 . 

     - 책임자 : Prof. Wei Zhao

     - 연구원 30명, 학생 30명

     - 극초단 기술 및 응용

          .극초단 레이저 발생,증폭,압축 

          .펨토초 레이저용 광 파이버

          .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Micromachine 및 micofabrication

          . 펨토초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광 데이터 저장 장치

     - 극초단 검출 기술

          . ps Streak camera

          . ps & ns MCP framing camera

          . Stantaneous holography

     - 레이저와 물질 사이의 interaction으로부터 Ultrafast phenomena 

       연구 

  

     2) Optics Research Activities in Nankai University

　

       • 광관련 연구기관

     - Institute of Modern Optics

     - Photonics Center

     - TEDA Applied Physics School 

　 • Institute of Modern Optics

　  - Optical Information Processing (Prof. Guoguang Mu)

　  - Optical Fiber Communication (Prof. Xiaoyi Dong)

　  - Atomic and Molecular Spectroscopy (Prof. Meirong Lin)

　  - Micro-structure Processing by fs Laser (Prof. Xiaonong Zhu)

   - 기타

　 • Photonics Center(1997년설립) & TEDA Applied Physics 

          School(2003년 설립) 

         - 광센터 책임자 : Prof. Guangyin Zhang 

         - TEDA 응용물리학교 책임자 : Prof. Dr. Jingjun Xu

   - 교수 12명, 부교수 8명, 조교수 5명, 엔지니어 5명, 행정관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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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 극초광 연구실

   - 대구경 비선형 연구실

   - 비선형광학 연구실

   - Photo-Electric Materials and Devices연구실

   - 광저장 연구실

   - 반도체 나노 구조 및 양자 장치 연구실

   - 분자광학 및 센서 연구실

   - 첨단 고체레이저 연구실

   - 광마이크로구조 연구실

  

  3) Laser Research at Tianjin University

　

       • College of Precesion Instrument & Opto-electronics

   - Department of Optoelectronic Information Eng.

   - Key Lab of Opto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Science of 

Ministry of Education

　 • 연구그룹 구성

   - Professor Jianquan Yao　group

    (Laser and Optoelectronics Institute)

           . Solid state laser, nonlinear optics, laser applications

   -  Professor Qinyue Wang　group 

           .femeto second laser technology

   -  Professor Shichen Li　group

           .optical communication technology, optoelectronics

   -  Professor Guoshun Zhang　group

           .laser material procession 

   -  Professor Zhisheng Yi　group

           .holograph technology

  4) Biomedical Laser Activities in Eeat China Normal University

　

      •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 1951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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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4500명, 교수 1300명,  National Academician 3명, 

   - 12개의 full-time schools로 구성(내부에 40개의 연구기관이 

있음)

     . School of Humanities

     . School of Educational Science

     . School of Preschoo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 School of Foreign Languages

     . Business School

     . School of Law and Politics

     .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Care

     . School of Science and Engineering

     . School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

     . School of Life Science

     .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School of Vocational Techniques

　 • 12개의 Schools 중에서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현황

   -  교수 57명, 운 요원 약 120명, 학생 1600명

   -  명예학장 : Prof. Zhou Chaochen (Academician)

   -  학장 : Prof. Lai ZongSheng(Tel:62233657, Fax:52810918,       

                       E-mail:zslai@shtel.ner.cn)

   -  학부 구성 

      .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 Computing Center 

   -  연구 센터

      . Institute of System Science

      .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Electronic Engineering

      . Institute of Applied Electronics

      . Institute of Microelectronic Circuit

      . Institute of Microwave

      . Institute of Computer Application

      . Institute of System Science

　 • Key Laboratory of Optical and Magnetic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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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roscopy 소개

   - 연구분야

      . Quantum information and quantum crypto graphy

      . Fine operation of photon in time frequency domain

      . Science of sub-fs and attosecond, Ultra-fast & high 

       intensity laser techniques

      . Ultra-sensitive optical spectroscopy

      . Micro-nano meter electro-optics

      . NMR spectroscopy

　 • 자체 개발한 Porous Silicon-based cDNA Chips 소개

그림 1. 한․중 레이저 R & D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Laser Research at Tianjin Univers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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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중 레이저 R & D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Development Status of KAERI's DPSSL)

그림 3. 한․중 광기술 R&D협력증진 세미나 후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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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제 2 차 한중 광기술 센타 공동 운  위원회 및

         제 1 차 한중 광 기술 워크샵 개최 예정 

     가. 배경 

         
● 2003년 8월 중국 Shang Yu에서 제 1 차 한중 공동 운영 위

원회가 개최 되었음. 회의 결과 2 차 한중 공동 운영위원회는 
2004년 5월경 한국측에서 주관하여 제주도에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음.

         
● 또한 한중 간의 광 기술 협력 관계를 증진 시킬 목적으로 운

영 위원회와 동시에 제 1 차 한중 광 기술 워크샵을 개최하기
로 합의하였음.

     나. 일정 
         

● 일시 : 2004년 5월 7일 - 2004 년 5월 8일
         
● 장소 : 제주대학교 연수원 ( 제주도 서귀포시 )
          제3회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ALTA2004)과 연계하여 개최

     다. 기타
  

● 한중 공동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중국 측 운영 위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음.  

         
● 한중 광 기술 워크샵에서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3개의 핵심 

공동 연구 과제의 성과가 한중 양측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아
울러 2004년도에 수행될 한중 공동 과제에 대한 내용도 발표
될 예정임. 그 밖에 한중 광 기술 전문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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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광기술 협력 협의를 위한 중국 출장 보고
       

 가. 출장자 : 이용주 (한국 원자력 연구소 책임 연구원)

 나. 출장기간 : 2004. 3. 7 - 2004. 3. 14

 다. 출장지 

         중국 과학원 물리 연구소 (북경)

         상해 광학 정  기계 연구소 (상해)

 

 라. 출장 보고 내용 

   1)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 방문

● Adaptive Optics를 이용한 극초단 레이저 집속 기술 협력 
협의

● 100 TW 극초단 레이저 시스템 구성 계획 및 향후 기술 
협력 협의

 ● 워크샵 개최에 관한 협의
중국내 워크샵

- X-ray laser conference (5월)
- AISAMP (9월)

한국내 워크샵
- 한국물리학회 원자분자 워크샵 (5월)
- 첨단 레이저 워크샵 (5월)

● 그동안 본 과제에서 협력을 해오던 물리연구소의 Jie 
Zhang 교수는 지난해 중국과학원 원사로 선정되었으며 현
재 중국과학원에서 기초과학연구분야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자의 상호교류를 지원할 협력연
구 성격의 과제는 중국과학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함. 

  2) 상해 광학정밀기계연구소 방문

       ● 레이저 핵융합 장치 공동 활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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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SG II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기를 원하는 실
험내용을 proposal 형식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음. 가까운 시일 내에 
proposal을 작성하여 중국으로 보내기로 함.

● 중성자 발생 장치 공동 실험 계획 협의
- SPS (Sub Pico Second) 레이저 장치를 이용한 공

동 실험 가능성 협의
- 새로 설치되고 있는 100 TW 급 레이저 장치에서 

공동 실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2004년 4월 중
순경 KAERI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공동실험하고 그 
결과을 5월 한중 광기술 워크샵에서 발표하기로 
함.

-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유휴상태에 있는
OPCPA 장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험이 가능하
며 이를 위한 연구원 파견을 환영한다고 함.

● 한∙중 광기술 공동 운영위원회 및 워크샵 개최 일정 협의 
                (5월)

 - 중국측 참여자 선정 및 적극 참여 권장을 위하여 
   (1) 워크샵의 homepage 가 필요하며, 
   (2) 중국측의 “대표적”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함.
   (3) 한양대의 이영백 교수가 주관하는 워크샵과 연

계하면 좋겠다는  중국과학자의 의견도 있는 것
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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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I. '04년도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과제 공모 협의

 가. 사업 취지
  

●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3 년간 지원한 공동연구과제가 ‘03 년
도로 종료.

      
● 한중 과학 기술 센타의 설립에 따른 본 광 기술 센타의 업무 

조정 필요

- 인력 교류, 정보 DB 구축 등의 업무는 한중과학기술협력
센타에 이관

- 공동연구 과제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와 관련된 협력에 집
중

나. 공동 연구 과제 공모 개요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 참조) 
● 공모 대상 : 국가 성장 동력 기술을 포함한 첨단 광 기술 분

야
● 공모 방법 :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정한 제한 공

모
● 공모 과제 수 : 5 개 내외
● 연구비 규모 : 과제당 3000 만원 내외
● 과제 기간 : 1년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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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연구과제 공모안 - 

가. 추진계획 

1. 공동연구 범위 :

      현재 한중 광기술기관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연구분야의 진행
중인 과제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기술을 본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
간에 시너지 효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공동연구에 
한정하며, 따라서, 본 공동연구는 인력, 직접비를 투자하는 타 공
동연구와 구별되며, 인건비는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 주로 충당
하고 본 공동연구과제에서는 최소화하여 계상. 

2. 공고방법 : 한국의 광기술 선도기관인 운영위원 소속기관을 통해 
제한적 공모 

3 공고일  : 2004년 4월 8일(수)

4. 접수기한: 2004년 4월 19일(월) - 2004년 5월 1일(토)

5. 접수방법: E-MAIL(chjkim@kaeri.re.kr)을 통한 접수

6. 선정평가: 2004년 5월 3일(월) - 2004년 5월 8일(토)
     -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한 후 한∙중 공동운영위원회에

서 승인  

7. 선정통보: 2004년 5월 14일(금)

8. 과제계획서 접수: 2004년 5월 25일 까지 
   ( 차기단계 계획서 제출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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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 

1. 연구개발기간 : 1 년 내지 최장 3 년 

2. 연구비 규모 :  과제당 3000만원/년 내외

3. 선정 과제 수 : 예산 규모에 따라 5개 내외 
   (향후 과제 종료시 종료과제분에 대하여 추가)

3. 대상분야 :  국가성장동력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첨단분야
    (예) 레이저 핵융합, 고출력 레이저, 광센서, 극초단 레이저, 첨

단 광학 부품, 의료용 레이저 장비, 원격 계측, 원자광학, 환경 모
니터링, 레이저 미세가공, 방사광 가속기 등 

다. 과제제안서 작성 요령 (5 페이지 내외)

1) 연구의 필요성
  - 상호보완적인 공동연구의 추진 필요성(시너지 효과)을 중

점
         적으로 기술 

  . 한중 양측이 시너지 효과로 추구하는 결과물의 시급성, 
            활용성, 파급 효과 등 
   

2) 한중 기술현황 분석 
  - 양 국가의 관련 분야 연구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한중 해당기관의 강점/취약점 분석 및 이에 따른 시너
            지 효과  가능성 등   

  - 현재 양측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연구개발(과제수행) 현
황

          을 기술 
     ( 과제 책임자, 연구기간, 과제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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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본 공동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시 

             및  현재 진행중인 관련분야 과제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 공동관심사인 부품 개발 등 ) 포
             함

.  본 공동연구과제의 규모상 직접적인 구체적인 결과물
             은  정보 교환 및 기술습득,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공동 
             워크샵 개최,  공동 논문발표 등의 작은 결과물이나, 
             정보 교환 및 기술습득,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관련분야 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치 
             개발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파급결과물로 추가.

4) 추진전략 
  - 중국측 상대기관과의 협력방법 

라. 평가항목

  

상호협력의 

필요성

성과물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사전 

준비정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비  고

30% 30% 20% 20%

마. 기 타
  1. 과제제안시 양 기관의 역할분담 및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산출계획이 명시된 양해각서 (MOU) 초안 (서명 안한 것) 첨
부 요망 

  2. 과제계획서 제출시에는 MOU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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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한중 공동 운  위원회 및 워크샵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 방안 심의   

  가. 경비 지원 원칙 (안) 
      
      ● 한중 공동 운영 위원회

- 중국측 운영위원의 모든 경비(체재비, 항공료등)는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측 운영위원의 경우에도 모든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운영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자문비
는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 한중 공동 워크샵

- 워크샵에 초청되어 발표하는 중국 광 기술 전문가에 대
해서는 항공료는 자비 부담하고, 체재비는 현재 진행중
인 “한중 광 기술 협력 사업” 과               제에서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에 따라 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원연, 항우
연) 이외의 기관에서 워크샵에 중국 전문가를 초청할 경
우, 모든 초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고, 경비 부
분만 상기 과제에서 담당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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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의 안건

    I. 중국측 운영 위원 신규 추천 건
         

● 현재 중국측 운영 위원은 별첨 자료와 같음
  (최근 1명이 교체되고, 2명이 새로이 추가되어 총 17명   

임)  
         
● 한중 공동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 및 향후 한중간의 광 기

술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측 운영위원을 중국 측에 
신규로 요구하고자 함.

● 이에 따라 2004년도 한중 공동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를 희
망하거나, 향후              한중간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
관에서는, 해당 중국내 광 기술 전문가를               운
영 위원으로 추천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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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운영 위원 명단
Name Organization Position Classification E‐mail, TEL

Huasheng Qiu
(邱华盛)

Bureau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S

Division Chief
Government

hsqiu@cashq.ac.cn
86‐10‐68597224

Jianhua Cai
(蔡建华)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of Shanghai 
Municipality

Deputy Chief Engineer Government 86‐21‐63584453

Jie Zhang
(张  杰)

Institute of Physics, 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jzhang@aphy.iphy.ac.cn
86‐10‐82649361

Ping Jia
(贾  平)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86‐431‐5603957

Yudong Zhang
(张雨东)

The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86‐28‐5100028

Xuemin Shen
(沈学民)

Shanghai 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 CAS (SITP/CAS)

Deputy Director of SITP
Research 
Institute

86‐21‐65420850‐83209

Ruxin Li
(李儒新)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SIOM/CAS)

Deputy Director of SIOM
Project Manager

Research 
Institute

ruxinli@mail.shcnc.ac.cn
86‐21‐69918270

Ronghui Qu
(瞿荣辉)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SIOM/CAS)

Director,
Lab of Information Optics

Steering Committee 
Secretary

Research 
Institute

rhqu@siom.ac.cn
86‐21‐59913544

Liangyao Chen
(陈良尧)

Fudan Universiry
Dean,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lychen@fudan.ac.cn

86‐21‐65646068

Xiaobo Dai
(戴晓波)

Shanghai Optoelectronics Trade 
Association (SOTA)

Executive Vice President
Optical 
Society

xbdai@citiz.net
86‐21‐50805487

Zhao, Zhentang
(赵振堂)

Shanghai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CAS (SINR/CAS)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86‐21‐59553998

Zhongwei Fan
(樊仲维)

BeiJing GKLaser Technology 
Co.,Ltd.
The Chinese Optical Society

General Manager

Deputy General Secretary 

Optical 
Industry/Opti
cal Society

fanzw@coscentral.org
86‐10‐67322530

Ye Gong
(龚  晔)

Zhejiang Sunny Group Co., Ltd.
Director,

Engineering Technology 
Center

Optical 
Industry

tonygong@sunny‐optics.co
m

86‐574‐62538077
Zhuang, Mudi

(庄木第)
Jiading District Government, 
Shanghai

Deputy Executive,
District Government

Government

Xiao Zhu
(교체)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ST)

Director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University

zx@mail.hust.edu.cn
86 27 87541781 

Weijun Zhang 
(신규추가)

Anf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IOFM)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wjzhang@aiofm.ac.cn
86-551-5591551

Wei Zhao
(신규추가)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XIOPM)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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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광기술 협력센터 사업

제 13 차 운 위원회의

2004. 5.  4.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회의장소) : 과총회관 한국광학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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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안 건

    1.  보고안건

I.  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II. 한중 과기협력센타 ‘04 운  계획

          III.  중국 광기술 최신동향 보고

IV. CAS-KIST Joint Lab 설립 추진

          V. 기타 보고

    2.  심의안건

I. '04 년도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연구과제 
               심의

   
           II.  ‘04 년도 추진 계획

             

    3.  기타 토의 안건

I. 6 월 중국기술조사단 파견 

II. 중국과의 1 : 1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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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I.   공동운 위원회 개최 계획

● 20004. 5.7.-5.9. 간 제 2 차 한중 광기술 협력센타 공동운 위원회와 

제 1 회 한중 광기술 워크샵을 제주대학교 서귀포 연수원에서 개최합

니다.

● 당초 중국측에서 13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모든 기관이 

5.1.-5.7. 간 휴뮤 이어서 비자발급이 안되거나 전달이 되지 못해 10 

명만 참석 예정입니다.

● 중국측 참석자 명단과 공동운 위원회 및 워크샵 일정은 별첨과 같습

니다.

II. 한중 과기협력센타 ‘04 운  계획

● 한중 과기협력센타가 지난 4/12 과기부 차관님이 방문하시고 정식으

로 업무를 착수하 으며, 현재 홍성범센타장 외에 2 명이 근무중입니

다.

( 연락처 : 86-10-6270-2325(O), 2326(F), 

(M; 홍성범), (M; 남동우)

● 아직 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올해의 주요 업무계

획은

- 중국의 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전문가/기관에 

  일일정보 제공 형태로 e-mail 로 발송하고 

- 한중 과기협력 Forum 을 개최할 예정이며

- 한중간의 과학기술인력 교류 및 세부분야별 세미나/워크샵 

개최는 예산상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III. 중국 광기술분야 최신동향 보고

● 중국은 863 계획이후 대형 연구개발을 국가중점실험실( State K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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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

   체제로 수행하여 현재 150 개 정도의 국가중점실험실이 여러 분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부터 국가실험실 ( National Laboratory ) 제도가 시작되

어 20 여개가 신청되었으나, 5 개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

다.

- 청화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분야의 “북경신식국가실험실”, 

- 북경대학과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북경화학국

            가실험실”, 

- NT 분야를 위해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중국과학원

            산하 과기대학 의 Synchrotronradiation 국가실험실, 

-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가 주관하는 “응집상태국가실험실“,

- 무한의 ”광전국가실험실“ 5 개의 “국가실험실”

● 다른 국가실험실은 중국과기부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무한광전국가

실험실은 중국교육부에서 1 억 위엔과 중국과기부에서 2 천만 위엔을 

지원받고 있으며, 

- 화중과기대학, 

- 무한우전과학원(Wuhan Research Institute;WRI), 

- 중국과학원 무한분소 및 

- 중국선박총공사(중국 해군과 연결된 기관임) 717 연구소가 

참여하며, 

   중국과학원무한분소의 叶朝輝가 총책임자이며, 화중과기대학의 광전자 

및 정보대학원장인 黃德修가 부책임자이며, 제 1 차 한중광기술 워크

샵에 참여하여 무한광전국가실험실에 대하여 소개할 계획이며, 국내

의 관련기관인 KAIST 및 KJIST 를 방문하여 광전자 및 광통신 소

자분야의 협력을 협의하도록 주선하 습니다.

● 중국과학원 산하에는 기존에 장춘광학정 기계물리연구소,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 서안광학정 기계연구소, 성도광전연구소,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 및 상해기술물리연구소 5 개의 연구소가 광기술분야에

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 연구소의 연구 기획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중국과학원광전연구원을 올해 설

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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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KIST Joint Lab 설립 추진

● 작년에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한중광기술분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KIST 에 지원한 선행연구과제의 후속 조치로 중국과학원 산하의 반

도체연구소(IOS), 상해마이크로시스템 및 정보 기술연구소(SIMIT) 및 

상해 기술물리연구소(SITP)가 참여하는 CAS-KIST Joint Lab 설립

에 대한 협의가 추진중입니다..

● Joint Lab 은 KIST Nano Fabrication Center 에 설립할 계획이며 연

구분야는 

- Nano Devices( Compound Semiconductor Devices )

- Nano Materials

- Bio-Technology입니다.

● 현재 한국 및 중국의 국제협력분야의 예산을 확보중입니다.

V. 기타 보고

● 제 12 차 운 위원회에서 지원키로 한 제 2 차 첨단광과학기술 국제

심포지움 개최가 당초 6/14-19 에서 8 월로 연기되어 ‘03 년도 한중

광기술협력센타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의 안건

I. '04년도 한중광기술협력센타 공동연구과제 심의
● 신청된 5 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첨부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운

위원회 이전에 e-mail 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운 회의 참석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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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2 차 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신 운 위원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시 참고로 공동연구과제 공모안을 첨부합

니다. )

● 평가 점수에 따른 선정 방법,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수행과제 형식은 

심의시 확정.

( 위탁과제 또는 공동과제 형태 ) 

II.  ‘04 년도 추진 계획

● 한중 과기협력센타가 인력교류 및 분야별 세미나/워크샵 개최를 지원

할 수가 없으므로 한중광기술협력센타가 기존에 수행하던 관련 업무

를 계속 수행한다.

● 한중 과기협력센타와의 협력에 대한 업무를 추가한다.

- 한중과기협력센타 제공 정보를 한중광기술협력센타 홈페이

            지를 통해 전달.

- 한중 과기협력 Forum 개최 등에 대하여 협력.

● 현재까지 추진하던 한중간의 다자간 관계 정립에서, 1 : 1 간의 구체

적인 협력이 추진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력 방향을 전환한

다.

- 현재 여러 기관에서 기술조사단 파견 등의 다자간 관계 정

            립을 위한 계획이 추진중이며,

- 이제는 광기술분야에서 중국과 상당한 관계를 정립하 으므

            로, 

- 다자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지원보다는, 1 : 1 또는 소규모

            의 국체적인 관심이 있는 집단간에 협력이 추진되도록 지원

            한다.

● 특히, 기술이전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되도록 한중광기술협력을 

추진한다.

- 중국 무한광밸리의 업체 및 연구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레이저 가공 감시 및 제어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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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 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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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Societ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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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Industry

n x m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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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Opt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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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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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협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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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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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Specific Items
- for Synergic Effects

OSTCC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dustry

1 to 1 Cooperation
- on Specific Items
- for Synergic Effects

새로운 협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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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의 안건

I. 6 월 중국기술조사단 파견 
● 새로 대규모로 시작되는 무한 광전국가실험실과 국내 산학연의 협력

을 위한 기술 조사단 파견을 계획중이며,

● 운 위원 소속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반 하려고 합니다.

II. 중국과의 1 : 1 연계방안 
● 작년까지 국내의 대학 및 연구소가 중국의 협력 상대기관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던 선행연구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으나, 행정상의 어려움 

및 국제공동연구과제 지원과제 수의 축소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는 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제시되면 차기 년도 사업에 반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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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기술조사단 보고서

               -     내     용     -

   1.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기술조사단 파견 및 국제공동연구 협의
     (2001. 12)

   2. 광조우 광기술 조사단 파견 및 레이저 핵융합 기술 분야 협력 협의 
      (2002. 12)

   3. 한중광기술 공동연구센타사업의 중국 무한 광기술 조사단 파견
      (2002. 08)

   4. 한중 광기술 협력 센타 사업의 중국 무한 광산업 2차 기술조사단
     파견(2003. 08)
   5. 한중 광기술 협력 센타 사업의 중국 광전자 및 광응용산업 조사를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20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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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국 보 고 서]       KAERI/OT-863/2002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기술조사 및

 국제공동연구 협의

2002. 2.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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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중국 상해, 허뻬이, 북경

2. 여행목적       :  - 중국의 광기술 관련 분야 산․학․연 기술조사 

-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기술조사단 지원

- 대기광학 및 레이저 응용기술 한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협의

- 중국 자유전자레이저 및 응용 기술 현황 조사

3. 여행기간       : 2001. 12. 9. ∼ 2001. 12. 16.  (7박 8일 )

4. 보고서작성자   : 차 형 기, 정  욱

5.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양자광학기술개발팀
책임연구원 차 형 기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양자광학기술개발팀
선임연구원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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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1. 출장 배경

중국은 1960년대 초반, 레이저가 발명된 직후부터 레이저 및 관련 응용연구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 다. 이러한 결과로 레이저 및 광학의 모든 분야에 있

어서, 독자적인 기술로서 미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응용연구의 파급효과에 따른 광학산업의 넓은 저변과 높은 수준의 기

술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의 개방화에 힘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재의 급속한 도입으로 중국의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광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광학 

소재에서부터 첨단 광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반 기술과 폭넓

은 인력 및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 연구 인력

이 연구소나 학교에서 산업체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벤처나 새로운 기술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

진국들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추세는 다른 기술 분야의 전반적

인 추세의 한 흐름으로 보여지며, 국내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개방과 함께 열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대처와 함께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과 함께,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소비재 

생산 기술과 중국의 기반기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술 및 인적교

류를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5년부터 레이저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여러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 다. 특히, 상해의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SIOM)와 자유전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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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분광학, 고출력 레이저 등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속하 으며, 이를 확

대하고 광산업 전반에 걸친 전진적인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은 양국간 

광기술 분야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활용 및 인력교류 등으로 중국의 기초․원천기술

과 한국의 산업화․상업화 기술의 연구협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한 광전기술분야에

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양국기업의 광산업 투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벤처기업 창출을 목표로 1998년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과기부의 과학기술 세계화사

업/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의 하나이다. 

본 파견은 2단계 1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광통신과 레이저 등 첨단 

광기술 분야의 산․학․연 현황을 파악하며, 한․중 광기술 협력사업 기술조사단의 

기술조사 지원을 수행하 다. 그리고, 자유전자레이저 응용 연구 분야와 레이저 분

광 및 관련 응용 연구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등 기술협력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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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일정

일      정 파견지역(도시명)

    및 방문기관
수     행     업     무

월, 일 요일

12, 9

12, 10

12, 11

12, 12

12, 13

12, 14

12, 15

12, 1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상해

상해광학정 연구소/

Oplink Co./

상해 SCSSO 사/

상해교통대학/

상해대학/

상해복단 대학

상해

상해-허뻬이 (차형기) 

상해-북경 (정 욱)

 안휘광학정 기계연구소

 (허뻬이)

고능물리연구소(북경)

 안휘광학정 기계연구소

북경 - 서울 (정 욱) 

허뻬이 - 서울 (차형기)

 - 인천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 중국 고출력 레이저 및 관련 광학

   부품 제조 기술 조사

 - 비선형 레이저 매질 분야 연구

   현황 조사

 - 기술 조사단 방문 결과 협의

 - 방문기관/분야별 결과 보고서 작성

 - 상해 출발, 허뻬이/북경 도착

 

 - 레이저분광기술 관련 기술협력 협의

  - 자유전자레이저 user facility 건조 및 

   운용 기술 협의

 - 자유전자레이저 응용 기술 현황 조

   사

 - 원력 대기모니터링기술 관련 기술

    협력 협의 / 기술협력 회의록 서명

 - 북경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 허뻬이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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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접촉 인물 (성명, 지위, 소속)

   - Professor Li, Ruxin (李儒新) : Deputy Director, SIOM

   - Professor Hu, Qi Quan (胡企銓) : Deputy Director, SIOM

   - Professor Qu, Ronghui  : Head of Laboratory, SIOM

   - Professor Tian, Shouyun : Head of Foreign Affair Department, SIOM

   - Dr. Tang, Ken Qi : Sr. Director, Oplink Communications, Inc.

   - Dr. Li, Yunkui : General Engineer, Oplink Communications, Inc.

   - Mr. Liu, Ted : Sales & Marketing Manager, SCSSO, Ltd.

   - Mr. Sun, Andy : Sales Engineer, SCSSO, Ltd.

   - Professor Huang, Zaoming : Schoo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Engineering, 

     Shanghai University

   - Professor Wang, Zi Hua : Schoo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Engineering, 

     Shanghai University

   - Professor Zhu, Heyuan :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Optical Science & 

     Engineering, Fudan University

   - Professor Li, Yonggui : Head of Free-Electron Laser Lab. IHEP

   - Professor Zhou, Jun : Director of Atmospheric Optics Laboratory, AIOFM
   - Professor Zhang, Weijun : Director of Environmental Spectroscopy Laboratory, 
     AIOFM

II. 수행 업무 내용

 

 1. 중국 레이저 및 광통신 분야 산․학․연 기술조사 (상해지역)

상해 지역은 중국 개방화의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푸동(浦東, 황포강 동쪽) 지역에는 매년 많은 고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

으며, 국내외 자본이 물 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과 중국의 고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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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생산에 있어서는 산․학․연 간의 새로운 위

상정립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연구소나 학교에서 기업체로 이전되면서 대

외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 내에서 최고의 고급 인력이 선호하는 직

장으로 중국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를 꼽았다. 중국과학원은 국가과학기술 지원정책

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한 공산주의의 독특한 체계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

어서면서 중국의 개방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다. 1992년부터 중

국과학원 산하 연구소로부터 산업체로의 인력 이동이 심화되기 시작하 으며, 중국 

정부도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의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하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 과학원 산하 기관의 연구직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현재의 연구소 인력은 1990년에 비하여 현재 약 30%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로 연구소는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자회사나 

공동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연구소나 대학교의 연구 방향도 자

연스럽게 미래의 산업 유망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 주도 과제를 통하여 이러한 분야에 연구비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광학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소재에서 첨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광학은 첨단 

과학기술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므로 중국 정부는 많은 

투자를 하 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화 기술로 이전되었을 경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의 광기술 및 광통신 분야의 현황 및 발전 추세

는 잠재적인 경쟁 국가로서, 우리의 거대 시장으로서, 기술 협력을 통한 동반자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본 파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

가들로 구성된 중국 광기술 조사단과 함께 중국 상해 지역의 레이저 및 광통신 분

야의 산․학․연 기술 조사를 수행하 다. 이번 광기술 조사단의 인력 구성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 기술 조사단 중에서 산업체의 참여자들은 주로 광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으며, 광주과기원과 우리 연구소의 참여자들은 레이저 및 분광학, 레이



- 284 -

저 미세가공 등 레이저와 응용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표 2-1. 한․중 광기술 조사단 인력 구성

구분 이 름 소  속 직위/분야

産

박봉수

Park, Bong Soo

금오광통신

Kumoh Optical Telecom
사장/광통신

정병호

Chung, Byung Ho

Optonet

Optonet Technology
사장/광통신

이창권

Lee, Chang Kwen

누비텍

Nubitek
전무/광통신

안보

Ahn, Bo Young

로벌광통신

Golbal Optical Communication
이사/광통신

學

정성호

 Jeong, Sung Ho

광주과학기술원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조교수/레이저 

미세가공

이재일

Lee, Jae Il

광주과학기술원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벤처창업센타

과장/광기술

硏

차형기

Cha, Hyung Ki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책임연구원/

분광학

정 욱

Jeong, Young Uk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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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중국 상해 지역의 산․학․연 조사 대상 기관

을 광통신, 레이저, 레이저 응용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물색, 선정하 다. 선정된 조

사 대상 기관은 표 2-2에 나타나 있다.

표 2-2. 한․중 광기술 조사단 조사 대상 기관 개요

구분 기 관 명 주요 생산품(産) /  방문 분야(學硏) 비 고

産

Oplink Co.

- 광학용 결정 

- 광통신용 수동 광학계 소자 

- 광학 소자  

SCSSO Co.

- 레이저 이득 매질용 결정

- 광학 소자용 결정

- 사파이어 결정

學

상해 교통 대학 - 광통신 연구실

상해 대학 - 광통신 연구실

상해 복단 대학 - 정보통신학과

硏

상해광학

정 기계연구소

(SIOM)

- 레이저 핵융합 시설

- T-cube (Table-top Terawatt) 레이저 실

험실

- 광통신 실험실

- Photon Craft 연구실



- 286 -

  가. Oplink Communications

Oplink 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

에는 상하이와 주하이 등 2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주로 광통신 부품과 광신호를 

제어하는 집적 광소자를 설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광통신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각종 부품과 부속시스템을 생산한다. 현재 알카텔, 시스코, 코닝, JDS 유니

페이지, 루슨트, NEC, 노텔, 지멘스 등 전 세계의 유명 광통신 관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광통신 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품 및 부

속 시스템의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품 판매 시에 이미 원하는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이며 회장인 조세프 리우 

(Joseph Y. Liu)는 대만 출신이며, 현재 경 진의 약 30%가 중국인이다.   

전체 인원은 약 1500명이며, 산호세 본사에 300명의 연구개발과 판매 분야 

인력이 있고, 중국 주하이 공장에 약 1000명, 중국 상하이 공장에 약 160명의 생산

인력이 있다. Oplink사의 주력 생산품은 아래와 같다.

- Ultra Hi-Rel components for undersea 

- Switching and Routing components 

- Wavelength Monitoring and Protection modules 

- DWDM

- Amplifier components 

- Advanced Fused Fiber products 

상하이 Oplink사는 3개의 주요 사업 부서를 갖고 있으며, 주로 광통신 부품

용 광학 결정 생산과 광통신 코팅(박막), 그리고 광통신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각 

부서와 그 생산 제품은 아래와 같다.

- 결정 사업부

  ․Birefringent crystal

  ․Laser crystal 

  ․Substrate crystal 

  ․Other optical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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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사업부 

  ․DWDM 용 filter / narrow band pass filter

  ․Gain flatten filters (GFF)

  ․Polarization Beam Splitters (PBS)

- 광프로세스 사업부 

  ․Etalon

  ․Crystal Wave plate

  ․Crystal beam displacer

  ․Prism, reflector    

이 회사는 현재의 광통신 관련 사업 분야에다 레이저용 광부품과 반도체 관

련 제품 생산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호세의 연구개발업무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하이 Oplink의 엔지니어 책임자인 

윤쿠이 리 박사는 상하이 광학정 기계연구소(SIOM)의 연구원이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풍부한 광학 관련 전문가의 흡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SCSSO

SCSSO는 上海中科嘉浦光電子材料有限公司(Shanghai China Science Scarbo 

Opto-Electric Materials Co., Ltd)의 약자로 외국기업인 Scarbo사의 자금과 SIOM의 

기술이 결합한 회사이다. Scarbo는 통신, 반도체, 전자, 재료 등 분야의 5개 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자본금의 25%가 SIOM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SCSSO는 레이저 및 광통신용 결정을 성장,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사파

이어, YAG (Y3Al5O12) 계열 결정, YVO (YVO4) 계열 결정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일반

적으로 잘 알려진 결정 성장법인 초코라스키(Czochraski) 법외에도, SIOM에서 개발

되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공정인 온도기울기법 (Temperature gradient 

technique, TGT)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직경이 75 mm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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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대구경의 YAG계열 결정도 생산하고 있다. SIOM에서 수 십 년간 초고출력 레

이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획득한 레

이저 및 광학소재 생산기술을 산업적으로 스핀오프한 것이다. 다음은 레이저 매질

관련 주요 결정 생산품이다.

- YAG 계열 : Nd:YAG, Cr
4+
:YAG, Super-Nd:YAG, Yb:YAG, Er:YAG

- Nd:YVO4

이러한 결정들은 최근 산업용 및 의료용 고체 레이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정들이

다. 한편, 이 회사에서 주력품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파이어 결정이다. 사파이

어는 산화 계열 결정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광학적인 특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고온에서도 우수한 기계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으

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높은 기계적인 신뢰도와 광학 특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사

용될 수 있다. 아래에서 정리한 것이 사파이어 결정의 주된 응용 분야이다.

- 사파이어 기판 : 자외광원용 GaN, IR 측정기, GaAs 웨이퍼 캐리어, 마이

         크로 웨이브 IC, SOS(Silicon On Sapphire), 압력센서, 고온 초전도체 성장

- 사파이어 창 : 우주 관측용, 적외선 탐지 대항용

- 기타 : 의료용 외과 메스 팁, 내시경 렌즈, LCD 프로젝트 창, 조명창, 광

         도파로

이 회사는 2001년 현재 48대의 결정 성장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

는 이를 150대로 확장할 계획이다. 2001년 매출은 약 7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그 2배가 목표이다.

이상과 같이 광통신 및 레이저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위 두 회사는 

중국내에서 수 십년간 자체적으로 쌓아온 기술력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얼마나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관건이라고 판단된다. SCSSO사는 제품 

생산 기술에 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Oplink사의 경우는 중국의 생산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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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품질관리경험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해교통대학

     (上海交通大學, Shanghai Jiatong University)

상해교통대학은 103년전에 상해시 華山路에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Minghang campus로 확장하 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이 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 18개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상해시에서는 복단대학교와 더불어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

고 있다. 이번에는 전자 및 정보학과의 광통신연구실을 방문하 다. 상해교통대학의 

광통신연구실은 중국의 국가첨단과학기술연구발전계획인 863 과제에 선정되어 있으

며, 상당한 수준의 광통신 네트워크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국가들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 다. 미국은 AON (entire light net), ONTC (light net technology 

alliance), MONET (multi- wave lengths light net) 등의 다수의 대규모 국가주도개발을 

시작하 으며, 유럽 국가들도 십여개의 대형 과제 (MWTN, PHOTON, OPEN, 

METON, WOTAN, MOON 등)를 수행하 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863계획을 

통하여 1995년 최초로 광통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하여 상해교통대학을 선정하여 연

구개발에 착수하 다. 1998년 8월에 상해교통대학은, SHAONET로 불리는 3개의 피

치를 사용하는 전광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 다.  

현재 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중국은 자부하고 있으

며, 개발된 시스템은 1개의 SFR-OXC (Self-Healing Ring Optical Cross-connect)와 2

개의 OADM (Optical Add/Drop Multiplexer)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 총 피치는 

3개이며, 피치 당 전송 거리는 50-80 km이다. 총 240 km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 

16개의 파장을 사용하는 광대역 전광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광채널 스페이싱은 

100 GHz이다. 피치 당 전송 용량은 OADM의 경우 160 Gb/s이고 OXC의 경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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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이라고 한다. 개발된 기술은 상해의 광통신 회사에 이전하 다고 한다.  

  

  라. 상해대학교 

      (上海大學校, Shanghai University)

 

상해대학교의 광통신연구실은 상해교통대학교에 비하여 연구비 지원과 인력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보 다. 정보통신학과 소속이며 Huang Zaoming 교수가 주도

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Huang 교수는 60대에 이르는 노교수로 비교적 첨

단 분야로 통하는 광통신 분야에 몸담고 있었다. 이 연구실에서는 1996년부터 1300 

nm 파장을 사용하는 기존의 CATV 네트워크를 장거리 전송용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998년 12월에 1550 nm 파장의 고효율 DFB-L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를 사용하는 장거리용 CATV 네트워크 개발에 성공하 다.

현재 이 연구실은 라만 레이저를 이용하여 1545-1959 nm 파장대역에서 

DWDM으로 5 nm 씩 파장을 분할하여 총 10 개의 채널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광섬유에 어븀 이온을 도핑한 EDF (Er+ dopped fiber) 레이

저 증폭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마. 복단대학교 

      (復旦大學校, Fudan University)

복단대학교 레이저물리광학연구실은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광학관련 연구

실이다. 이 연구실의 전신은 1954년 설립되어 1964년부터 각종 레이저 개발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 왔다. 1978년 레이저물리광학연구실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88년 국

가급 중점학과, 1996년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211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국가

적인 지원을 받는 레이저 및 광학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실로 발돋움하 다. 참고로 

‘211 프로젝트’는 중국내의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100개의 선도 분야에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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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 연구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가과학사업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 연구

실은 광과학 및 광공학과 (Department of Optical Science and Engineering)로 이름을 

바꾸었다. 

복단대학교는 상해교통대학교와 함께 상해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국립대학교

로 20,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원래 상해지역의 작은 대학교들이 합쳐

서 1990년대 중반에 지금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 다. 

광과학 및 광공학과는 현재 35명의 교수가 있으며, 10명 이상의 명예교수 

및 외국 저명 대학 및 연구소에서 온 교환교수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팀을 

안내한 주헤이난 (朱鶴元) 교수는 40대의 젊은 교수이었으며, 이 학과의 부학과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 학과의 주된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Optic-physical properties of functional film materials

- Nonlinear optics in femtosecond time scale

- Magnetic properties and nonlinear optical response in low-dimensional 

          magnetic structures

- Photophysics of fullerenes and silica clusters

- Glass optical waveguides : materials, physics and devices

- Electro-optical material and device of novel liquid crystal

- Extra-thin diamond windows for IR and X-ray optics

- Optical properties of condensed matter materials

-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plasmas,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nitride  thin films 

- Advanced nitrides

- Photocharges transfer in bacteriorhodopsin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학과는 광과학 전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활

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1996년이래 국외학술지 145편을 포함한 총 460편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건물을 지어 실험실을 옮기는 등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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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SIOM)

중국과학원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는 상해시 신흥과학 위성도시인 嘉定區

에 1964년 장춘광기소의 레이저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레이

저 과학기술 전문 연구소로서 레이저 과학의 기본원리의 탐구와 레이저 기술의 응

용 등을 연구하는 광학 및 레이저분야의 종합 연구소이다. 전체 인원은 약 1400명

이며 이 중 900명이 연구원과 엔지니어이다. 연구소의 1년 예산은 약 8000만 위엔

(한화 약 130억원)이다. 중국 과학원은 현재 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계속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레이저기술 및 그 응용, 고출력 레이저물리 및 기술, 레이

저 핵융합 및 플라즈마물리, 양자광학, 레이저 분광 및 비선형광학, 정보광학, 광전

자기술, 기술광학, 결정 및 비결정 레이저 재료 등이다. 또한 연구소 내에 학위과정

이 있어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박사후 연구과정이 있으며, 1978년 이

후 약 500명의 연구생을 양성하고 현재 130여명의 연구생이 일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현대광학 연구센터, 레이저 및 광전자 응용공학 연구센터의 

두 개 주요 연구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이저

인 ‘神光 II’ 레이저장치가 있다. 지금까지 500여 건의 연구 성과물과 100 여 개의 

특허를 취득하 고, 매년 500 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SIOM 방문시 이전 부소장 胡企銓 (호기전, Hu, QiQuan)과 새로운 부소장 李

儒新 (Li, Ruxin : 전화 86-021-59918747, e-mail : ruxinli@mail.shcnc.ac.kr) 등이 접

하여 주었다. 대부분의 우리측 방문객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부소장 李박사가 36세 

이었으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여 그가 누군지 알기 전까지는 학생인 듯한 

사람이 빈관 상석에서 우리를 맞이하 다는 것이다. 2년 전에 방문하 을 때 

SIOM도 경제성을 요구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연구원들을 통해

서 들었으나, 우리가 겪었던 구조조정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소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3명의 30대 부소장이 선임되어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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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부응하여 연구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핵융합연구용 초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인 ‘神光 II’와 

T-cube (Table-top Terawatt) 레이저 실험실, 광통신 실험실, Photon Craft 연구실을 

방문하 다.

‘神光 II’ 장치는 86년 3월 앞에서 언급한 국가첨단과학기술연구발전계획인 

863 프로젝트에 의해 착수되어 현재 2 개의 최종 증폭단으로 1 TW (10
12 
W)의 극초

단 출력을 발생시키는 세계적인 수준의 레이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 목적은 

관성핵융합연구이며, 군사적인 응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의 특성은 

1.053um의 파장과, 200mm 직경의 10
12
W인 여덟 개의 고출력 레이저빔으로 구성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레이저빔의 펄스폭은 약 1 ns이며 펄스 당 800 J의 에너지를 

가진다. 빔의 발산각은 0.1 mrad이며 레이저빔의 정렬 정 도가 0.03 mm이라고 한

다. 이 실험실을 운 하는데 만 연구소 예산의 25%인 2000만 위엔 (한화 약 3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참고로 인건비는 이 예산의 약 10%라고 한다.

T-cube 레이저 실험실에서는 비교적 소형의 레이저 장치로 초고출력 레이

저빔을 발생시켜서 레이저 플라즈마 물리 및 핵융합물리 등을 연구한다. 기본적으

로 위에서 언급한 ‘神光 II’ 장치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빔을 실험실 

테이블 규모의 소형 장치로 만들어 이용한다. Nd:glass나 Ti:Sapphire와 같은 레이저 

매질은 이득 선폭이 매우 넓어서 아주 짧은 펄스의 레이저빔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

로 비교적 작은 에너지로 높은 출력의 레이저빔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Ti:Sapphire 레이저의 경우 100 fs (10
-13
 s) 이하의 펄스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神光 II’  레이저 에너지의 1만분의 1인 0.1 J로도 1 TW의 첨두출력을 얻을 수 있

다. 소형 table-top 초단 펄스 Nd:glass 레이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레이저에 의한 

중성자 발생, 레이저에 의한 pellet compression,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극초단 레이저를 알루미늄과 같은 금

속에 선형 집속하여 X-선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연구도 수행하 다.

광통신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광통신용 소자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Photon Craft 연구실에서는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포토닉스 소자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연구실은 2000년부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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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SIOM의 여타 연구

팀들은 대부분 자체 제작한 레이저나 광학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연구실은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레이저와 광학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1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광도파로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유리 내에 1 마이크로미터 내

외 크기의 베타-BBO 결정을 3차원 구조로 성장시켜서 최근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

을 모으는 포토닉스 결정을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패

턴을 볼 수 있었다. 현재의 구조 정 도는 수평 2축의 경우 1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직축의 경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결정 구조는 아니었다. 현재 개발된 결정은 수 십- 수 백 마이크로미터 파장대

역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로 성능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에서도 전술하 지만, 중국에서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수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부분의 첨단 장비와 소재 및 부품을 자체 개발하

여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기반을 있었기 때문에 최근 광기술 관련 중국내의 회사

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분야와 달리 광기술 분야

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설적이지만 광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술에 치중한 연구 개발 분위기에서보

다 중국처럼 기반 분야를 포함한 기초연구에 장기적이고 폭넓은 투자를 한 경우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보다 훨

씬 근본적인 자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중국과학원이 주도한 기

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상호 협력적인 지원 및 관리 체계가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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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경 고능물리연구소(IHEP), 자유전자레이저 및 응용 기술 협의

북경에 소재한 高能物理硏究所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의 자유전자

레이저 (Free Electron Laser, FEL) 연구실은 광대역 적외선 역의 자유전자레이저 

이용자 연구센터를 운 하는 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FEL 이용 연구센터는 

10개 기관이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BFEL (Beijing Free Electron Laser)로 잘 알려

져 있으며, FEL 분야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선 곳이다. 

BFEL은 1987년 개발이 시작되어 1993년 최초로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 다. 

이 후 발진 파장 대역을 확장하는 연구와 이용자를 위한 출력 및 발진 파장 안정화

에 힘을 기울여 지금은 수 백 시간 연속동작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

다. Li, Yonggui 박사가 소장으로 있으며, 개발 시에는 팀원이 100여명에 이르 으

나, 현재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함께 20여명으로 줄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고주파 열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을 30 

MeV 에너지의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여 가속한다. 그리고 구자석 undulator에 입사

시켜서 레이저빔을 발생시킨다.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전자빔 사양

  ․Linac Energy : 15-30 MeV 

  ․Energy Spread : 0.5% 

  ․Emittance : 50-80πmm․mrad 
  ․Macro-pulse Width : 4 μs 
  ․Micro-pulse Width : 4 ps 

  ․Macro-pulse Average Current : 200 mA 

  ․Micro-pulse Peak Current : 15-20 A 

  ․Repetition Rate : 3.125 Hz 

  ․RF Frequency : 2856M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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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사양 

  ․Wavelength Range : 5-25 μm   
  ․Spectrum Width : 0.5-2% 

  ․Macro-pulse Width : 2 μs   
  ․Micro-pulse Width : 4 ps 

  ․Macro-pulse Energy : 2-10 mJ 

  ․Micro-pulse Energy : 0.4-2 μJ   
  ․Repetition Rate : 3.125Hz 

  ․Energy Fluctuation : < 5% 

  ․Wavelength Stability : 0.1% 

  ․Lasing Time for Users 1100 hours/year 

- 광학공진기 사양 

  ․Cavity Length : 2520 mm 

  ․Cavity Structure : near-concentric cavity 

  ․Mirror Radii : r1=1740mm (upstream), r2=1200,1700,2000mm (downstream)

   ․Mirror Reflectance 

ZnSe Substrate, wavelength range : 9-11 μm
  R1=99.5% (upstream) 

R2=99% (downstream)

  Gold coated Copper Mirror 

R1=98% (upstream) 

  R2=98%  Coupling hole F=0.5, 0.7, 1.0mm (downstream)

 

5-25 μm 파장대역은 기존의 레이저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이 파장대역에서
는 물리, 생물, 화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BFEL에

서는 중국 내 다수의 이용 연구팀들이 참가하여 활발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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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경고능물리연구소 자유전자레이저 시설의 개략도.

현재까지 구축된 사용자 실험실은 아래와 같다.

- Optical spectral analysis station 

- Steady-state analysis station 

- Transient-state analysis station 

- Life sciences station 

- Beam Micro-bunch application station 

이 연구실에서 현재까지 50여건의 응용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00개 이상의 

시료가 시험되었다. 수행된 연구의 개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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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material study

- Biochemical study

- Chemistry

- Stable isotope separation

- Life science

BFEL은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자유전자레이저팀과 긴 한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번 방문을 통해서 고주파 전자총 개발, 중적외선대역 응용연

구 등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BFEL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성능 undulator 개발 기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 으며, 구체

적인 연구협력을 원하 다. 앞으로 구체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

는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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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뻬이 안휘광학정 기계연구소, 대기광학 및 레이저분광 응용기술 분야 기술협

   력 협의

허뻬이는 상해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서쪽에 위한 고도이다. 안휘광학

정 기계연구소 (AIOFM :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는 1970년에 설립된 연구소로서 허뻬이시 서쪽 통퓨호수가 섬

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기광학, 환경광학, 계측 및 레이저 기술이다. 최근에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아래와 같다.

- Laser atmospheric propagating and sounding

- Laser spectroscopy

- Environmental optics and its monitoring techniques

- Optical remote sensing 

- Radiometric calibration and validation

- New type lasers and crystal materials

- Electronic medical instruments

- Laser medical instruments

- Photoelectronics and photoelectronic engineering

AIOFM은 약 8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중 40명이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120명이 연구조교수(associate research professor), 220명이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직접 수여하는데, 현재까지 400

명 이상의 학위자를 배출하 으며 현재 약 200명의 학생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외국의 20개 연구기관과 장기적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60

개의 우수 연구상을 정부와 중국과학원으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64건의 국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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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국 과학원 산하 연구기관 현황 및 역사

중국의 광기술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과학기술의 조직과 체

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1949년부터 중국과학원

을 설립하여, 국가과학기술 개발의 주체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주도하게 

하고 있다. 첫해에 25개소에 불과하던 직속 사업기관수가 1997년 현재 157개소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에는 직속 사업기관외에도 1997년 현재 10개소의 직

속 기업체가 있다. 그리고 157개 직속 사업기관은 연구소, 과학기술대학, 천문대, 각

종 center, 소수의 행정기관 및 학보, 출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부분

을 차지하는 연구기관은 123개소이다 (표 2-1 참조).

표 2-1. 중국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의 수.

년  도 
직속사업기관 수

직속기업체 수
총 계 연구소 수

1949 25 25

1952 31 26

1957 97 67

1962 117 99

1966 135 106

1975 80 63

1980 156 117

1985 157 122

1990 159 123

1994 159 123 5

1995 161 124 5

1996 158 123 8

1997 157 1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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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내 지역별 과학원 산하 사업기관 분포 (1997년 현재).

지 역 기관수 지 역 기관수
북경시

(北京市, Beijing)
53

하남성

(河南省, Henan Province)
1

하북성

(河北省, Hebei Province)
1

호북성

(湖北省, Hubei Province) 
8

산서성

(山西省, Shanxi Province)
1

호남성

(湖南省, Hunan Province)
2

요녕성

(遼寧省, Liaoning Province) 
8

광동성

(廣東省, Guangdong Province)
8

길림성

(吉林省, Jilin Province)
6

사천성

(四川省, Sichuan Province)
8

흑룡강성

(黑龍江省, Heilongjiang 

Province)

1
귀주성

(貴州省, Guizhou Province)
1

상해시

(上海市, Shanghai)
17

운남성

(雲南省, Yunnan Province)
5

강소성 (성도는 南京)

(江蘇省, Jiangsu Province) 
6

협서성

(陜西省, Shaanxi Province)
4

안징성

(安徵省, Anhui Province)
6

감숙성

(甘肅省, Gansu Province)
8

복건성

(福建省, Fujian Province)
1

청해성

(靑海省, Qinghai Province)
2

강서성

(江西省, Jiangxi Province) 
1

신강위구르자치구

(新疆維吾(你-亻)自治區,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6

산동성

(山東省, Shandong Province)
2

해남성

(海南省, Hainan Province)
1

총   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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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으로 각 성에 1개 이상의 기관을 두도 있으며 많은 수가 북경과 상해에 

집중되어 있다 (표 2-2 참조). 과학원 직속의 기업체는 투자, 수출입, 컴퓨터, 전자, 

인쇄 등 다양하다. 그 중 8개소가 북경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하남성과 광동

성에 각 1개소가 있다.

중국과학원을 이끌어가는 학부(Academic Divisions)는 수학물리학부(數學物理

學部, Division of Mathematics and Physics), 화학부 (化學部, Division of Chemistry), 

생물학부 (生物學部,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s), 지학부 (地學部, Division of 

Earth Sciences), 기술과학부 (技術科學部, Division of Technological Sciences)의 5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의 위원인 원사(院士, Academician)는 매년 60명 정도 선거

에 의해서 뽑게 된다. 현재 총 606명의 원사가 있으며, 수학물리학부의 경우 115명

이다. 

과학원 산하 기관의 정식 직원은 1997년 현재 68,292명이다. 그 구성은 표 

2-3과 같다. 연도별로 그 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는 추세 으나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특이하게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사장경제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특정기간에서 인원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

후로 전체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그림 2-1 참

조), 이는 중국의 급격한 개방과 냉전체제의 탈피에 의한 과학 기술의 산업화, 상업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는 다른 중

국의 잠재적인 체재 탄력성을 엿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SIOM의 경우 1997년 

현재 전체 직원이 1041명이며 이중 여성인력은 335명이다. 간부는 666명이며 이중 

고급 266명(그중 연구원은 52명), 중급 262명, 초급이하 67명, 행정관리인력 71명이

다. 공인은 375명이며 총 퇴직자는 4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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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의 정식 직원 구성. (1997년 현재)
직급 인 원 비 율 (%)

간부

(干部, 

Caders)

연구기술인원

(Professional and 

Technical Staff)

고급

(高級,Senior)
16,618 24

중급

(中級, Middle Level)
18,397 27

초급과 미정

(初級及未定, Junior 

and Others)

10,109 15

소 계 45,124 66

행정관리인원

(Administrative Staff)
7,597 11

계 52,721 77

공인

(工人, Workers)
15,571 23

총 계

(총 여성인력)

68,292

(23,073)

1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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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의 연령별 분포

연령 연구기관 지원기관 관리기관 회사 총계

<30 7414 1329 526 589 9858

30-34 9881 1349 529 582 12341

35-39 6094 1094 485 515 8188

40-44 8057 1717 656 502 10932

45-49 6345 1284 531 268 8428

50-54 6064 992 382 146 7584

55-59 8310 900 331 208 9749

>60 1026 139 33 14 1212

계 53191 8804 3473 2824 68292

주: 연구기관은 과학원 산하의 5개 학부와 기타를 포함하며 지원기관은 교육/훈련, 

도서/정보/출판, 과학기기개발, 기본건설, 복지후생 등이며 관리분야는 과학원본

부, 지구관리본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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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과학원 산하 기관의 학위별 분포 (1997년 기준).

연령 연구기관 지원기관 관리기관 회사 총계

박사 2613 315 20 12 2960

석사 5692 763 75 147 6677

학사 6504 959 318 305 8086

표 2-6. 중국과학원 기관들의 총 수입 및 지출 현황

년 도

총 수입 총 지출

금액 

(10,000위안)

전년대비

증감율 (%)

금액 

(10,000위안)

전년대비

증감율 (%)

1986 89572 87591

1987 101817 13.7 93382 6.6

1988 126570 24.3 104103 11.5

1989 131026 3.5 115530 11.0

1990 149252 13.9 132041 14.3

1991 151004 1.2 145579 10.3

1992 188906 25.1 191372 31.5

1993 240277 27.2 237560 24.1

1994 290668 21.0 277266 16.7

1995 322500 11.0 313395 13.0

1996 324959 0.8 330587 5.5

1997 408797 25.8 36466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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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의 총수입액 내역 (1997년)
단위 : 10,000元

분야 연구기관 지원기관 관리기관 총계

재정보조수입

Financial Subsidiary Income
127404 11224 27117 165745

Special funds income 6668 302 1555 8525

Operating Income 180925 7243 2273 190441

Scientifi

c 

Income

Total 154767 4114 228 159106

Three Sums of S&T 

funds
17834 134 17968

자연과학기금

Natural scientific 

foundation funds

13714 1186 42 14942

"863"항목경비

“863” project funds
16762 708 11 17481

Technical Income 19182 2224 2045 23451

Trial-Production Income 6972 886 7858

Business Income 10217 6248 1501 17966

Other Income 11794 2270 12056 26120

Total Sum 337008 27287 44502 40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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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의 총지출액 내역 (1997년)
단위 : 10,000元

분야 연구기관 지원기관 관리기관 총계

인원지

출

(Personn

el 

expendit

ure)

계 78254 89741

기본임금 29917 33533

보조임금 12547 14992

기타임금 4677 5339

사회보장비 22983 26833

공용지

출

(Public 

Expendit

ure)

계 229450 266647

공무비 21522 26327

사업비 139029 158525

장비구입비 47754 54663

수선비 9877 11655

Designated expenditure 6630 8273

총계 314334 36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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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과학원 정식 직원의 인원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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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과학원 산하 기관의 정식직원 직종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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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소감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의 중국 측 파트너인 상해광학정 기계연구

소(SIOM)는 중국 각지에 설치되어있는 레이저 및 광학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하나

로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테라와트급의 초고출력 레이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 광학 기술 및 장비 제작에서부터 Table-Top급의 초

고출력 레이저와 각종의 첨단 연구 시설까지 레이저 및 정 광학 기술의 거의 모든 

기반 및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그룹인 

교수진을 중심으로 수 백 여명의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및 석․박사과정 

학생, 전문 기능직 인력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이 요구하는 광학 및 정

 기계분야의 전문인력 배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 다. 광학 및 레이저 기술은 첨

단 군사 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아서 국방 자립기술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국가적

인 지원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 정책은 이러한 국가 기반 연구시설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을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SIOM과 같은 중국과학원 산하의 첨단 연구기관이 중

국 최고 엘리트들의 제1순위 희망 직장이었다.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국가적인 동기 부여로 인해서, 이들은 연구에 몰두하면서 중국의 레이저 및 광관련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어닥친 

개방화 정책과 자본주의의 물결은 기업의 활성화와 신규 수요를 창출하면서 이러한 

분야로 중국의 우수한 인력을 급속히 흡수하고 있다. 연구소에 비해서 3-4배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특히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의 우수한 인력에

게는 이제 연구소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직장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국가적으로

도 경제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구기관에 대해서 개혁

을 요구하고 있다.

SIOM의 경우도 인력 감축과 직제 개편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

정부의 인력을 줄이고 경쟁력과 성과가 없는 연구 분야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작업이 방문 기간 중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연구소가 안

고 있는 현실과 흡사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중국의 유수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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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보여줄 자기 혁신과 변신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떤 결말로 될

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그 큰 덩치에도 불

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변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의 광통신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광산업 기술수준은 우리나라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국 기술도입에 의한 인위적인 기술발전

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인의 기질 탓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국의 능

력배양을 통한 점진적인 기술축적을 지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시장만 보고 조급히 접근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

다. 국가간의 기술교류에 있어서도 중국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단기적인 이득을 보

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은 서로를 아는 과정과 신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

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국 전문과학자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학술회의나 전문 워크샵을 통한 지식교류가 앞장 서 나가

야 할 것이다. 몇 번의 기술조사단 방문으로 구매계약이나 시장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적인 기질 탓도 있지만 중국의 자본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하여 북경, 상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 도

시의 혜택과 향력은 그리 크지 않는 듯하다. 

미국과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일찍이 중국과의 기술교류를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은 듯 최근에는 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에서 

많은 합작회사들이 창업되어 그 열매가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고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 범위가 너무 크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발빠른 행보에 비해서는 다

소 뒤져 있지만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같다. 국가적인 정책 하에 양국간의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시켜 나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무역 등 다른 민간교류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아

직은 우리가 주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해야 되지만, 대국의 자존심을 저해시키

지 않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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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중국

  2. 여행목적 :

    - 한중광기술 공동연구센타사업의 중국 광조우 광기술 조사단 파견
    - 중국공정물리연구원과 레이저 핵융합 기술 분야 협력 협의

  3. 여행기간 : 

박승규 : 2002.07.21. - 2002.07.25.  ( 5 일 )
김철중 : 2002.07.21. - 2002.07.28.  ( 8 일 )

  4. 보고서 작성자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단      장      김  철  중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선임연구원      박  승  규

  5. 중국 광조우 광기술 조사단 인적 사항

목     차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광(주)
부원광학(주)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오테크닉스(주)

육군사관학교
에이티아이(주)

단        장
선임 연구원
사       장
연 구 소 장
주       임
부       장
교       수
기 술 이 사

김  철  중
박  승  규
채  진  석
박  충  선
이  상  현
박  홍  진
홍  경  희
최  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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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여행의 배경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사업은 중국의 기초 원천 기술
과 한국의 산업화 및 상품화 기술간의 연구 협력 및 상호 교
류를 통하여 국내 광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갖는 기술력 확보 
및 산업화를 목표로하는 과제이다.

      ● 본 과제에서는 국내 광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조
사단을 지난 3년간 파견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중국
의 상해, 북경, 성도, 총칭 및 장춘 지역에 있는 여러 광기술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를 방문 시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여러 광기술 기관들
의 상호협력을 유도하였다.

      ● 현재 중국 정부는 광응용 기술이 미래의 주요 산업임을 인식
하고 중국의 장춘과 무한 및 광조우에 각각 거대한 광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본 과제에서는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광기술 조사단을 중국 장춘 및 성도 
지역에 파견하여 장춘 지역의 대구경 광학기술 및 광응용 기
술을 조사하였다.

      ● 당해연도 금번 기술조사단 파견에는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인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3대 
광밸리 중에 하나인 광조우 광밸리 및 심천의 광산업 현황 조
사를 수행하였다. 

      ●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은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와 중
국핵공업집단공사(CNNC)와 같이 중국의 핵공업부에서 분리된 
중국의 3 대 원자력기관중 하나이며 산하에 12 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중 제 8 연구소인 레이저핵융합연구센타에 중국의 
레이저핵융합연구를 총괄하는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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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최근에 중국정부가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이 
외국과 협력하는 것을 승인하여, 우리나라의 레이저 핵융합분
야 중간진입 전략의 일환으로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
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여행 세부내용

       2002. 7.21.( 일 )  : 인천 출발, 광조우 도착,

       7.22. ( 월 ) : - 광조우 전자기술연구소 방문
                        . 소장 및 실무자 면담
                        . 광응용 및 홀로그램 제조 실험실 방문 및 
                        . 실무자들과의 기술 토의
                       - Guanzhou Crystal Tech. Co., LTD 방문
                         . 사장 및 실무자들 면담
                         . 생산 현장 방문 및 기술토의
                       - Guanzhou Science City 행정 빌딩 방문
                         . 부위원장 및 기술처장 면담
                       - Guanzhou SAT Infrared Tech. Co.사 방문
                         .  제품 소개/생산 현장 방문/기술토의
       7.23. ( 화 ) :  - Zhongsan University의 광전자 재료 및 기술 
                         국가 중점 연구실 방문
                         . 광응용 연구실 교수들과의 면담
                         . 광응용연구실/광전재료연구실방문 및 기
                           술토의
                       -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레이저생명과
                         학연구소 방문
                         . 레이저생명과학연구소 교수들과의 면담
                         . 레이저생명과학 실험실 방문
       7.24. ( 수 ) : 광조우 출발, 심천 도착
                       - PhotonTec(주) 방문 
                         . 부사장 및 실무자들 면담
                         . 전시실 방문 및 실무자들과의 기술토의
                        - Bayton(주) 방문 
                           . 사장 및 실무자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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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실 방문 및 실무자들과의 기술토의
                        - Sh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Co. 방문
                          . CEO 면담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 Co. 

                          방문 
                          . 사장, 부사장 및 실무자들 면담
                          . 전시실 방문 및 실무자들과의 기술토의
                        - 신천 출발, 광조우 도착
       7.25. ( 목 ) : 광조우 출발, 인천 도착 ( 박승규 및 기술 조사
                      단 )
                      광조우 출발 -> 성도 -> 면양 도착(김철중)
     7.26. ( 금 ) :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방문

     .KAERI 의 레이저 연구현황 소개
     .  레이저 핵융합시설 방문
     . 신광 III 레이저 핵융합 실증 시설 건설 계획 

                        조사
     7.27. ( 토 ) :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방문

     . 레이저 핵융합분야 협력 방안 협의

     7.28. ( 일 ) : 성도 출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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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광조우 전자기술연구소 기술 현황

      ● 중국 과학원 산하 기관인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Guangzhou 
Institute of Electronic Tech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GIET)는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는 연구소
이며 크게 4개의 실험실과 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 중국 과학원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는 
초기 700명 규모의 인력에서 400명 정도의 인력이 분사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광통신, 
컴퓨터 시스템 integration, 광전자 및 광응용 기술을 연구하
고 있었다.

      ● 통신 네트웍 연구실에서는 협대역 및 광대역 ISDN 기술을 연
구하고 있으며, ISDN 인터페이스 부품 및 모듈(에뮬레이터, 
스위칭보드, NT1 네트웍 터미널, PC용 어뎁터)의 산업화를 연
구하고 있었다.

      ● 컴퓨터 시스템 integration 연구실에서는 홍수조절 시스템용 
programmable 제어 시스템, SMD 전자제품의 자동 품질 측정/
분석 장치, 병원 및 쇼핑센터에서의 컴퓨터 네트웍, 대학 캠
퍼스에서의 통합정보 시스템 네트웍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 및 
연구를 하고 있었고 기타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
발하고 있었다.

      ● 전자시스템 연구실에서는 CRT의 on-line 검사 시스템, 지능
형 civil metering 시스템, X-ray TV 시스템, 수동형 CATV 시
스템, 산업용 감시 및 경고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
다. 

      ● 광전자 및 광응용 연구실에서는 광 컴퓨팅, 광전자 하이브리
드 정보처리, Sealed-off Nitrogen 레이저, 레이저 스팩클 간
섭계, 홀로그램 패턴 세공기, 디지털 홀로그래피 등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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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 광조우광전자연구소의 자 회사의 하나인 Guangzhou Crystal 
Material Technology Co.(GCMT)는 인공 크리스탈과 경도가 높
은 재료와 도구를 연구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85년 실립되었고, 1994년에 외국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잉글랜드등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에서의 주요 면담자
- Chen, Yan Yi

            . 소속 :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 
            . 직책 : 소장
            . 연락처 : Tel. (020)87606835, Fax. (020)87753247
            . 전자메일 : E-mail : yychen@giet.ac.cn

- Yaotang Li
            . 소속 :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 
            . 직책 : 광전자연구실 책임자, 교수
            . 연락처 : Tel. (020)86208766, 8176, Fax. 

(020)86208766, 
                      8176
            . 전자메일 : E-mail : ytli@giet.ac.cn, 

yaotang@163.com
- 楊世寧

            . 소속 :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
            . 직책 : 교수
            . 연락처 : Tel. (020)87668176, Fax.  (020)87668176
            . 전자메일 : E-mail : snyang@public.guangzhou.gd.cn

- 馮洪安
            . 소속 : 광조우전자기술연구소
            . 직책 : 과기부부장, 고급공정사
            . 연락처 : Tel. (020)87612563, Fax.  (020)87753247
            . 전자메일 : E-mail : cpplab@giet.ac.cn

               - 鄭漢書

                 . 소속 : Guangzhou Crystal Material Technology
                 . 직책 :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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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87037942, 13922127738
                 . 전자메일 : GJKJ@21cn.com

 - 彭超 (Percy Peng)
            . 소속 : Guangzhou Crystal Technology Co., Ltd.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 직책 : Export Department Manager
            . 연락처 : Tel. 86-20-87037973, 
                      Fax. 86-20-87037966
            . 전자메일 : percival@263.net
            . 웹사이트 : www.diamondtools.com.cn

  사진 1. GIET 소장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      사진 2. GIET의 홀로그램 제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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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홀로그램 마스타 재결합기          사진 4. 무지개 홀로그램 실험실

사진 5. GCMT 사장 및 실무자들과 면담    사진 6. GCMT의 CO2 레이저 용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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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GCMT에서 다이아몬드 톱 용접  사진 8. GCMT의 Nd:YAG 레이저마킹 
         과정                                   시스템

   그림 1. GCMT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        그림 2. GCMT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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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조우 광밸리 현황

      ● 광조우 시는 해외무역량이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이며 매년 
300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찾는 국제 도시이며, 2001년 
GDP 성장률이 12.7%인 국제도시이다. 

      ● 중국 광조우 광밸리(www.chinaphoton-valley.com)는 1999년 
광동성 경제발전 국제 고문이었던 Lucent사 부사장의 건의로 
건설되었다.

      ● 광조우는 광밸리는 Guangzhou Science Park (약 38 Km2 면
적) 내에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내의 기업과 미국, 독
일, 캐나다, 일본, 대만 등의 100 여 개의 기업이 이 지역의 
광밸리 진출을 등록해 놓고 있다.

      ● 광조우는 지리적으로도 중국내 광전자 산업발전에 매우 적합
하며 국제공항과 국제 항구를 갖고 있으며, 주변의 유능한 대
학과 기존 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있어 광산업 발전에 적
합한 도시이다.

      ● 광조우 광밸리 주변에는 Entrepreneur-Ship Park, 

International Enterprise Incubator, Torch Technological 

Service Center, State 864 Base, Software Park 및 
University Science Park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상호 협력 체제
를 구축하고 있었다.

      ● 현재 광조우 광밸리는 광통신 시스템 및 부품(광섬유, 광대
역 무선 및 가입망, 파장분할 광통신, 광통신 부품 등)과 소
프트웨어 산업위주로 형성되고 있으며, 산업용/의료용 고출력 
레이저 산업 및 광 응용 정밀기계 산업 등도 형성되고 있었
다.

      ● 광조우 광밸리에서 주력하는 주요 분야은 다음 11개 분야이
다. 

         1) 광파이버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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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파이버 주요 부품 및 광 접속 네트웍 기술
         3) WDM 및 DWDM 광통신기술
         4) 주요 광전자 부품들과 칩의 설계/개발 및 대량 생산
         5) 광 크리스탈 재료 생산
         6) 광대역 무선 및 광파이버 네특웍 IP 기술
         7) 광전자 정보처리 장비
         8) 새로운 고 분해능 plate 디스플레이 기술
         9) 고휘도 LED, tub core 등
         10) 새로운 레이저 시스템 및 레이저 응용 장비
         11)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
 

      ● 광응용 산업의 기초연구는 광밸리 주변의 광조우전자기술연
구소, 중산대학교, 화남대학교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있었
다.

.      
      ● 광조우 광밸리 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인 SAT

는 센서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신호처리 및 
디스플레이 부분 등 응용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었음. 가격은 신제품의 경우 대당 약 US$40,000 였음.

      ● 지원 기관인 Guangzhou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District, Planning and Science & Technology 
Bureau에서는 외국 다국적 기업을 광조우 산업단지 내에 유
치하기 위하여 많은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 광조우 산업단지에 현재 약 114개의 다국적 기업이 입
주해 있었며 한국에서도 LG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있었다. 이
들 기업에 의해 고용된 중국인 수는 약 50,000명 정도였음.

      ● 중국은 현재 미래의 도약을 위하여 외국의 첨단기술을 보유
한 기업의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첨단기
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행정 처리가 더욱 간편하도록 지원
하고 있었음.

      ● 광조우 광밸리 관련 주요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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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劉悅倫 ( YueLun Liu )
            . 소속 : Guangzhou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District, Guangzho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Guangzhou Export Processng Zone 
                    Administrative Committee
            . 직책 : Vice Chairman, Senior Economist
            . 연락처 : Tel. 86-20-82215032, 
                      Fax. 86-20-82212126
            . 전자메일 : liuyl@getdd.com.cn
            . 웹사이트 : www.getdd.com.cn
                         www.photo-valley.gd.cn

 - 朱平 ( Ping Zhu )
            . 소속 : Planning and Science & Technology Bureau
                    (Intellectual Property Bureau)
                    Guangzhou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District, Guangzho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Guangzhou Export Processng Zone
                    Guangzhou Duty Free Zone
            . 직책 : Section Chief
            . 연락처 : Tel. 86-20-82212097, 
                      Fax. 86-20-82088857
            . 전자메일 : zhup@getdd.com.cn
            . 웹사이트 : www.getdd.com.cn
                         www.photo-valley.gd.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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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광조우경제개발구 실무자들과의    사진 10. 광조우 광밸리 실무자들과의  
        면담                                      면담

사진 11. 기술조사단을 환영하는 광조우    그림 3. 광조우 경제기술개발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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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SAT에서 개발하는 제품 예        그림 5. SAT에서 개발하는 제품  예 

그림 6. 광조우에 진출해 있는 기업 리스트     그림 7. 적외선카메라를 생산하는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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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산대학 및 화남대학의 광기술

      ● 중국의 10대 대학에 포함되는 Zhongshan University의 State 
Key Laboratory of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Technologies는 중국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국가중점 연구
실이며, 현재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광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 현재 이 실험실에서는 대학원 과정만을 개설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으며, 본 기술조사단이 방문중인 기간은 방학중
이었으나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으며 연구 뿐 
아니라 실험에 필요한 주변 제어장치들도 직접 제작하면서 실
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 China South Normal University의 레이저 생명과학연구소에
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미리 진단/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 레이저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의 생명 연장을 연구하고 있었다.

      ● 이 레이저 생명과학연구소는 China South Normal 
University에 근무하는 중국과학원 원사인 劉頌豪(Song-Hao 
Liu)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광동성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었
다. 이 연구소는 대학원 과정으로만 개설 되어있던 광전자 전
공을 작년부터 대학과정을 개설하여 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다.

        - Song-Hao Liu 

          Academicia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Dean, College of Optoelectronic Information of Scnu

          (former President)

          Executive Director, Chinese Optical Society

          Fellow, Optical Society of America

          Tel. : 86-20-85211635

          Fax. : 86-20-85213017

          E-mail : liush@scnu.edu.cn

      ● Zhongshan University의 State Key Lab. of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Technologies와 China South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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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의 생명과학 연구소에서는 한․중광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상호 협력을 희망하였음.

      ● 중산대학 및 화남대학의 광기술 대표 면담자

- 餘振新 (Zhenxin Yu)
            . 소속 : Zhongshan University 
            . 직책 : State Key Lab. of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Technologies 책임자
                    Institute for Laser & Spectroscopy  교수
           . 연락처 : Tel. (020)84037563, Fax. (020)84037563
           . 전자메일 : stsyzx@zsu.edu.cn

- Wei-Zhu Lin
            . 소속 : Zhongshan University 
            . 직책 : Institute of Physics Science and Engineering 
                    Technology 교수
           . 연락처 : Tel. (020)84110042, Fax. (020)84113397
           . 전자메일 : stslwz@zsu.edu.cn

    - Changjun Liao
            . 소속 :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 직책 : 교수, Supervise Graduate Study in Photonics 
                    and Solid State Electronics
            . 연락처 : Tel. 86-20-85213862, Fax. 

86-20-85213862
            . 전자메일 : E-mail : chliao@scnu.edu.cn

    - 邢達 ( Da  Xing )
            . 소속 :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 
            . 직책 : Director of Institute of Laser Life Science 
            . 연락처 : Tel. 86-20-85210089, Fax. 

86-20-85216052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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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메일 : E-mail : chliao@scnu.edu.cn
   . URL: http://laser.scnu.edu.cn

사진 12. 중산대학 광전자재료기술 국가      사진 13. 중산대학 실험실 방문
       중점 연구실 교수들과의 면담

     사진 14. 중산대학 실험실 방문         사진 15. 중산대학 실험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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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화남대학 생명과학연구소        사진 17. 화남대학 생명과학연구소    
       교수들과의 면담                             교수들과의 면담

사진 17. 화남대학 생명과학연구소      사진 18. 화남대학 생명과학연구소
      실험실 방문                               실험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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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천 첨단산업단지의 광기술 회사

      ● 중국내 광통신 부품 회사로서 중국 시장내 점유율 1위인 
Photon Tech. Co.는 중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전자부품
을 전공한 Senior Engineer Mr. Huang Zhangyong이  1993년 2
월에 설립하였으며, 1993년 자본금 820万元에서 2001년 현재 
자본금이 21,000万元인 회사이다.

      ● 현재 Photon Tech. 의 Shareholders는 Shen Futian 
Investment Development Co., Lucent Technologies Inc., 

Shenzhen Quantum Technology Co., (Hong Kong)Gold Image 

Investment Co., Shanghai Nanometer Venture Co., Guangzhou 

Sun-Sky Investment Development Co. (Hong Kong)Alied Faith 

Development Co., Shenzhen Chang Yuan Winner Investment 

Co., Newave Management Co., Shenzhen Chang Yuan New 

Materials Co., China Merchants Industry Development 

Holding Co., Beijing Jun Ji Investment Co., Chengdu Deep 

Blue Telecommunication Co., Kun Ming Ke Pin Electronics 

Co. 이다. 

      ● Photon Tech. 의 주 생산 분야는 파이버옵틱 관련 능동 소자
들과 광네트웍 장치들을 생산하고 있다. 세부 품목들은 다음
과 같다.

        - FP Laser Module, DFB Laser Module, 2.5Gb/s DFB Laser  

          Module

        - PIN Detector, PIN TIA Receiver Module

        - SDH/SONET Transmitter Module, SDH/SONET Receiver Module

        - 2.5Gb/s Transmitter Module,2.5Gb/s Receiver Module 

        - 2.5Gb/s, 10Gb/s Transponder

        - Diplexer Assembly, Bi-Di Transceiver Module, Triplexer  

          Assembly

        - SDH/SONET Transceiver Module,SFF LC Transceiver Module 

        - SFF LC Transceiver Module,SFP LC Transceiver Module 

        - EDFA, Ramam Amplifier

      ● 세계 광통신 시장의 불황이 Photon Tech.에도 영향을 미쳐 



- 332 -

2001 연도의 당초 수출 목표치 300 억원에 약 20 % 정도 미달
하였으나 회사 자체는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중국내 광통신의 시장의 크기와 잠재적인 가능성을 
밝게 보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광통신 시장의 현황과 기업들
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심천의 유학생벤쳐보육 센터에 위치한 광통신 부품 생산 회
사인 Bayton은 미국과 캐나다에 지사를 두고 있었으며, 광통
신 관련 부품과 광 네트웍 변환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주요 
생산품은 첨부한 그림과 같다. 

      ●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개발과 고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한 고급 중국인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하여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를 설립하여 
해외 고급인력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약 60,000명의 해외고급인력들
이 중국 국내에서 활동중이며 심천 지역에서는 약 2,000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 Sn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에는 현
재 127 개의 회사가 있으며, Snenzhen 은 특히 Venture Park 
사업에 정부지원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본이 참여하고 있음.

      ● 심천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사는 PCB 필림 가공을 위한 Laser Plotter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1995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중
국 내 Laser Plotter 생산 점유율 1위인 회사이다.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의 생산품은 주
로 4개의 제품(SLEC-4200계열, 5000계열, 8000계열, 3000계
열)을 생산하고 있었다. 기술면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
지는 않으나 가격 면에서 크게 유리하여 중국 내 점유율이 아
주 높은 회사였다. 주요 생산품은 첨부한 그림과 같다.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사는 현재까지 
한국 내 판매 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한국의 PCB시장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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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이 있었음. 

      ● 특히 이번 기술조사단의 일원인 국내 회사와 상호협력을 통
하여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는 한국 시
장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국내 회사는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의 중국내 PCB 기업 
정보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중국 진출의 가능성을 
제안/협의 하였다.

      ● 심천 첨단산업단지 기업의 주요 면담자

- 李峰 (Feng Li)
           . 소속 :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 직책 : Senior Vice President, Sales&Marketing 

Director
           . 연락처 : Tel. 86-755-26716881
                      Fax. 86-755-26716837
           . 전자메일 : feng_li@photntec.com
           . 웹사이트 : www.photontec.com.cn

- 蔣志林 (Marten Jiang)
           . 소속 :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 직책 : Manager of Support Department
           . 연락처 : Tel. 0755-6634112, 6634113, 

6634014-3036
                      Fax. 0755-6634110
           . 전자메일 : martenjiang@cmmail.com
           . 웹사이트 : www.photontec.com.cn

- 周琳 (Peter Zhou)
           . 소속 : Shenzhen Bayton Technology LTD.
           . 직책 : President
           . 연락처 : Tel. (755)6972607, Fax. (755)697-0972
           . 전자메일 : qund@szonline.net
           . 웹사이트 : www.bay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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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濱龍 (Binlong Zhang)
           . 소속 : Sh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Co. LTD.
           . 직책 : CEO
           . 연락처 : Tel. (0755)6972896,  Fax. (0755)6972892
           . 전자메일 : bzhang@szchuangye.com, bzl@columbia.edu
           . 웹사이트 : www.szchuangye.com

- 李皓 (Hao Li)
           . 소속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 직책 : President, General Manager
           . 연락처 : Tel. 0755-3421710, 3421739, 3421741, 

Fax. 
                     3898116
           . 전자메일 : support@eastspacelight.com
           . 웹사이트 : WWW.EASTSPACELIGHT.COM

- 王玉梅
           . 소속 :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 직책 : 감사, 부사장
           . 연락처 : Tel. 0755-83421710, 83421739, Fax. 

83573972
           . 전자메일 : sales@eastspacelight.com
           . 웹사이트 : WWW.EASTSPACEL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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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9. Shenzhen Photon Technology 사진 20. Shenzhen Bayton  Co. 사의 실 
사장 및 부사장과의 면담                       무자들과 함께

 

    사진 21.Bayton사 제품들 견학           사진 22.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사장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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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9. Photon사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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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1. Photon사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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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3.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4.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5. Photon사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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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7.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7.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19. Photon사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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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21.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22. Photon사의 제품들          그림 23. Photon사의 제품들



- 341 -

        그림 24. Bayton사의 제품들        그림 25. Bayton사의 제품들

      그림 26. Bayton사의 제품들       그림 27. Space Light사의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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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Space Light사의 제품 사양    그림 29. Space Light사의 제품 사양

 그림 30. Space Light사의 제품 사양    그림 31. Space Light사의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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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조우 광밸리 및 심천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이번 기술조사단 단원의 
방문 보고서는 첨부의 그림과 같다.

     그림 32.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3.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4.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5.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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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7.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8.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그림 39.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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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0. 기술조사단 방문보고서              

5)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은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와 중
국핵공업집단공사(CNNC)와 같이 중국의 핵공업부에서 분리된 
중국의 3 대 원자력기관중 하나이며 산하에 12 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북경에 1 연구소, 상해에 1 연구소가 있으며 나머지
는 면양에 소재하고 있다.

     ●  면양은 중국의 Science Town 으로 불리우며, 70 연대 중소 
국경분쟁시 중국 정부가 주요기관을 내륙으로 이전하며 과학
중심도시륜가 되었다. 면양시 자체는 삼국시대의 촉나라의 수
도이었으며 중국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백만명에 다소 미달하고 있다. 

     ●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은 면양시의 변두리에 위치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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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포함하여 전체 약 2 만명이 Science Town을 형성하고 
있다. 

     ●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제 8 연구소인 레이저핵융합연구
센타에는 중국의 레이저핵융합연구를 총괄하는 “레이저핵융합
국가중점실험실” 이 있다.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는 
레이저핵융합연구센타에 소속된 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
업단 체제와 유사한 조직이다. 즉, 중국의 레이저 핵융합연구
에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제 8 연구소인 레이저핵융
합연구센타외에도 다른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연구센타도 레이저핵융합연구이외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 책임자는 彭翰生(HanSheng 
Peng)이며, 레이저핵융합연구센타의 소장은 張維岩이고, 부소
장은 張小民이다. 

     ● 레이저핵융합연구센타에는 실험 및 진단( 65명 ), 레이저 개
발( 105명 ), 광부품 제조( 70 명 ), target 제조( 55 명 )를 
위한 4 개의 공정부가 있으며, 전체 약 360 명이고, 레이저 
개발을 담당하는 레이저기술공정부를 방문하였다. 레이저기술
공정부 책임자는 魏曉峰이며, 부책임자는 景峰 ( Feng Jing ) 
이다. 

 

    ● 레이저기술공정부는 중국의 처음 레이저 핵융합시설인 성광
-I(XG-I)을 upgrade 한 성광-II(XG-II; 0.1 TW, 100J/1ns,3
ω)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레이저핵융합실증시설인 신광
-III(SG-III)의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극초단 레
이저 개발과 관련하여 Ti:Saphire 도 개발중이다. 

    ● 중국의 레이저 핵융합계획은 1964 년부터 착수되었으나, 홍위
병기간동안 연구가 중단되다가 1976 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으
며, 1986 년 863 계획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어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SG-II( 1KJ/1ns) 가 건조되었고, 
1993 년부터 SG-III 건설계획이 시작되었다.



- 347 -

    ● 1993 년부터 SG-III 에 필요한 핵심 기반 연구가 착수되었으
며, 1999-2001 년 2 단계에는 실증레이저시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3 단계인 2002-2006 동안 8 개의 beam ( 각 1.2 
kJ/1 ns )을 갖는 prototype 시설인 TIL을 건조중이며, 4 단
계 2005-2010 간 64 개  beam을 갖는 SG-III을 완성할 계획이
다. 현재 추진중인 TIL 건조에는 총 1 억불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 현재 TIL을 설치할 건물이 건설중이며, TIL 의 레이저의 증폭
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 레이저기술공정부는 극초단펄스 레이저 개발도 추진중이며 
2001 연도에 3 TW Ti:Saphire 레이저를 완성하고 2002 연도에 
20 TW 로 upgrade 중이며, 2003 년에는 XG-II를 증폭기를 여
기시켜 100 TW 이상의 출력( 400-500 TW 예상 )을 목표로 연
구를 진행중이다.

    ●  SG-III 의 레이저 집속시 단위면적당 세기를 높히기 위해 적
응광학장치의  적용실험을 수행중이며 성도전자기술연구소가 
변형거울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변형거울은 45 
channel 에 파면센서는 77 lenslet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
에도 각 레이저 증폭단의 파면 검사를  위한 파면 센서도 다
수 보유하고 있다.

    ●  레이저 beam shaping을 위해 LC light valve를 이용하여 원형
의 beam을 4 각형으로 shaping 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레이저 증폭시에 필요한 대구경 Pockels Cell 개발과 관련하
여 LLNL에서 개발한 Plasma 방전을 이용한 240 x 240 mm 의 
대구경 Pockels Cell을 자체 개발하여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Plasma 가 레이저 진행방향에서 electrode 역할을 하며 
흡수나 파면의 왜곡이 없다고 함.

    ●  레이저핵융합관련 협력에 있어 KAERI 연구원이 레이저핵융합
연구센타 및 레이저핵융합국가중점실험실의 레이저핵융합관련 
실험에 참여하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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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1) 요 지 

- 중국은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광응용 산업이 될 것을 예측하고 중국
의 주요 도시인 무한, 광조우 및 장춘에 광응용 전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광밸리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광조우 광밸리는 광통신 
및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산업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었다.

- 중국은 이미 지난 50년간 군사용 광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현재
는 이러한 기술들을 산업에 응용시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
으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광기술 기관들을 민간 운영에 
의한 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 광동성은 광조우 광밸리와 주변 산업단지에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
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내국인의 고용
인력 증대와 더불어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고부
가 가치를 창출하는 High-Tech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유치에 더욱 적극
적이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유리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 중국의 광산업은 저임금과 뒤떨어지지 않은 기술에 의한 중저가 제품
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광산업체도 중
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민감한 것 같았다.

 

- 중국의 광산업은 현재의 중저가 시장의 장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부가 가치의 고급 기술에 의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선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노력
에 의해 화교와 대만 자본이 많이 유치되고 있었으며 다른 선진 국가
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되고 있었다.

- 이러한 외국 선진 기술의 중국 내 유치를 통한 중국 광산업의 발전을 
지켜본 이번 기술조사단의 일행들은 중국은 더 이상 저임금을 바탕으
로한 중저가 시장만을 공략하는 국가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다. 

- 광조우의 광밸리 건설은 단지 조성, 기업 유치이외에도 필요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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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해 화남대학에 대학원 과정만으로 운영되던 정보 및 광전자 
과기학원에 학부과정을 작년부터 개설하여 향후 광동광밸리에서 필요
할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 중국의 레이저 핵융합연구는 863 계획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 20 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특히, 1993 년부터는 대형 레이
저 핵융합 시설인 SG-III 의 건설을 2010 년까지 목표로 모든 핵심기
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며 수행하고 있어 현재는 기술 수준이 세계적
이다. 

  2) 건의 사항 

- 광조우 지역의 광밸리 육성 계획의 방대함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과
의 경쟁이 필수적이며 사전에 현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서로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앞으로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같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한
중 산학연의 광기술 분야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중국의 레이저 핵융합 프로그램은 지난 30 여 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이제는 규모면에서 미국, 불란서, 일본 다음 수준이며 초기에는 모든 
시설 및 장비를 중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였으나, 이제는 일부 레이저
를 미국 및 불란서에서 구입하면서 연구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이 최근에 허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레이저 
핵융합관련 기반을 구축하여 중간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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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A. 광조우 전자기술연구소 소개 책자 1부 
   B. 광조우 광밸리 소개 책자 1부
   C. 광조우 경재기술 개발구 및 광조우 High-Tech 산업 개발지역 소개 
      책자 1부
   D. Guangzhou Export Processing Zone 투자 가이드북 1부
   E. Guangzhou Science City 소개 책자 1부
   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GETDD, GHIDZ & GEPZ 리스트 책
      자 1부
   G. Guangzhou SAT Infrared Technology Co. LTD  제품 소개 책자 1
      부
   H.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소개 책자 1부
   I. Shenzhen Photon Technology Co. LTD 제품 카달로그 1부
   J. Shenzhen Overseas Chinese High-Tech Venture Park 책자 1부
   K. Bayton사 소개 및 제품 소개 책자 1부
   L.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소개 책자 1부
   M. East Space Light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제품 사양서 
      1부



- 351 -

V. 첨부자료 

   A. 기술조사단의 주요 면담자들 명함

그림 41. 주요면담자들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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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여행의 배경   

●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 사업은 중국의 기초 원천 기술과 한국의 산업및 

상품화 기술간의 연구 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하여 국내 광기술의 국제 경쟁

력을 갖는 기술력 확보 및 산업화를 목표로하는 과제임.

● 본 과제에서는 국내 광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조사단을 지난 3

년간 파견하였음. 현재까지 중국의 상해, 북경, 성도, 총칭 및 장춘 지역에 있

는 여러 광기술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를 방문 시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

내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여러 광기술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유도

하였음.

● 중국 정부는 광응용 기술이 미래의 주요 산업임을 인식하고 중국의 장춘과 

무한 및 광조우에 각각 거대한 광밸리를 조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2001년도에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가 12인으

로 구성된 광기술 조사단을 중국 장춘 및 성도 지역에 파견하여 대구경 광학

기술 및 광응용 기술을 조사하였음.

● 당해연도 7월에는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인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3대 광밸리 중에 하나인 광조우 광밸리 및 심천의 광산

업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음. 

● 금번에는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인 8인으로 구성된 광기술 전문가들을 

중국 무한에 파견, 광산업 및 광기술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음.

● 무한은 장춘, 광주와 함께 중국의 3대 광 집적지로서 화중과기대학등 많은 

광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위치하고 있음. 특히 무한 광 밸리는 레이

저, 레이저 가공, 광통신 분야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모듈공정, 광통

신시스템, fiber grating sensor 기술이 우수함. 금번 기술 조사단의 파견으로 

무한 지역의 광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광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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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세부 내용

● 2002. 8. 21 ( 수 ) 

     ◎ 기술 조사단 집결, 인천 출발, 무한 도착,

     ◎ 한중 광기술 공동 연구센터(OTRC) 소개 (우리측)

     ◎ 무한지역 광관련 기업 브리핑 (중국측) 

● 2002. 8. 22 ( 목 ) 

     ◎ 화중과기대학 레이저 국가 중점 실험실 방문, 

     ◎ 화중과기대학 구내 광 관련 기업 시찰    

           - 武漢濱湖機電技術産業有限公司 방문

           -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圖像分公司 방문

     ◎ 화중과기대학 과학 기술 Zone내 광 관련 시찰

           -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방문 

           -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高理電子分公司 방문 

           - 武漢華中數控股份有限公司 방문 

● 2002. 8. 23 ( 금 ) 

     ◎ 무한 광 밸리 구역 광 관련 기업 시찰   

           - 湖北光通光電係統股份有限公司 방문

           - 武漢衆泰科技有限公司 방문

           - 楚天激光集團 방문 

           - 武漢凌雲光電科技有限責任公司 방문

           - 武漢郵電科學硏究院(WRI), 烽火通信科技股份有限公司 방문

    ◎ 레이저 이용 medical Center 방문   

            

● 2002. 8. 24 ( 토 ) 

    ◎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 실무자와 협력 방안 토의    

    ◎ 무한 광밸리 기업과 협조 방안 토의

● 2002. 8. 25 ( 일 )     

    ◎ 무한 출발, 인천 도착, 기술 조사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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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華中科技大學(HUST) 및 관련기업 기술 현황  

● 화중과기대학(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중국 

교육부( Ministry of State Education) 산하의 국립대학으로서, 1953에 최초 

설립된 후, 2000년 5월 Tongi Medical University, Wuhan Urban Contruction 

Institute, Wuhan Science & Technology Vocational College를 통합하였음. 

현재는 13명의 원사(Academician)를 포함, 13,000명 이상의 교수진을 보유하

고 있으며, 9000여명의 대학원생을 포함, 총 5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북경대, 청화대, 상해의 푸단대, 항주의 절강대와 함께 중국의 주요 대학

으로 자리잡았음.

 

● 화중 과기대학은 학교의 특성상 공학,의학,이학분야에 15개 이상의 전문 연

구실이 있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다음과 같은 3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이 있음.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 State Key Laboratory of Plastic Forming Simulation and 

       Dies/Mould Technology

     - State Key Laboratory of Coal Combustion

이들 연구실들은 중국 정부와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관련 분야의 신기술

을 개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슴. 

● 화중 과기대학은 대학내에 창업 보육센타를 설립,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개발자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등을 통해 정책적으

로 각 실험실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산업화 및 기업화를 크게 장려하고 있음. 

그 결과 대표적으로 화공과기그룹을 창설, 5개의 자회사를 가진 대규모 회사

로 성장시켰음. 이외에도 대학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학 주도아래 설립되어 

무한지역의 산업화 및 광밸리 발전을 위한 핵심 두뇌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슴.  

● 본 기술 조사단에서는 광기술과 가장 관련이 큰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를 방문,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음. 이어 화중과기대학이 주도적으

로 설립한 광 광련 기업등을 방문, 기술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

음 부분에 요약 정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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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및 연락처 

    1. 王盛高(Wang Shenggao)

      소속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책 : International Officer, 

      연락처 : Tel.  +86-27-87542257, 87545698 

               Fax : +86-27-87547063

      전자메일 : sgwang@hust.edu.cn

      http://www.hust.edu.cn/english/index.html

    2. 李昊(Li Hao)

      소속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책 : Director

      연락처 : Tel : +86-27-87542157   Fax : +86-27-87547063

      전자메일 : haoli@hust.edu.cn

(1) 激光技術國家重點實驗室(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 본 국가 중점 실험실은 1986년 소위 “863계획” 의 일환으로 국가 비준을 

통해 설립된 실험실로서 주로 15년 동안 레이저 개발 및 관련 응용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신기술은 무한 광밸리 지역의 산업화에 크게 활용되고 

있슴.

● 교수 18명, 부교수 8명을 포함 총 18명이 핵심 지도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물리, 기계, 전자 분야에서 다수의 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후 연수생이 연

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 러시아, 독일등과 공동연구 및 활발한 인적 교

류가 진행되고 있슴.  

● 주요 연구 분야는 고출력 레이저 개발 및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 작용연구

이며, 이를 위해 기체 열 운동학, 레이저 플라즈마 열역학등의 기본 연구를 수

행하고 있음. 또한 레이저의 산업적 적용을 위해서 레이저의 안정성 연구, 고

수명화 연구등을 수행하고 있고, 레이저의 의학적 이용을 위해서 레이저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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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조직과의 상호작용도 아울러 연구하고 있음. 아울러 DPSSL을 비롯한 차세

대 레이저 광원도 개발하고 있으며 레이저의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레이저와 원자의 상호작용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Bose-Einstein Condensation(BEC)에 대한 이론 연구도 수행하여 다수의 업

적을 이룬 것으로 판단됨.

● 설립후 지금까지 “863”과제 7개를 포함, 156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0kW 고출력 CO2레이저 개발, 디젤기관 외벽 열처리 기술 개발등 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으며, 그 연구결과들을 화공레이저, 추천레이저등에 이전,산

업화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에도 무한 광밸리 소속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국가 중점 실험실은 다음과 같은 총 8개의 실험실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슴. 

      1. 激光物理硏究室 

      2. 氣體激光硏究室

      3. 固體激光硏究室

      4. 軍用激光技術硏究室

      5. 激光與焉材料相互作用硏究室

      6. 激光生物醫學硏究室

      7. 激光薄膜技術硏究室

      8. 寬帶光通信硏究室 

●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1. 程祖海(Cheng Zuhai)

      소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책 :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99(O)  Fax. (027)87543755

      전자메일 : Lsklab@hust.edu.cn

    2. Zhu Xiao

      소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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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Vice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전자메일 : zx@hust.edu.cn

    3. 李再光(Li Zai Guang)

      소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책 :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전자메일 : LZHGU@blue.hust.edu.cn

    4. 許德勝(Xu De Sheng)

      소속 : State Key Laboratory of Laser Technolog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책 : Associate Professor

      연락처 : Tel.  86-27-87543755

      전자메일 : lsklab@hust.edu.cn; xuds@hust.edu.cn

      URL : http://www.laserlab.hust.edu.cn

    5. 李正佳(Li Zheng Jia)

      소속 : Institute of Laser Tech. & Engin.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책 : Director,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2, (027)87541794 

               Fax. 0086-27-87542997

      전자메일 : zhjLi@mail.hust.edu.cn

    6. 李志剛(Li Zhi Gang)

      소속 : Vice President, China Die & Mould Industry Association

             Diretor, State Key Laboratory of Die & Mould Tech.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책 : 교수

      연락처 : Tel. (86-27)87543494(O), Fax. (86-27)87554405

      전자메일 : zgli2@mail.hust.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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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국가 중점 실험실 현판

                     

HUST와 무한 광밸리 소속 전문가에 

대한  한중광기술공동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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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 

실무자와의 면담 장면

화중과기대학 창업 센터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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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성형 국가 중점 

실험실 방문   

CO2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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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의 

Nd:YAG 레이저 가공기 모습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의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설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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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의 광학 박막 

코팅 장비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이 개발한  

고출력 CO2 레이저(10 kW)

(2)武漢濱湖機電技術産業有限公司

(Wuhan Binhu Mechanical & Electrical Co., Ltd.)

● 본 회사는 화중과기대학에 있는 快速製造中心과 武漢科學技術委員會가 합

작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시정부와의 협력으로 산업화

된 대표적인 경우임. 공장 시설도 화중과기대학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인

력도 화중과기대학의 교수진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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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사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복잡한 금형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주로 개발, 판매하고 있음. 3차원 CAD를 이용하여 우선 제작하고

자 하는 금형을 설계한 후,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등과 같은 재질을 가

공하여 빠른 시간동안 금형을 제조하는 것이 핵심 기술임.

● 위의 기술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구, 군용기기 등 거

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금형을 제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형제조용 

복합장비도 판매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음

    

    1. 薄材疊層快速成形機

       - 주요 모델명 : HRP-II B, HRP-III A, HRP-IV

       - 사용 레이저 : 50W CO2레이저 

       - 레이저 정위 정도 : 0.02mm

       - 용도 : 금형가공

    

    2. 激光粉末燒結係統   

       - 모델명 : HRPS-III

       - 사용레이저 : CO2 레이저

       - 레이저 정위 정도 : +- 0.04mm

       - 용도 : 분말소결용 

● 면담자 및 연락처 

    

    1. 王從軍(Wang Cong Jun)

       소속 : School of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직책 : 박사

       연락처 : Tel. (027)87541145-4, (027)87547227

                Fax. (027)87548581

       전자메일 : walden@binghu.hust.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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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분말 소결 장비

레이저 쾌속 금형 가공기

(3)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 본 회사는 1997년 화중과기대학내의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이 주축이 되

어 설립한 회사로서,‘華工科技’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임. 총 직원은 

200여명으로서 중국 제일의 산업용 레이저 관련 회사로서 대학 연구소에서 개

발한 레이저 기술을 사업체로 이전한 예임.    

● 현재에도 화중과기대학의 국가 중점 연구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17명의 교수가 이 회사와 대학에 겸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학내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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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관련 신기술이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활용되고 있음. 화중과기대학도 약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파악할 때 

산학연 연계의 가장 성공적인 Case로 판단되며, “To make knowledge be 

closer to the economy"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슴.

● 주 사업 영역은 10W에서 10kW영역의 CO2레이저와 Nd:YAG레이저를 이용

한 레이저 용접, 절단, 마킹, 열처리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분야임. 현재에

는 화중과기대학이 최근 통합한 Tongi Medical University와 협력하여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요 생산품은 아래와 같음.

  

    1. 레이저 용접기

      - 모델명 : HGL-LWY 120P

      - 사용 레이저 : Nd:YAG 1064nm, 120 W

      - 펄스당 최대 에너지 : 50J

      - 주 용도 : 핵연료용기 용접, Lithium 전지 용접, Hard Disk 부품,

                  Spot용접등  

    2. 고속레이저마킹기

      - 사용 레이저 : Nd:YAG 50W  (HGL-LSY50F)

                       CO2    100W  (HGL-LSC50F)

                       DPSSL  50W  (HGL-SMD50F)

      - 최대 직선이동속도 : 7000 mm/s 

      - 주 용도 : 차량 부품, 항공기 부품, 각종 가전 제품, 전자부품, 

                   식품포장용기, 담배갑 등                       

   

    3. 금강석 톱날 레이저 용접기

      - 모델명 : HGL-GGH5000 

      - 사용레이저 : CO2레이저, 5kW 

      - 주 용도 : 지름 105mm에서 600mm까지의 금강석 톱날 용접

    4. 실린더 레이저 열처리기

      - 모델명 : HGL-HTH2000L

      - 사용레이저 : CO2레이저, 2kW

      - 주 용도 : 각종 엔진용 실린더 강도 향상



- 369 -

5. 의료용 레이저

   - HGL MQ : Nd:YAG 1064nm(532nm), 200mJ, 50ns, 얼굴 미용용 레

  이저

- HGL-MYK10 : Nd:YAG 1064nm(532nm, 8W, 泪道 치료기

 - HGL-MY100 : Nd:YAG 1064nm, 100W, 수술용 레이저

   - HGL-MY3D100 : Nd:YAG 1064nm, 100W, 암 치료용 레이저 

● 면담자 및 연락처

1. 唐霞輝(Tang Xia Hui)

   소속 :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Huazhong University of Sci. & Tech.

   직책 : Vice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27-87924184   Fax. 86-27-7924779

   Mobile :

   전자메일 : txh@hglaser.com(O), httang@263.net.cn(O)

 URL : http://www.hglaser.com

2. 阮海洪(Ruan Hai Hong)

 소속 :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직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 0086-27-87925217  Fax : 0086-27-87925217

   전자메일 : rhh@hglaser.com

 URL : http://www.hglas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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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중과기대학 과학 기술 구역 전경 

화공레이저 실무자와의 면담

(4)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圖像分公司

    (Huagong Tech company Ltd., Image Technology Branch)  

    華工圖像光學薄膜與器件中心

    (Center for Optical Thin Film & Devices of Hangong Image)

● 본 회사도 Huagong Laser 와 마찬가지로 ‘華工科技’의 자회사로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 상표와 광학 필름, 광학소자등을 생산하고 있음. 특히 위조 

방지용 홀로  그램 상표는 년간 40억개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유명 회사의 위

조 방지 상표를 제  작하고 있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음료, 담배등에 500

여 종류의 위조 방지 상    표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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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계적 수준의 홀로그램 제작 기술과 3D, True color,combined 

holography,  optical-chemical relief etching technique, Dot-Matrix 등과 같

은 보안관련 기술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어, 중국 세관, 중국 경찰, 중국 경공

업부 등에 위조 방지용 라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본 회사는 내부에 “Center for Optical Thin Film & Devices of 

Hangong  Image“를 설립하여 광통신, 고출력 레이저등에 활용되는 광학 필

름 및 광 소자를  생산하고 있음. 특히 CO2 레이저용 window 와 렌즈, Coil

레이저용 window와 렌즈 등을 생산하여 무한 광 밸리의 광학 부품을 공급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슴.     

●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음

    1. 홀로그램 위조 방지 라벨

      - 적용기술 : High resolution Dot-Matrix, Dynamic Holography, 

                   Number etching, hidden image etching, multi-channel 

                   holography

      - 고유기술 : Optical-Chemical relief etching, Information field 

                   changing

      - 용도 : 금융, 의약품, 건강식품 등 

    2. 자동 Labelling 기계 : 10 Labels/sec 

    3. 장식용 홀로그램 : 중국 고가 예술품 홀로그램, 8“-10” Size

    4. 광 통신용 부품

      - DWDM Narrow-band Filter : 50 GHz, 100 GHz, 200 GHz 

      - CWDM Filter : 1470,1490,1510,1550,1570,1590,1610 nm

      - Edge Filter : 980/1310nm, 980/1550nm, 1310/1550nm,

                    1480/1550nm, 1510/1550nm , Transmittance > 98%

      - Polarization Beam-splitter Cube

      - Fiber Coupling C-lens

    5. 고출력 CO2, YAG 레이저용 광학 부품

      - Output Coupler : ZnSe, ZnS, Ge, GaAs, Si, Quartz, K9

      - Plane Mirror : 평행도 (<10“), 반사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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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m Expander : 1X, 3X, 5X, 10X

      - f-theta scan lens : Scan  Area (70x70mm, 110x110mm), 

                          Working Distance (125mm, 152mm)

● 면담자 및 연락처

    1. 李曉平(Li Xiao Ping)

      소속 : Image Technology Development Branch of Huagong Tech.

      직책 : Vice Director, Ph.D,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027)87556042  ext : 8108/8109, 

               Fax : (027)87547655

      전자메일 : lixp@mail.hust.edu.cn

화공과기 Image Tech. 분사에서 

위조방지 홀로그램 라벨 설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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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과기 Image Tech. 분사앞 현관에서 

실무자들과의 기념사진 

(5) 華工科技産業股份有限公司高理電子分公司

    (Gaoli Electronic Branch of Huagong Tech Co.,Ltd) 

        

● 본 회사는 ‘華工科技’의 자회사로서 1988년에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 분야

는 PTC와 NTC (Positive/negative Temperature Coeff.)계열의 Thermistor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임. 연 8천만개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최대의 

Thermistor 생산 회사로서 중국 국내 수요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LG, 

Philips, Compag등에 정기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 다른 ‘華工科技’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화중과기대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어, 대학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부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산학 연계가 아주 밀접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기술 조사단은 Thermistor생산의 전 단계를 실무자의 안내에 따라 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전체 생산라인 설비, 과정, 근무 여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됨.        

● 주요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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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 지연용 MZ4 series PTC Thermistor 

      - 절전램프, 전자 ballast 등에 이용

    2. 과전류 방지용 MZ2 series PTC Thermistors    

      - 통신장비, 모터, 변압기등의 과 전류 방지용 소자

    3. 모터시동용 MZ8 series PTC Thermistors  

      - 냉장고, 가정용 에어콘등의 모터 시동용에 이용

    4. MZ7 series degaussing thermistor

      - 컬러 TV, 컬러 모니터에 이용

    5. WF형 NTC 정밀 온도 측정 센서

      - 에어콘, 냉장고, 보일러등의 정밀 온도 측정에 활용

● 면담자 및 연락처

    

    1. 武學章(Wu Xue Zhang)

      소속 : GaoLi Electron Branch of Huagong Tech Co.,Ltd.

      직책 : 부사장

      연락처 : Tel. (027)87925175   Fax. (027)87925178

      전자메일 : gaolixz@public.wh.hb.cn

      URL : http://www.globalsources.com/gaoli.co

(6) 武漢華中數控股份有限公司 (Wuhan Huazong Numerical Control Co.,LTD)

● 본 회사는 ‘華工科技’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1999년에 화중과기대학과 國家

數控系統工程技術硏究中心이 합작하여 창설되었고 공장 및 사무실은 현재 화

중과기대학과학기술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주 사업 분야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관련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일이며, 중국 4대 자동 수치 

제어 생산기지의 하나임.

● 직원은 현재 250여명이 근무하며, 그중 80여명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연구 개발 중심의 회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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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산품

    1. 레이저 가공용 수치 제어 시스템  

      - HNC-1L 계열 상품  

    2. “世紀星” 계열 자동 수치제어 시스템

      - HNC-21M 계열, 일반 가공용 고성능 수치 제어

    3. 평면 적외선 열상 측정 카메라 

      - HY-2001계열, 각종 시설물의 온도 분포 측정

    4. 기타 stepper motor, Servo-Motor Driver 등

● 면담자 및 연락처

    1. 陸云祥(Lu Yun Xiang)

      소속 : Wuhan Huazhong Numerical Control System Co.,Ltd.

      직책 :  Vice General Manager Professor

      연락처 : Tel. +86 27 87924552  Fax. +86 27 87924552

      전자메일 : market@www.menc.hust.edu.cn



- 376 -

2) 무한 광밸리 (中國光谷)

● 湖北省의 성도인 무한은 8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중부의 최대 도시이

며, 중국내에서도 경제 규모, 인구, 사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중국 6대 도시중

의 하나로 평가됨. 상해-중경 철도노선과 북경-광주 철도노선의 교차점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임. 유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각종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매년 10%이상의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광밸리를 

중심으로한 통신, 광전산업, 레이저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생명공학, 미소전자

공업도 크게 발달한 지역임. 한국에서 무한까지 1주 2회의 직항노선이 개설되

어 있음.  

● 무한 광밸리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중국내 광밸리 

지역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광, 전자, 정보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최근 중

국 정부와 무한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 무

한 광밸리의 최고 책임자는 무한시장이 겸직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동호개발구역(East Lake Developing Zone)을 설정, 광전자 

및 정보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가 

직접 관련 기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한 신기술이 

직접 기업에 접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 광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있음. 본 

기술 조사단이 방문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도 동호개발구역에는 건물신축, 도로

확장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    

● 무한 광밸리의 주된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정보 광전자 산업 분야     

      - Fiber, Cable, 광통신 장비, 광매질

      - 컴퓨터 통신부품, 고밀도 레이저 DVD

      - 평면 스크린 장비, 광 섬유 센서등.

    2. 에너지 광전자 산업 분야

      - 레이저 Source, 레이저 변조기

      - 레이저 가공 시스템.

      - LED, 광센서

      - Image device, 레이저 홀로그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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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 웨어 분야

   - Simulation software, 통합 소프트 웨어

 - 자동제어 software(CNC등)

 - 정보 보안 관련 software등 

● 면담자 및 연락처

1. 王繼增(Wang Ji Zeng)

   소속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of the Wuhan Municipal Goverment 

   Foergin 

   Economy & Affairs Division

 직책 : Deputy Division Chief

 연락처 : Tel. 0086-27-87405484,  Fax : 0086-27-87802764

 전자메일 : Jizengwang@163.net

2. 羅勇( Lu Yong)

   소속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of the Wuhan Municipal Goverment

   직책 : Project Officer, Foreign Economy & Affairs Division

 연락처 : Tel : (86)-27-87405484  Fax : (86)-27-87802764,

 전자메일 : 

 URL : http://www.chinaov.org

(1) 湖北光通光電係統股份有限公司 (GTPE)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 1999년에 싱가폴과 합작으로 설립된 본 회사는 현재 78명의 직원을 가진

레이저 관련 전문회사임. 주된 사업 영역은 기체,고체 레이저의 개발 및 판매, 

산업용 레이저 가공 장비, 레이저 정밀 가공 장비의 생산, 판매이며, 부가적으

로 렌즈, mirror, 레이저 가공 관련 광학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일임.

● 현재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서, 다이오드 펌핑 고체레이저 (DPSSL)의 개

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DPSSL은 다이오드 레이저와, Lamp 펌핑 고체레이

저에 비해 빔질, 펌핑효율, 출력안정도, 유지편의성등이 뛰어나, 향후 중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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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레이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일거라고 예상하여, 이분야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DPSSL 관련, 이미 4개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개발된 DPSSL은  호북성 인

민정부에 의하여 그 품질이 인정받았음. 그 결과 현재 생산된 DPSSL은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일본 등 19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현재는 100W급 DPSSL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PSSL관련 한국의 레이

저 회사와 협력 관계 설정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슴.    

● 주요 생산품

    1. CO2 레이저 

      - 모델명 : CT, SH, SR, UL계열  

      - 출력 : 3W - 240W까지 다양

    2. 다이오드 펌핑 고체 레이저

      - 모델명 : DPSS-08, DPSS-50, DPSS-100

      - 특성 : TEM00, 8W-100W, 3mm Dia, 0.5% power stability.

    3. Lamp pumped CW Nd:YAG 레이저

      - 모델명 : YAG-CW-50, YAG-CW-100

      - 특성 : 50W-100W, Multi-mode, 5-6mm Dia.

    4. Lamp pumped Pulse Nd:YAG 레이저

      - 모델명 : YAG-50, YAG-100

      - 특성 : 50W-100W, 25J-50J, 0.1-20ms

    5. Second and Third Harmonc Nd:YAG laser

      - 모델명 : YAG-SHG-5, YAG-THG-1

      - 출력 : 5W(532nm), 1W(355nm)

    6. Nd:YAG 레이저 마킹기

      - 모델명 : M-YAG-50, M-YAG-100

      - 특성 : 50-100W, 300 ch/sec, 10m/s, 고속 optical galvanometer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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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O2 레이저 마킹기

      - 모델명 : M-SR-10,50

      - 특성 : 10-50W, 10m/s, TEM00

    8. 레이저 용접기

      - 모델명 : W-50,100

      - 특성 : 300u이하 집속, 50-100W

    9. 기타 광학 부품 및 결정

      - Laser power/energy meter, AO Q switch 부품, optical 

        galvanometer 

      - Scanning mirror/lens, Laser mirror, Beam Expander

      - KTP crystals, Nd:YVO4 crystal, Nd:YAG rods 등

● 면담자 및 연락처 

    1. 陳義紅(Chen Yi Hong)

      소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책 : Chief Scientist  CEO

      연락처 : Tel. (+8627)87780500,  Fax : (+8627)8777612

      전자메일 : director@ChinaLasers.com

      URL : http://www.ChinaLasers.com

GTPE 실무자들과의 면담



- 380 -

GTPE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2) 武漢衆泰科技有限公司

    (Wuhan Zhongtai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 본 회사는 무한 광밸리 공업 지역에 위치하며, 박사,석사급 직원 32명 포

함, 총 106명의 직원이 일하는 레이저 가공 관련 기업임. 주된 사업 영역은 레

이저 인장 조각기, 레이저 공예품 조각기, 레이저 마킹기등을 제작, 판매하는 

일임.

● 주요 생산품

    1. 레이저 인장 조각기

       - 모델명 : ZT-B, ZT-C, ZT- N

       - 레이저 출력 : CO2,15W, 30W, 40W

       - 조각 정밀도 : 0.025mm

       - 판매가격 : 16,000위안 - 18,000위안

  

    2. 레이저 공예품 조각기

       - 모델명 : Z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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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출력 : CO2, 40W

       - 가공속도 : < 200mm/s

     

    3. 레이저 마킹기 

      - 모델명 : ZT-Z60

      - 레이저: Nd:YAG, 1064nm, 1-50kHz, 60W

      - 마킹 속도 : 2000mm-3000mm/s

      - 마킹 depth : 0.01-0.2mm/s

      - 주요 용도 : 전자부품, 항공기 부품, 유리, 통신 부품등

● 면담자 및 연락처

    1. 張有元(Zhang You Yuan)

      소속 : Wuhan Zhong Tai Digital Optoelectronic Equipment Co.,Ltd.

      직책 : Manager 

      연락처 : Tel : 027-87879901, 027-87870098  Fax : 027-87870897

      전자메일 : whztlase@public.wh.hb.cn

      URL : http://www.whzt.com

    2. 付俊(Fu Jun)

      소속 : Wuhan ZhongTai Science and Technology Co.,Ltd.

      직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 00862787870098, 87878489    

               Fax : 00862787870897  

      전자메일 : fujun@whzt.com, whztlase@public.wh.hb.cn

      URL : http://www.whzt.com

(3) 楚天激光集團 (Chutian Laser group)

 

● 1993년 무한 광전자 회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본 회사는 산업용 레이저 및 

의료용 레이저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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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대 규모의 그룹임. 무한,소주, 북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독

일,말레이지아 등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세계 10여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슴.  

● 회사 직원은 968명으로 그 중 185 명은 국가급 전문가, 교수급 고급공정, 

기술 직책의 전문기술 인력임. 조직은 크게 마킹, 용접/절단, 의료, 가공 4개로 

구성되며 수백개의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음. 국내외 레이저 관련 과학연구 학

술기구와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Esc/Shaplan 와 

합작으로 Wuhan Shaplan Chutian Medical Laser Manufacturing 회사를 설립

하여, 다양한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음.

● 최근에는 ISO9001국제 품질 체계 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자금 유치 및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외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과 광범위한 합작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이스라엘 ESC-Sharplan, 스위스 Bystronic 등). 현재는 레이저 

가공과 레이저 의료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측량, 생

명과학, 농업, 오락, 조명, 국방등의 레이저 응용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

    1. 레이저 마킹기

      - 레이저 특성 : 1.06um, 100W, 1-50kHz

      - 마킹 속도 : 3m/s, 100char/s 

      - 용도 : Micrometer, Rotating Platform, Cylindrical Surface, 

               IC 칩, 금속 캔, 담배, 

    2. 레이저 용접/절단 분야

      - JHT-2G 계열 : Li 전지 봉합용  

      - JHT-4G 계열 : 광섬유전송, 광통신에 응용

      - LJ- 1000 계열 : 고출력 레이저 용접기, 중국최초의 상업용 레이저

    3.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

      - 미용용 : Photoderm계열, Derma K, Quantum계열



- 383 -

 - 외과용 : Sharplan 2025/2045 (HO-YAG), CO2레이저 치료기 등 다

양 

● 면담자 및 연락처

1. 吳讓大(Wu Rang Da)

   소속 : WUHA CHUTIAN LASER(GROUP)CO.,LTD.

 직책 : President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86-27-87458847  Fax : +86-27-8756282

  Mobile :

 전자메일 : Wurangda@chutianlaser.com

 URL : http://www.chutianlaser.com 

Zhongtai 레이저 실무자와의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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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tian Laser 실무자와의 면담

(4) 武漢凌雲光電科技有限責任公司 

    (Lingyun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 2001년도에 설립된 본 회사는 박사급 직원 3명, 석사급 직원 5명을 보유하

여, DPSSL에 대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임. 최근에 설립되었지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임.

● 최신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기 위하여 독일에 레이저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일급 연구자를 채용,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DPSSL 관련하여 한국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희망하고 있슴.     

● 주요 생산품

    1. Fiber-coupled Diode Laser

      - 모델명 : LYFC-1,2,3,4 

      - Fiber 광 결합 효율 : > 75%

      - 출력 : 808nm, 18W - 60W

      - Fiber core Diameter : 400,500,600 um

      - Fiber numerical Aperture : 0.22,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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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iber-coupled Diode Pumped Nd:YAG Laser

      - 모델명 : LYDP-CW, LYDP-qs, LYDPG-cw, LYDPG-qs

      - 펌핑 : Fiber coupled laser diode

      - 출력 : 5,8,10W (1064nm), 1,2W(532nm)

      - 빔질(M2) : < 2 (1064nm), <4 (532nm)

      - 용도 : 레이저 가공, 의료용

  

    3. Diode Pumped Multi-spot IR and Green laser

      - 모델명 : LYM1-1, LYM1-2, LYMG-1

      - 출력 : 10W (1064nm), 2-3W (532nm)

      - 빔질(M2) : < 2

      - Beam Divergence : < 2mrad

    4. 기타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 Laser Marking system : LY-M-01, 5um 집속          

      - Laser Plotting system : LY-M-02, 20 um 집속

      - Micro Welding system : KPL5000, 0-5J, 5W, 100um 집속

● 면담자 및 연락처     

    

    1. 王鋒(Wang Feng)

      소속 : Lingyun Photoelectronic System Co.,Ltd.

      직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 27 83667131,  Fax. +86 27 83667131

      전자메일 : fwang@lupe.com.cn

      URL : http://www.lupe.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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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武漢郵電科學硏究院(WRI), 烽火通信科技股份有限公司

   (Fiberhom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Co., Ltd)

● 武漢郵電科學硏究院(WRI) 중앙기업실무위원회 직속의 첨단기술기업그룹으

로서, 중국내 광통신 사업을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음. 자체 개

발한 기술은 자회사인 Fiberhome을 통하여 상업화하고 있음. 주요 사업 분야

는 광통신 시스템,광 케이블, 광전자 부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과 생산

임.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ETRI), 미국의 Lucent Technology 와 그 목적 및 

사업 분야가 유사하다고 판단됨.

● 현 직원은 5000여명이고, 그 중 중국공정원 원사 및 많은 국가급 전문가, 

성부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단께 전문 인원이 있으며 본과 이상의 학력

을 지닌 인원이 75%이며 석사와 박사이상 학력의 직원은 총직원의 25%임. 중

국내 광섬유통신영역 5년 계획, 　863계획　등 중점과제 주요 담당단위였고, 

450여 개의 중대성과를 거뒀고, 90%이상의 과학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졌

슴. 

● 본 연구원에서 개발한 광통신설비, 광섬유 광케이블, 광전 부품 및 IP네트

워크제품과 무선통신제품은 이미 규모화, 계열화 생산을 하고 있으며 중국 통

신망 건설에 대량 응용되고 있으며 제품들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연 판매

액은 이미 20억 위안에 달함. 

● 본 기술조사단은 WRI의 전시실 및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광 섬유 Drawing, 

Cabling, fiber coupler, OADM FBG, DWDM, LD, PD 소자, Optical Cross 

connector(OXC), 32채널 10Gbps 시스템을 견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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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yun 실무자와의 면담

Fiberhome 전시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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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home에서 개발한 광 통신 

교환기 시스템

Fiberhome이 개발한 

광 케이블, 광전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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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1) 요 지 

● 중국은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광응용 산업이 될 것을 예측하고 중국의 주

요 도시인 무한, 광조우 및 장춘에 광응용 전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광밸리를 건설하고 있음. 특히 무한 광밸리는 광통신 및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산업이 중심으로서 중국 정부에서 광밸리로써 공식적으로 인정, 육성하고 있었

음. 

● 무한은 무한 광밸리와 주변 산업단지에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내국인의 고용인력 증대와 더불어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음. 

● 무한 광밸리의 외부적으로 드러난 내용과 수준은 주로 산업의 응용에 주로 

치중하고 있으며 거대시장의 잠재력에 걸맞게 공장 규모 면에서 대규모라고 

판단되었음. 

● 적용된 응용 기술 수준은 대체로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 수 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판단됨. 예로서 수 kW의 CO2 레이저의 경우 자체 생산품은 열처리 등

에 쓰이는데 비하여 드릴링등은 외국의 제품을 이용하고 수십 Watt의 diode 

pumped YAG 레이저의 경우 레이저 부분은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하는 

수준이었음. 즉, 품질면에서 아직 취약하며 산업응용 제품도 초기 단계의 제품 

생산이 주 생산 목표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장의 잠재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자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음. 

● 산업화된 레이저의 대부분은 CO2 레이저와 YAG 레이저에 집중되어 있었

음. 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첨단 제조기술에 활용

되는 고급 레이저 생산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음.

● 무한 광밸리를 포함한 중국지역에서 광통신용 능동소자에 대한 개발 및 생

산업체는 10개 미만으로 규모가 미미함. 특히 LD 및 PD 모듈 생산 설비업체

는 없어, 이분야에서의 한국기업진출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

단됨.  

● 전반적으로 한국 기술 조사단에 대한 무한 광밸리의 입장은 매우 우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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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이는 산업 초기의 기술적 부족을 당장의 해결과제로 안고 있어 기술력있

는 국내 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것도 있으며, 15년 이상 지속된 “863 계획”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고급 기술력 확보를 통한 독자적 생산 기반 마련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임. 이는 물론 이때까지의 투자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압

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됨. 

● 국내 레이저 업체의 기술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보다는 한 단계 앞서 

있다고 판단됨. 물론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개발은 국내에서 부족하긴 하나 중

간 정도의 출력은 레이저 beam의 quality와 안정도에서 중국의 제품을 능가하

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기술력을 가진 국내의 고체 레이저 업체의 중국 진출

은 앞으로의 거대 중국 시장을 내다본다면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방문에서 특히 금광레이저의 다이오드 펌프 고체 레이저의 Head개발

에 광밸리내 회사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광밸리 실무 관리들의 큰 

관심아래 합작투자에 대한 상담이 진행중임.

● 중국의 광산업은 저임금과 중간정도의 기술에 의한 중저가 제품을 바탕으

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목표로 전국가적인 지원하에 매진해 가고 있는 모

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또한 현재의 중저가 시장의 장악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고부가 가치의 고급 기술에 의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선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음. 

● 무한 광밸리는 풍부한 인력, 저렴한 원자재가, 커다란 국내시장 규모, 지역 

연구센타(화중과기대학, 무한대학등)와의 긴밀한 협력, 충분한 행정지원등으로 

인하여 레이저를 포함한 광 산업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

었다고 판단되었음. 아울러 광산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호의적

이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관산업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발전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2) 건의 사항 

● 중국 무한 광밸리 육성 계획의 방대함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필수적이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한 현지 정보의 포괄적인 수집, 분석이 

필요하고, 어느정도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광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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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이 요구됨. 국내 관련 기업간에는 서로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앞으로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같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 광기술 공동 연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한중 광기술 공동 연구센터에서는 중국시장개척이나 공동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업체들에게 기술 투자의 위험성을 보완해 주며, 국내 업체의 고급 기술

력 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 기업이 중국 회사와의 Joint Venture 회사 설립시 국가적인 행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참고로 중국 무한 광밸리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

립하는데 필료한 행정기일은 1주일이 채 안됨). 더불어 중국의 연구기관, 벤처

회사와 한국의 연구기관, 벤처회사와의 연결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 설립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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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조사단 파견 배경   

● 한중 광기술 협력 센타 사업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해, 국내 광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 협력 기반 구

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양

국의 광산업 업체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반 조성도 세부적 내용에 포함시

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위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산학연 광 기술 조

사단을 구성한 후 지난 4년간 중국의 각 지역에 파견하였음. 현재까지 상해, 

북경, 중경, 성도, 장춘, 광주, 심천, 무한에 있는 중국의 광 관련 연구기관, 대

학, 산업체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 하였고, 그 결과 중국 각 광 관련 기관의 

연구 및 산업 현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였고, 국내 광 관련 기관과 중국 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 창구 역할을 본 센타가 수행하고 있음.          

● 2002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광 산업이 미래의 주요 산업임을 인식하여 전략

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한 광밸리에 8명의 기술 조사단을 파견, 광 기술 및 

광 산업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음. 무한은 장춘, 광주와 함께 중국의 3대 광 

집적지로서 화중 과기대학등 많은 광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위치하

고 있음. 특히 무한 광 밸리는 레이저 광원, 레이저 가공, 광통신 분야가 체계

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광모듈 공정, 광통신시스템, fiber grating sensor 기

술이 우수함. 광 기술 관련 무한 지역과의 협력은 일부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협력 관계는 전무하였음. 그러나 작년도의 기술 조

사단 파견 결과 본 센타는 화중 과기대학 레이저 연구소, 무한 광 밸리 측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차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였음.   

● 무한 지역에 기술 조사단을 파견한 후 협력 관계 상황과 레이저 가공 산업 

현황을 국내 관련 업체에 소개하였음. 국내 레이저 산업체에서도 무한 지역의 

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 관련 업체들이 본 센타에 무한 지역에 기술 및 

시장 조사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한중 광 기술 협력 센타와 한국 광학 기기 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레이저 산업계를 중심으로하여 시장 조사단을 구성한 후 무한 지역

에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 올해의 파견에서는 작년도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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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향 조사에서 한걸음 나아가 직접적인 투자, 기술 협력 관계 설정, 중국 

시장 확대등 양국 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 협의를 목적으로 하였음. 이번 방문

에서는 주관 기관외에 국내의 7개의 레이저 산업계가 참여하였음.             

 

2) 세부 일정 요약

● 2003. 8. 24 ( 일 ) 

     ◎ 조사단 집결, 인천 출발, 무한 도착

     ◎ 무한 광 밸리 초청 만찬 참석   

● 2003. 8. 25 ( 월 ) 

     ◎ 무한 광 밸리 사무소 방문    

     ◎ 화중과기대학 방문

           - 화중과기대학 내 레이저 연구소 방문

           - 화중과기대학 레이저 연구소와 간담회 및 협력 방안 협의

     ◎ Accelink Technology Co., Ltd (WRI 소속) 방문

     ◎ WRI 내의 Fiber-Home 방문

     ◎ 武漢華工正源光子技術有限公司 방문

     ◎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방문 

           

● 2002. 8. 26 ( 화 ) 

     ◎ 무한 광 밸리 구역 광 관련 기업 시찰   

           - Jinshikai company

           - 武漢天駿激光有限公司 방문

           - 楚天激光集團 방문 

     ◎ 한중 기업들간의 좌담회        

            

● 2002. 8. 27 (수) 

     ◎ 武漢團結激光股份有限公司(Wuhan Unity Laser) 방문

    

     ◎ 무한 출발, 인천 도착, 조사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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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무한 광 밸리 (中國光谷) 

● 중국 무한은 면적 8467 km2, 인구 800 만명인 중국 중부의 최대 도시임. 

양쯔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상해-중경 철도노선과 북경-광주 철도노선의 교

차점으로서 중국 내륙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임. 이러한 지리적 여건의 도움으

로 각종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매년 10%이상의 GDP 증가율을 보이

고 있음. 상해, 심천등과 더불어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에는 한국의 청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는 등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1주 2회의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개설 되어 있음.

● 무한시는 1988년에 무한 동호 신기술 개발 구역(Wuhan East Lake 

New-tech Development Zone, WENDZ)을 설정한 이후 첨단 기술을 기반으

로 한 각종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광전자 정보 부분이 48%, 

기계 전자 집적 부분이 10%, 생명공학 부분이 7%, 재료 및 화학 부분이 2%, 

환경 공학 부분이 2%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음. 현재 5000 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중 1200 여개의 기업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매년 WENDZ의 경제 규모가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에는 총 등록 기업이 10,000개 이상 되리라 예상하고 있음.      

● WENDZ에서는 각 산업 및 등록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50 km2 안에 

대학 및 풍부한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18개의 대학과 56개의 

국가 및 지방 정부급 연구소가 위치하고, 10개의 국가 중점 연구실, 8000 여

명의 교수급 과학 기술 인력, 350,000 명의 학생이 있음. 이러한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 전자 정보 산업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WENDZ는 여러 산업 중에서 광전자 정보 산업을 특화하여 중국 정부에서

는 유일하고 인정받은 무한 광 밸리를 설립하였음. 무한 광밸리의 최고 책임자

는 무한시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무한 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

래 최근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무한 광 밸리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음. 지금까지 17개국에서 500개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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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의 NEC에서는 광 통신 설비, 이동통신 장비 제조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NOKIA, Philips등도 진출하고 있음. 한국 기업으로서는 동아제약과 

금호 그룹이 진출하고 있으며, 그 외 몇 개의 기업도 무한시로의 진출을 위해 

접촉 중임.     

● 무한 광밸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4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1. 정보 광전자 산업 분야     

      - Fiber, Cable, 광통신 계통 설비

      - 광 매질

      - 컴퓨터 통신부품, 고밀도 레이저 DVD

      - 평면 스크린 장비, 광 섬유 센서 등

    2. 에너지 광전자 산업 분야

      - 공업용 레이저 설비 및 응용 분야

      - 의료용 레이저 설비 및 응용 분야

      - 레이저 Source, 레이저 변조기

      - 레이저 가공 시스템

      - LED, 광센서

      - Image device, 레이저 홀로그램 등

  

    3. 소비 광전자 산업 분야

      - 이동 통신 단말기 부분

      - 정보 가전 부분 

    4. 소프트웨어 분야

      - 집적회로 전자 설계

      - CAD/CAM/CAPP      

      - GPS/GIS/RS, ITS

● 무한 광밸리는 전 세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기업에 다음과 

같은 특별혜택을 제시하고 있었음.

1. 현재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한 이후 모든 기업에게 국민 대우를 하고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해야함. 그러나 무한 광 밸리에서는 국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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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Hi-Tech 산업의 경우 일부 혜택이 남아 있음. 소득세의 경우 二免三

減法 제도를 시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후 2년 동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3

년 동안에는 50%의 세금을 면제해줌.

       

2. 투자 기업이 중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물건을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주

고 있음.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대상 물품 목록을 신청받아 접수한 후 

공시하고 있음.

3. 이외에도 행정 서비스 비용의 면제, 지적 재산권 보장 등을 시행하고 있

음.  

조사단과 무한 광밸리 담당자와의 좌담 장면



- 401 -

조사단과 무한 광 밸리 담당자와의 기념 사진    

● 본 기술 조사단은 무한 광 밸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광 밸리 책임자로부터 

WENDZ 및  

무한 광 밸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받았으며, 중국측 담당자들과 기술 

조사단 사이에 간담회를 가졌음.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한국 

광 산업 부분과 무한 광 밸리 사이에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

음. 그 일환으로 2003년 11월에 무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International 

Optoelectric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에 무한 광 밸리 측이 한국광

학기기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10개 이상의 전시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

의하고, 한국 광학 기기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로 합의하였음.

  

무한 전시회 참여 관련 협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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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華中科技大學 (HUST) 및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    

● 화중과기대학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중국 

교육부( Ministry of State Education) 산하의 국립대학으로서, WENDZ 및 무

한 광 밸리의 설립,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는 13명의 원사

(Academician)를 포함, 13,000명 이상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15개 이

상의 전문 연구실과 3개의 국가 중점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음. 

● 화중 과기대학은 대학 내에 창업 보육센타를 설립,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개발자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등을 통해 정책적으

로 각 실험실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산업화 및 기업화를 크게 장려하고 있음. 

그 결과 대표적으로 화공과기그룹을 창설, 5개의 자회사를 가진 대규모 회사

로 성장시켰음. 이외에도 대학 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학 주도아래 설립되어 

무한지역의 산업화 및 무한 광밸리 발전을 위한 핵심 두뇌역할을 수행하고 있

었음.  

● 본 기술 조사단에서는 1차 방문시  화중 과기 대학 소재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를 방문,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음(자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참조). 2차 방문에서도 상기 국가 중점 연구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조

사 업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 특히 2차 방문에서는 새로이 

Wuhan Huagong Hansun Laser를 방문하여 기술 조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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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중 과기대학과의 협력 방안 협의 모습

 레이저 연구소의 Lamp-pumped Nd:YAG 레이저에 대한 설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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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uhan Huagong Hansun Laser Co., Ltd.

● 본 회사는 2003년에 화중과기대학과 Wuhan Hansun Trading의 합작 투자

로 설립되었음. 화중과기대학의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의 개발된 기술과 미국의 PRIMA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된 생산 품목은 고출력 가공용 CO2 레이저가 있음. 또한 

PRIMA의 중국내 독점 대리점 역할도 하고 있음.     

● 주요 생산 품목 

        1. High Power Fast Axial Flow CO2 레이저

            - 주요 모델명 : Lance 2000, 2500, 3000, 4000

            - 파장 : 10.6 um

            - 출력 : 2.2 kW, 2.8kW, 3.1 kW, 4.1 kW

            - Beam mode : TEM 00/01

            - Operation mode : CW, Pulsed

            - 주요 용도 : Laser Cutting of metal sheet and tube,

                          Laser welding of Diamond saw blade

                          Laser coat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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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Laser 사의 4 kW 급 Fast Axial Flow CO2 Laser

4) Wuhan Unity Laser Co, Ltd

● 1994년에 설립된 Wuhan Unity Laser 사는 레이저 가공 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하이테크 기반 주식회사임. 

중국 최대의 고출력 CO2레이저 가공 플랜트 설비 생산 공장으로서 생산 제품

을 대만 및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또한 회사 규모를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상해, 천진, 광주, 산동, 광

서, 대만, 홍콩등에 11개의 분회사를 설립 하는등 현재 기업의 확장을 적극적

으로 도모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

   1. 고출력 overflow 형 CO2레이저 가공 설비

            - 모델명 : TJ-HL-T1000, 2000, 3000, 5000 

            - 용도 : 석유, 야금, 자동차, 조선 영역에서 금속 재료 및 비금속 재

              료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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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CF 계열 lasting light path

   

        3. SLCM 계열 Fixed light path 

        4. SLCF 계열 flying light path 등

● 연락처

        1. Tel : 0086-27-8745-2905

        2. Fax : 0086-27-87455027

        3. E-mail : info@unitylaser.com

        4. Web : www.unitylaser.cn

5) 武漢天駿激光有限公司 (Tianjun Laser Co., Ltd)

● 1999년에 설립된 Tianjun 레이저사는 레이저 및 레이저 마킹기를 개발, 판

매, 생산하는 회사임. 주로 광학,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개

발, 판매하고 있음. 주된 생산 품목은  laser sub-surface 식각 기계, 연속적

인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유리 식각 기계 등으로 중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

   1. TJYAG Serial Laser Subsurface Engraving Machines    

           - 용도 : 투명 물질 내부에 3차원 식각

           - 컴퓨터 제어 가능

           - 주요 모델 : 501A, 501B, 503B, 503D, 504, 505

           - 광원 : Nd:YAG 1.064um, 532nm,

           - Controlling system : stepper motor, servo motor 

        2. TJYAG Laser Marking Machine   

           - 레이저 마킹용

           - 광원 : Nd:YAG, 1.064um

           - marking speed : 10-7000 mm/s

           - line width of marking : 0.05-0.2mm

           - 주요 모델 : 100, 200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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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el : 0086-27-8745-3805

        2. E-mail : Lasers@Tianjunlaser.com

        3. Web : www. Tianjunlaser.com

天駿激光사의 Subsurface engraving machine  

6) 武漢郵電科學硏究院(WRI), Accelink Technologies

● 이번 기술 조사단은 1차 조사단 파견시 방문하였던 WRI 소속의 Fiberhome

과 더불어 같은 자회사인 Accelink Technologies사를 방문하였음. Fiberhome

에 관한 소개는 1차   방문 보고서에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Accelink Technologies사에 대한   소개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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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ink Technologies사는 중국내 광통신 사업을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

지고 설립된郵電科學硏究院(WRI)의 spin-off 기업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

음. Fiberhome과 더불어 WRI의 주력 기업임. 주로 광 통신에 이용되는 광 파

이버 부품, 집적 광 부품, 광 파이버 통신 테스트 장비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

는 기업임.   

● 광 통신 분야의 첨단기업 답게 100명 이상의 석박사급 연구원이 연구 개발

에 참여하고 있으며, Chinese Academy of Science나 Chines Academy of 

Engineering의 member도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무한대학, 화중과

기대학등의 연구진과도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863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30개이상의 국가급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음.  

 

1. Fiber Amplifier

    - EDFA-Booster Amplifier

    - EDFA-Line Amplifier

    - EDFA- Preamplifier Amplifier

    - EDFA For CATV system

    - EDFA Optical electric module for single channel

    - EDFA optical Module for Metro

    - Raman Fiber Amplifier 등 

    

2. WDM/DWDM

    - 200 GHz Channel Space DWDM

    - 100 GHz Channel Space DWDM

    - Coarse WDM(CWDM)

    - 160 Channel 50 GHz Channel Space DWDM

    - Interleaver

    - N channel OADM

    - High-isolation WDM-1310/1550nm

    - FBG Filter

3.  Optical module

    - Optical Power detec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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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O wavelength/mode converter 

    - Superluminescent Diode device 

    

4.  Micro-optic device

    - Optical Switch 등

             

● 연락처

   1. Tel : 0086-27-8769-3624

        2. E-mail : sales-dep@wri.com.cn

        3. Web : www. accelink.com

       Accelink Technology 사에 대한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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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을 환영하는 Fiberhome사의 안내문

Fiberhome사에서 개발한 광 통신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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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home사에서 담당자들과의 기념사진

7) 武漢華工正源光子技術有限公司 

   (Wuhan Huagong Genuine Optics Technology ) 

● 正源光子사는 Huagong Tech 그룹이 1억 5천 위안을 투자하여 만든 화공

과기 그룹의 자회사임. MOCVD, PECVD, RIE등을 보유하여 능동 광학 소자와 

광 모듈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 광 부품과 모듈에 대한 다수의 특허

권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전체에 판매 시장과 서비스 망을 확보하고 있음.

● 正源光子사는 무한 광밸리의 양호한 발전 환경과 인접한 화중 과기대학의 

기술 지원아래 국가계획위원회, 경제 무역 위원회, 과학기술부의 10개 과제 항

목을 맡아 수행하면서 중국 최대의 광 통신 부품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

음. 

● 현재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MOCVD 성장 시스

템, 반도체 광 전자 부품 생산 라인, 부품 결합 패키지 생산라인, 광 수신/광 

송신 모듈 생산라인등의 생산 시스템이 있으며, 1310nm/1550nm 반도체 레이

저 부품, 980nm 펌프 레이저 부품등을 생산하여 SDH/PDH 광 섬유 전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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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WDM/DWDM, 광 계측 산업 부분에 판매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음.

    1. DLD-D3X Laser Diode

        - High reliability DFB laser Chips 

        - low threshold current and operating current

        - 1310nm & 1550nm

        - 용도 : CATV, CDMA

    

    2. DLD-F3x Laser Diode 

        - High reliability FP Laser Chips

        - Receptacle or coaxial-pigtail package

        - 1310nm & 1550nm 

        - CDMA 이용

    

    3. ALD-X 14-Pin DIP Laser Module

        - 14 Pin DIP package 

        - FP/DFB Laser diodes

        - 1310nm/1550nm

        - Single-mode fiber output

    

    4. DPD-PX Planar PIN Detector Module

        - High responsivity InGaAs planar PIN detector

        - Low capacitance, low dark current

        - 1100-1650nm

  

    5. MRF-CX CDMA Optical Repeater Module

       - Applied to CDMA optical repeater

       - 1310nm, 1550nm transmit

       - RF amplifier inside

  

    6. 기타  

       - BLD-D3X CATV Laser module

       - MXF-24X Gigabit SFF-LC Transceiver

       - Glass Grating for optical pi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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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R-24X 1.25G Transceiver 등

        

● 연락처

   1. Tel : 0086-27-8718-0203

        2. E-mail : marketing@genuine-opto.com

8)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Wuhan Huagong Laser Engineering Co.,Ltd.)

● 화공 레이저는 1997년 화중과기대학내의 레이저 국가 중점 연구실이 주축

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華工科技’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임. 현재 중

국 제일의 산업용 레이저 관련 회사로서 무한 광 밸리 지역의 레이저 부분에

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화공 레이저는 대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레이저 기술을 사업체로 이전한 대

표적인 모델 케이스임. 현재에도 화중 과기 대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어 대학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이 직접적으로 기업 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화중과기대학도 약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주 사업 영역은 CO2레이저와 Nd:YAG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용접, 절단, 

마킹, 열처리 시스템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분야임. 

● 주요 생산품은 아래와 같음.

  

1. DW5000 LD Pumped Nd:YAG Laser Marker    

  - 광원 : 1064nm LD pumped Nd:YAG 

  - 출력 : 50W

  - Scanning : Galvanometer optical scanner 

  - Speed : 1 to 3000 mm/s

  - 분해능 : 2um

  - 주로 금속 표면의 마킹에 이용

2. HGL-LWY 60 Laser Welding System

  - 광원 : 1064nm Nd:YAG 

  - 출력 : 40J, 60W

  - Focused spot diameter : 0.20-1.5mm

  - spot welding, slot welding, repair welding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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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GL-LFM10F Fiber-optic Laser Marking System

  - 광원 : 1060+-10 nm Nd:YAG

  - 출력 : 10W

  - Modulation frequency : 20-100 kHz

  - 최대 마킹 속도 : 7000 mm/s

  - Position accuracy : 0.02mm

4. HGL-LSC Serial High Speed Marking Systems

  - 광원 : CO2 레이저

  - 출력 : 10W to 100W 

  - 최대 마킹 속도 : 200 Character/s

5. HGL-SMO DPSS Laser Marker

 - 광원 : DPSSL 1.06um

 - 출력 : 10W - 50 W 

 - Max line scanning speed : 7000 mm/s

 

6. HGL-LM Laser Marking System

 - 광원 : CO2 or YAG

 - 출력 : CO2 (25W), YAG (50W)

 - Marking Speed : 300mm/s

 - Accuracy : +- 0.1mm

7. HGL-30M Multi-Function Pulsed Laser Processing System

 - 광원 : Nd:YAG , 532nm

 - 출력 : 40-100 mJ/per pulse

 - Numerical control system : 5 axis

8. HGL-LWY50 Multi-Beam Laser Welding System

 - 광원 : Nd:YAG

 - 출력 : 70 W

 - Single pulse energy > 70J

● 연락처

 1. Tel : 0086-27-87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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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x : 0086-27-87180288

 3. E-mail : info@hglaser.com

 4. Homepage : www.hglaser.com 

화공 레이저의 레이저 천공기

9) 楚天激光集團 (Chutian Laser group)

 

● 무한 광밸리의 선두 주자인 본 회사는 산업용 레이저, 의료용 레이저, 정밀 

레이저 가공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내 레이

저 관련 최대 규모의 그룹임. 회사 직원은 968명으로 그 중 185명은 국가급 

전문가, 교수급 고급공정사, 기술 직책의 전문기술 인력이며 중국 과학원의 원

사 1명도 상근으로 일하고 있음.

● 중국내 레이저 분야에서 최초로 ISO 9001품질 인증을 획득하였고, 마킹, 

용접/절단, 의료, 가공 4개의 분야로 조직을 구성하여 수백 개의 제품을 생산

하고 있음. 무한, 소주, 북경등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US, UAE, 말레이지

아 등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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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T-LMG60 High Speed Laser Marking System 

       - 광원 : Nd:YAG, 1.06 um

       - 출력 : 50 W

       - Marking speed : 7000 mm/s

       - 용도 : IC unit, Bearings, Clock & watch 등

    2. CT-LMIOD Laser Marking System

       - 광원 : Nd:YAG, 1.06um

       - 출력 : 8 W

       - Speed : 0-7000 mm/s

       - 용도 : 전자, Art gift, Hardware tools 등

    3. CT-LED60 Laser Engraving and Cutting System

       - 광원 : CO2 레이저, 10.6um

       - 출력 : 60 W

       - 용도 : Acrylic, Leather, Nonmetal

    4. JHM-3GX Optical Fiber Transmission Laser Welder

       - 광원 : Nd:YAG 1.06um

       - 출력 : 60 J

       - 용도 : Optic-fiber Communication, Fc/Sc detector, Fc/Sc Laser

    5. JHM-IGY-300B Laser Welding System 

       - 광원 : Nd:YAG, 1.06 um

       - 출력 : 300 W

       - 용도 : Space and aviation, Electronics, Machinery

● 연락처

   1. Tel : 0086-27-87459025

   2. Homepage : www.chutianla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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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tian Laser사에서 레이저 가공기 설명모습 

Chutian Laser의 레이저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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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tian Laser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

Chutian Laser 임직원과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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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지역 기업들과의 좌담회 모습

10) 주요 면담자  

    1. 許桂華(Guihua Xu)

      소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책 : 副總經理 

      연락처 : Tel.  +86-27-87720426, 87452905, 87455805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2. 陳海斌(Haibin Chen)

      소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86-27-87452907, 87452905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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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段少華(Shaohua Duan)

      소속 : Wuhan Unity Laser Co., Ltd.

      직책 : 副總經理 

      연락처 : Tel.  +86-27-87412696   

               Fax : +86-27-87455027

      전자메일 : info@unitylaser.com

4. 吳讓大(Wu Rang Da)

      소속 : WUHAN CHUTIAN LASER(GROUP)CO.,LTD.

      직책 : President Senior Engineer

      연락처 : Tel : +86-27-87458847    Fax : +86-27-87561282

      전자메일 : Wurangda60@chutianlaser.com

      URL : http://www.chutianlaser.com 

      

5. 賀新怡(Xinyi He)

      소속 : Tianjun Laser Co., Ltd

      직책 : President 

      연락처 : Tel : +86-27-87451973    Fax : +86-27-87453805

      전자메일 : hexinyi@tianjunlaser.com

      URL : http://www.tianjunlaser.com 

6. 張燕(Equal Zhang)

      소속 : Wuhan Guide Optical Electronics Co.,Ltd.

      직책 : Sales Manager

      연락처 : Tel : +86-27-87526607    Fax : +86-27-87526810

      전자메일 : Equal@guide-infrared.com

      URL : http://www.guide-infrared.com 

7. 柯細軍(Xijun Ke)

      소속 : Tianjun Laser Co., Ltd

      직책 :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 +86-27-87463745    Fax : +86-27-87453805

      전자메일 : kexijun@tianjunlaser.com

      URL : http://www.tianjunlaser.com 

8. 丁元東(Baldwin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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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China Laser Solution Co.,Ltd.

      직책 : Manager of Product Dept.

      연락처 : Tel : +86-27-87454983    Fax : +86-27-87561282

      전자메일 : Baldwin.Ding@sinolaser.com

      URL : http://www.sinolaser.com 

9. 任昭(Jupiter Ren)

      소속 : Accelink Technologies Co.,Ltd.

      직책 : Sales Manage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연락처 : Tel : +86-27-87693624    Fax : +86-27-87691456

      전자메일 : sales-dep@wri.com.cn

      URL : http://www.accelink.com

10. 陳義紅(Chen Yi Hong)

      소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책 : Chief Scientist  CEO

      연락처 : Tel. (+8627)87561626,  Fax : (+8627)87561630

      전자메일 : director@ChinaLasers.com

      URL : http://www.ChinaLasers.com

11. 密紅(MI HONG)

      소속 : HG Genine

      직책 : Manager(Marketting Dales Dept.)

      연락처 : Tel. (+8627)87180102,  Fax : (+8627)87180220

      전자메일 : mh@genuine-opto.com

      URL : http://www.genuine-opto.com

12. Tang Xiahui

      소속 : HG Laser

      직책 : Vice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27)87180205,  Fax : (+8627)87180208

      전자메일 : txh@hglaser.com

      URL : http://www.hglaser.com

13. Wen Liu

      소속 : Accelink Technologie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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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CTO(Ph.D)

      연락처 : Tel : +86-27-87692146    Fax : +86-27-87802735

      전자메일 : liuwen@wri.com.cn

      URL : http://www.accelink.com

14. 王建利(Jianli Wang)

      소속 : Wahan Research Institute of P&T

      직책 : Director

      연락처 : Tel : +86-27-87693394    Fax : +86-27-87802570

      전자메일 : jianli.wang@wri.com.cn

     

15. Luo Yong

      소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책 : Project Manager(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연락처 : Tel : +86-27-67880063    Fax : +86-27-87802764

      전자메일 : luoyong@wehdz.gov.cn

      URL : www.wehdz.gov.cn

16. 易典平(Yi Dian Ping)

      소속 : Hubei Guangtong Photoelectronic System Co., Ltd.

      직책 : Manager of IMP & EXP.dep

      연락처 : Tel. (+8627)87770061,  Fax : (+8627)87561630

      전자메일 : international@ChinaLasers.com

      URL : http://www.ChinaLasers.com

17. Liu Shankun

      소속 :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직책 : Vice Director, Associate Professor

      연락처 : Tel. (+8627)87541776,  Fax : (+8627)87549130

      전자메일 : hglaser@public.wh.hb.cn

      

18. 魏志國

      소속 : Wuhan Jiaming Laser Co., Ltd

      직책 : Director

      연락처 : Tel. (+8627)87925606,  Fax : (+8627)87925600

      전자메일 : whjm@public.wh.h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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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Yamin Xia

      소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책 :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Bureau)

      연락처 : Tel. (+8627)67880055,  Fax : (+8627)667880291

      전자메일 : wppc@sohu.com

20. Wang Ji Zeng

      소속 : Wuhan East Lake High-Tech Development Zone

      직책 :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2))

      연락처 : Tel. (+8627)67880037,  Fax : (+8627)87802764

      전자메일 : wangjz@wehdz.gov.cn

      URL : www.wehdz.gov.cn

21. Li Shimin 

      소속 : Wuhan Huagong Hansun Laser Co.,Ltd.

      직책 : Director , Chief Scientist

      연락처 : Tel. (+8627)87557063,  Fax : (+8627)87554448

      전자메일 : smli@mail.hust.edu.cn

22. Zhu Xiao

      소속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책 : Director(Laser Institute), Professor

      연락처 : Tel. (027)87541781(O)  Fax. (027)87543755

      전자메일 : zx@hust.edu.cn

23. Zhang Li Hua

      소속 : HG Genine

      직책 : Vice General Manager

      연락처 : Tel. (+8627)87180102,  Fax : (+8627)87180735

      전자메일 : lhzhang@genuine-opto.com

      URL : http://www.genuine-o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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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 중국은 주요 도시인 무한, 광조우 및 장춘에 광 응용 전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광밸리를 건설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국가적으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특히 기술 조사단이 2차에 걸친 방문한 무한 광밸리

는 광통신을 비롯하여, 현재는 의료 및 산업용 레이저 산업의 중심으로서 용

접, 절단 등 가공과 마킹, 미용 등에 응용하는 레이저 생산 산업이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로 육성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육성된 기업으로서는 화공레이저, 

Chutian Laser를 들 수 있음.

● 무한 소재 업체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레이저 산업체의 기술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무한 광밸리의 산업체들은 직접적인 산업에의 

응용 위주로 치중하고 있고, 중국의 레이저 관련 내수 시장이 워나 커서 향후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산업화된 레이저의 대부분은 CO2 레이저와 

YAG 레이저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첨단 제조 기술에 활용되는 

고급 레이저 생산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음. 품질면에서는 아직 취약하며 산

업 응용 제품도 초기 단계의 제품 생산이 주 생산 목표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 광밸리와 주변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의 중

급 및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 레이저 기업을 유치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 1차 방문때에 비해 2차 방문시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규모나 제품 생산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음. 비어있던 

대부분의 공간도 레이저 장비등으로 채워졌으며, 관련 종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 조사에 참가했던 한국의 레이저 업체 대표들도 중국의 레

이저 산업이 조만간에 한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대한 대

처 방안으로서 국내 레이저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 공생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중국의 major 레이저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 설정을 통한 경쟁 완화 및 미국, 

유럽 시장의 개척에 대한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참가자들 사이에 공

유되었음.     

● 한국 기술 조사단에 대한 무한 광 밸리의 입장은 1차와 동일하게 2차 방문

시에도 매우 우호적으로, 오히려 공격적일 만큼 적극적이었음. 특히 2차 방문

의 경우 한국의 기술조사단 멤버들이 한국의 레이저 업체들의 대표들인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술적인 협력을 성사시켜 한 단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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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킨 산업 기반을 다지려는 면이 있었음. 특히 기술력이 중국에 비해 앞선 

것으로 판단된 이오테크닉스, 한광, 오리엔트 엠지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 

향후 레이저 마킹이나 산업용 레이저 설비, 의료용 레이저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앞으로의 거대 중국 시장을 내다본

다면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광밸리 실무 

관리들의 큰 관심아래 합작투자 및 한국공단의 조성 등에 관한 상담이 진행 

중임.

● 결론적으로 무한 광밸리는 풍부한 인력, 저렴한 원자재, 커다란 국내시장, 

지역 연구센타 (화중과기대학, 무한대학등)의 풍부한 고급 인력, 열성적인 행

정 지원등으로 인하여 레이저를 포함한 전 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음. 아울러 광산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호의적이고, 우수한 인력들이 광산업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IV. 수집 자료 목록 

1) 무한 광 밸리(中國光谷) 소개 자료  

2) Wuhan Huagong Hansun Laser 소개 자료 및 제품 카달로그

4) Wuhan Unity Laser 소개 자료 및 제품 카달로그

5) 武漢天駿激光有限公司 소개 자료 및 제품 카달로그

6) Fiberhome 소개 자료

7) Accelink Technologies 소개 자료

8) 武漢華工正源光子技術有限公司 소개 자료

9) 武漢華工激光工程有限責任公司 소개 자료

10) 楚天激光集團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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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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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고서 작성자

       양자광학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차  형  기

       양자광학기술개발부     선임연구원      박  승  규

  5. 중국 무한 광기술 조사단 인적 사항

구분 이 름 소  속 / 직위 분야

기 업

채진석

Chae Jin Seok
한국전광(주)/사장 광응용 부품

김성호

Kim Sung Ho
부원광학(주)/연구소장

광통신 및 

광학부품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

우정원

Wu Jeong Weon

이화여자대학교(교수)/

한국광학회(총무이사)
나노광학

연구소

박승규

Park Seung Kyu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광계측

차형기

Cha Hyung Ki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책임연구원/

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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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여행의 배경   

● 한중 광기술 협력 센타 사업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해, 국

내 광산업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양국의 광산업 업

체들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반 조성도 세부적 내용에 포함시켜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 이에따라 본 과제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광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된 기술조사단을 지난 5년간 파견하여 중국 광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
였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의 상해, 북경, 성도, 총칭, 장춘, 무한, 광조
우 및 심천 등에 있는 여러 광기술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 등을 방문 시찰하
였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여러 광기술 관련 기관과 중국의 여러 광기술 기관들
의 상호협력을 유도하였다.

● 현재 중국 정부는 광응용 기술이 미래의 주요 산업임을 인식하고 중국의 무한
과 장춘및 광조우에 각각 거대한 광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한 광
밸리는 중국 정부로 부터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으며,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무한은 화중 과기대학등 많은 광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위치하
고 있으며, 특히 무한 광 밸리는 레이저 광원, 레이저 가공, 광통신 분야가 체계
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광모듈 공정, 광통신시스템, fiber grating sensor 기술이 
우수하다. 광 기술 관련 무한 지역과의 협력은 일부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접
촉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협력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지난 2차에 걸친 기
술 조사단 파견 결과 본 센타는 화중 과기대학 레이저 연구소, 무한 광 밸리 측
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차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였다.

● 당해연도에는 국내 산·학·연 광기술 전문인 5인으로 구성된 중국 광산업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여 중국 무한의 광전자 및 광응용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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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세부내용

2004. 6. 13.( 일 ) 

      인천 출발, 중국 무한 도착,

      Zhu Xiao교수와 Xu Desheng교수(Laser Institute, HUST)와 방문기관 및 일정 
      협의 

2004. 6. 14.(월)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도착
      - 부소장, 투자유치국 국장 및 실무자 면담
      

    FiberHome Technologies 방문
      - 기술부 부장 및 실무자 면담
      - 상호 기업 현황 설명 및 기술 토의

    Chutian laser group 방문
      - 부사장 및 실무자 면담
      - 레이저 가공기, 마킹기, 고출력 레이저 응용 산업 현장 등 현장방문
      - 기술자간 상호 기술토의

      Miracle Laser Systems Co. 방문
      - 실무자 면담
      - 의료용 레이저 생산 현장 방문 및 회사현황 설명
      - 상호 관련 부품업체의 부품 설명

   

    Wuhan Huagong Genuine Optics Technology Co., Ltd.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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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자 면담
    - 생산현장 방문 및 생산현황 설명
                               

     HG Laser 방문
     - 부사장 및 실무자 면담
     - 고출력 레이저 응용 산업 장치 현장 방문
     - 기업 현황현황 설명
     - 상호 관련 업체 부품 설명

2004. 6. 15. ( 화 )

      HUST 내의 주요 연구시설 및 벤쳐 창업 회사들의 생산 현장 방문 및 기술 
      토의

      . R&D center of Optical-Network Device and Technology

      .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 and Engineering

      . The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 Department of Optoelectronic Engineering

      . Wuhan Huagong Hansun Laser Co. Ltd

      . Image Technology Branch of Huagong Tech. Co. Ltd

      . Rapid Manufacturing Center

      . Colleg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2004. 6. 16. ( 수 ) : 중국 무한 출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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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본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 센터 운영과제에서는 지난 제 1, 2차 무한 광
산업 기술조사단 파견에 이어 광전자 및 광응용 산업 조사를 위한 제 3차 
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여 무한 광밸리 지역에 파견하여 중국의 광산업 현황
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무한 광밸리 지역의 광산업은 중국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으로 국내 광산업 업체의 관심이 높
은 지역이다. 금번 제 3차 기술조사단 멤버의 구성은 지난 1, 2차 기술조
사단과는 다르며, 기술조사단의 참여 멤버가 원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중국
의 산업 현황 파악과 상호 생산품 소개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하였다. 본 보
고서에는 지난 1, 2차 기술조사단 파견에서 보고된 부분에서 기술한 내용
에 대해서는 중복 기술을 줄이고자 한다.

1)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현황

●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은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발구로 1988년 10월에 창립되었다. 

● 1991년 3월에는 중국 정부에서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을 국가급 고급신기술 산업개발구역으로 비준하였
으며,

● 2000년 7월에서1991년 3월에는 중국 국가과학기술부와 외교부에서 
APEC 과학기술 공업원구역으로 비준하였으며,

● 2001년 1월에는 국가기술부에서 무한동호신기술개발구를 국가횃불계
획 무한 광전자기술산업화 기지로 비준되었다.

● 또한 2001년 7월에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을 중국에서 유일한 국가광전자산업
기지로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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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주변에는 18

개의 유명한 대학과 56개의 국가급/성급 과학연구 기관이 있으며 10

개의 국가중점 연구실이 있으며 7개의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가 운영
되고 있다.

● 또한 45명의 원사급(중국과학원원사/중국공정원원사) 연구원이 있으며 
800여명의 교수급 연구원들과 약 20만명의 과학기술전문 기술자들이 
있다. 현재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주변 대학 재학생 수는 약 35만명이며, 이들 재학생들의 과학실력은 
중국대륙에서 3위 정도이며 광전자 정보산업기술 수위는 중국 전역
에서 수위급이다.

● 개발구 내의 산업구조를 보면,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내에는 “무
한 중국광밸리”에 광전자 정보산업을 우선순위로 집중시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공정 및 신의학 산업, 기계 및 전력설비 산업, 고급 
기술화된 농업산업 등 고급 기술을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
었다.

● 개발구 내의 기업 규모 및 구성을 보면,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내에 등록
된 기업의 수는 5,368개(2002년말 기준)이며, 이 가운데에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50개 이며, 신기술기업이 1,293개이며, 

중국측에서는 2005년에는 약 10,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
다.

 ● 개발구 내의 생산기지를 보면,

    중국 최대의 광케이블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광전자 주요 부품 주요부품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레이저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광통신 상품 연구개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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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 급 소프트웨어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CAD 소프트웨어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다중매체 소프트 생산기지,

    중국 최대의 식품 환경보호 포장재료 생산기지,

    아시아 최대의 생물농약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등이 있다.

● 산업 개발 인재면을 보면,

    개발구 내의 대학 재학생은 약 35만명이며, 매년 50,000여명이 졸업하
며,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개발구에서 약 6,000명의 인재를 채용하였
다.

● 지리적 잇점면에서 보면,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한시는 지리적 잇점이 우수한 지역이다. 

무한시는 중국 중부의 큰 도시이며, 총면적은 8467 평방킬로미터이
며 인구는 813만명이며 양자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 무한시는 
북경, 상해, 광조우, 중경, 서안등의 대도시와 1000킬로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활동에서 지리적으로 중
심이다.

● 무한은 중국 중부에서 경제, 정보, 교통, 금융, 문화 상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 무한은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이며, 현재 철강과 자동차, 기계 전력
설비 및 신기술의 4대 지주 산업을 형성한 동시에 중국 내에서 중요
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면,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은 무한의 
문화 중심지인 무창에 위치하고 있다. 무창의 아름다운 동호 풍경 지
구내에서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은 
50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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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시설 환경을 보면,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내에는 
많은 고등학부와 과학 연구기관 및 세계에서 혹은 전국에서 유명한 
신기술 기업외에도 각종 쇼핑시설과 문화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공공
시설로는 대형마켓과 은행, 성급 고급 호텔, 병원, 의료보건센터, 대
형 전시회장이 있다. 문화시설로는 극장과 문화예술센터, 국제기술교
류센터, 정보센터, 광전자 박물관, 인력교류센터, 스포츠센터 및 도서
관 등이 있다.

● 정책상의 잇점을 보면, 

     무한의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은 
국가와 호북성 및 무한시 개발구 등의 우대정책을 지원받는 지역이
다.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은 무한
시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급 신기술 개발구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일체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 기업의 소득세 정책면을 보면, 

      투자 기업은 외상 투자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신기술 기업은 “2면세 3반감”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2면세 3반감”정책이란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2년까지는 소득
세 면제를 받으며, 3년에서 5년까지는 50%의 면제를 받으며, 6년째 
부터는 15%를 면제받게 됨을 뜻한다.

● 소득세 면제 관련 수출 우대 정책면에서 보면, 

     신기술 기업의 수출액이 년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세무부분의 확인을 거쳐 기업소득세의 10%를 면제받게 된다.

● 호북성 우수산업 정책면에서 보면, 

     중국 국가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수산업 목록”중 열거된 14종 산
업에 부합하는 산업은 모두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중의 장려형과 
동등한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이 그 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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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의 기초설비
로는, 

   급수와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 배수 및 폐수처리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 개발구 내의 통신 상황을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망이 전 개발구 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구 내에는 중국 전신, 중국 왕통, 중국 연통 등 전신 서
비스 업체의 영업부들이 운영되고 있다.

● 도로교통을 보면,

     개발구 내의 도로망은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
하다. 시내의 여러 주요 간서도로 외에도 개발구내 및 개발구 주변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국도등이 있다. 예를 들어 무황 고속도로(무한-황
석), 호용고속도로(상해-성도), 경주고속도로(북경-주해), 107국도(북경
-심수), 106국도(북경-광조우), 318국도(상해-섭라목), 136국도(복주-난
주) 등이 있다.

● 철도 교통을 보면,

     개발구로부터 무창역까지는 10Km거리이며, 남환철도가 개발구를 
통과하고 있으며, 3Km의 거리에 유방역이 위치하고 있다.

● 해상교통을 보면,

      개발구는 한구여객 부두로부터 20Km 떨어져 있고, 백호산 부두와 
청산무역 부두와는 대략 25Km거리에 있다.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이 소요된다.

● 항공 교통을 보면,

     천하국제공항과는 약 40Km 거리에 있으며 교통편을 이용할 겨우에
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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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구의 산업구성을 보면,

     현재 산업기구 현황을 보면, 광전자 정보 산업이 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 및 전력 설비 산업이 
10%이며, 생물/의학 산업이 10%, 신소재 산업이 6%, 환경부분이 
7%이며 기타 산업이 19% 정도이다.

● Annual Revenue를 보면,

    2003년도 annual revenue는 480억 RMB이며, 2004년도에는 560억 
RMB를 예측하고 있었다. 현재, 개발구 내에는 6,000개의 기업이 운
영되고 있으며, 매년 1,00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있었다.

● 기업에 고용된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 결과,

   개발구 내 기업에서, 대졸 직원의 평균 임금은 2,500 RMB/월 정도이
며, 

   정보통신 관련 업종 직원의 경우에는 3,000 RMB/월 정도라고 하였
다. 

   광학 부품 생산 회사의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인 경우에는 1,000 

RMB/월 이라고 하였으며, 대졸 신입 사원의 경우 1,500 RMB/월 정
도라고 하였음.

● 현재, 중국 정부의 고민 거리 중의 하나인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 결과, 

     중국 무한 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양자강을 중심으
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력 수급 상황이 훨씬 우수한 편이라고 
강조하였음. 현재, 무한 주변에는 800만 KW급과 1,000만 KW급의 
대형 수력 발전소 및 120만 KW급의 소형 수력 발전소가 있어 전력 
수급상황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함. 현재, 70만 
KW급의 수력 발전소를 26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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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berHome Technologies

● 1976년에 광파이버 생산 회사로 설립된 FiberHome Technologies사는 
중국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광통신 관련 기업으로 2003년
도 총매출이 29억 RMB 정도였다. 

● 기업의 구성은 관리 9%, 생산 25%, 연구 34%, 판매/영업이 3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원구성 면에서 석, 박사급이 24%, 학사급 66%,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었다. 

● FiberHome Technologies사의 구성을 Headquarters와 Affiliated 

Companies로 분류하면,

        - Headquarters는
          . general office

          . industrial development department

          .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planning department

          . import and export department

          . finance department

          . corporate culture promotion department

          . human resources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 Affiliated companies는
          . 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Co.

          . Wuhan FiberHome Network Co., Ltd.

          . Wuhan Zhongguang Technologies Co., Ltd

          . Beijing Northern FiberHome Technologies Co., Ltd

          . Wuhan Hongxin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 Ltd

          . Accelink Technologies Co., Ltd

          . Wuhan Telecommunication Devices Company

          . Yaguang Company

          . Meiguang Company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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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은 현재 약 5,000명이며, WRI(Wuhan Research Institute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에서 개발한 광통신 관련 각종 기술을 
상용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광대한 중국 대륙 내의 거대한 내수 시
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주요 제품들은 해외로 수출도 하
고 있었다.

●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은,

   - 고속 광대역 광통신 시스템
   - 광대역 광접속 시스템
   - IP 네트웍 라이팅 및 스위칭 시스템
   - 무선통신 및 통신 전원 장치
   - 광파이버 및 케이블류
   - 광전자 장치류 등이다. 

● 미국의 Lucent Technology사나 우리나라의 한국통신이나 전자통신연
구원과 유사한 기업으로 세부적인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 High-speed broadband optical transmission systems

      . optical transport network node equipment

      . optical cross-connection equipment

      . optical add-drop multiplexing equipment

      . optical network management systems

      . DWDM equipment(Nx10Gb/s, Nx2.5Gb/s)

      .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eries equipment

        (STM1=100Mb/s  ~  STM64=10Gb/s) 

    - Fiber-optic broadband access system

      . full service access network

      . ATM-based broadband access systems

      . active optical access systems

      . narrowband passive optical network equipment

      . metal wire access equipement

      . integrated broadband acc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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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network routing and switch systems

      . Gb 라우트와  Gb ethernet스위치류 및 각종 게이트웨이 등
    - 각종 Wireless communication and power supply류 
    - Fiber products

      . G.652 fiber

      . G.653 fiber 

      . G.655 fiber 

      . data fiber 

      . er-doped fiber 

      . dispersion compensated fiber 

      . polarization holding fiber 

      . plastic fiber 등 
    - Cable products류
    - Photoelectronic devices

      . EDFA series

      . Raman fiber amplifier

      . optical fiber connector series

      . WDM series

      . optical isolator series

      . optical coupler series

      . optical attenuator series

      . optical circulator and 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series

      . optical filter serise

      . semiconductor laser

      . optical detectors

      .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module

      . optical integrated module

    

● 본 기술조사단은 FiberHome Technologies사의 기술부장 및 실무자들
과 면담을 통하여 FiberHome Technologies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전시장 및 생산품을 견학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 기술토의 및 
협력협의를 하였으며, 국내 관련 광통신 부품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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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하였다.

3) Chutian Laser Group

● Chutian Laser Group은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을 생
산하는 회사로 1993년에 무한 광전자 회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
이다.

● 현재 절단, 용접등의 산업용 고출력 CO2레이저와 YAG레이저 및 마
킹용 레이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부 미용 및 수술을 위한 의료
용 레이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레이저 시스템 생산 회
사이다.

● Chutian Laser사는 무한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판단되었다. 

본 기술조사단이 방문하기 1주일 전에도 중국의 총리가 이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전시실 내에는 이스라엘 총리 및 중국의 여러 귀빈들
이 방문한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 Chutian Laser Group은 무한과 북경 및 소주에 자회사를 갖고 있으
며, 광대한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대량으로 레이저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해외 10여개 국에도 수출
하고 있었다.

● 현재 직원의 수는 1,000여명이며, 조직은 마킹용 레이저 부분과 용접 
및 절단용 레이저 부분, 의료용 레이저 부분, 가공용 레이저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 본 기술 조사단은 Chutian Laser사의 부사장 및 실무자를 면담할 수 
있었으며, 전시실 및 레이저 시스템의 생산과정을 시찰할 수 있었다. 

회사 내에서는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생산라인에서는 마킹
용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약 40대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었으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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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약 30대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었으며, 각
종 열처리용 레이저 시스템 및 정밀제어, 절단용 레이저 등을 시찰할 
수 있었다. 

● Chutian Laser Group의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 마킹용 레이저 시스템
   - 용접 및 절단을 위한 고출력 Nd:YAG레이저 시스템
   - 용접 및 절단을 위한 고출력 CO2레이저 시스템
   - 열처리용 레이저 시스템
   - 자동제어가 부착된 정밀 임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 기타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

4) Miracle Laser Systems Co., Ltd

● Miracle Laser사는 Chutian Laser Group의 자회사이며 의료용 레이저
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 전시실에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주요 레이저 시스템 10여대를 전시하
고 있었으며, 깊은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Dye레이저와, 잔주름을 제
거하기 위한 피부미용 레이저,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제모를 
위한 레이저, 반점 제거를 위한 피부미용 레이저 시스템 및 피부개선
용 광 시스템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 Miracle Laser사의 주요 생산품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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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racle Laser사의 의료용 레이저 사양

그림 2. Miracle Laser사의 피부 치료용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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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iracle Laser사의 미용 레이저

5) HG Genuine Co., Ltd

● HG Genuine Co.사는 Huagong Tech.그룹이 1억 5천 위엔을 투자하여 
2002년 설립한 회사로 Clean Room시설에 MOCVD, PECVD, RIE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능동광학 소자와 광모듈을 생산하는 화공과기 그룹의 
자회사이다

● 전체 직원의 수는 420명 정도이며 100명 이상이 LD등의 다양한 생산
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으며, 생산직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월 1,000위
엔(약 15만원) 정도라고 하였음.

● 본 기술조사단의 멤버들은 HG Genuine Co.사의 생산 품질은 높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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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으며 중국의 기술 수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
하였음. Glass grating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일본의 산요 등에 
수출하고 있었다.

● HG Genuine Co.사의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 622M transceiver MTR-12X

   - Planar PIN detector module DPD-PX

   - DLP-D3X Laser diode

   - Glass grating for Optical pickup

   - Gb SFF-LC transceiver MXF-24X

   - 1.25G CWDM transceiver MCW-24X

   - 1.25G transceiver MTR-24X

   - DLP-F3X Laser diode

   - 155M BI-directional single fiber transceiver MBI-03X

   - GBIC module MGB-24X

   - 155M transceiver MTR-03X

   - 2.5G APD receiver MR480H4XA

   - 2.5G PIN receiver MR480L4X

   - 1.25G SFP transceiver MXP-24X

   - 2.5G transmitter MT-48X

   - 14-pin DIP laser module ALD-X

   - 1310nm superluminescent LED component

6) HG Laser Co., Ltd

● HG Laser Co.사는 화중과기대학내의 레이저 국가중점 연구실을 주축으로 
199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화중과기 그룹의 대표적인 자회사 중의 하나
로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 이 회사는 대학에서 개발된 레이저 응용기술이 산업으로 전환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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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회사로써, 현재에도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
고 있어서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활발하게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
었다.

● HG Laser Co.사는 상장된 회사로 화중과기대학이 30%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었다.

● 전체 직원 수는 360명이며, 이 중에서 30~40%가 석,박사급의 senior 

engineer이며, 생산된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주로 중국내에 공급되
고 있었으며, 마킹분야의 레이저 시스템 일부는 합작 벤쳐회사를 통
하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 주요 생산품은 절단용, 마킹용, 용접용, 위조방지용 표시, 열처리 및 
목제 engraving용 레이저 시스템 및 정밀 임가공용 레이저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었다.

● 2층의 성능 평가실에서는 보석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테스트 실과 광
파이버 테스트 장치실과 마킹 레이저 테스트실, 실리콘 scribbling 머
신 테스트실과 YAG 용접 머신 테스트실과 자동제어 장치실이 있었
으며, 생산된 각각의 시스템들이 테스트되고 있었다. 마킹용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하루 10시간씩 10달씩 테스트를 하여 aging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 HG Laser Co.사의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 고속 레이저 마킹 시스템
   - DPSSL 레이저 마킹 시스템
   - 일반 레이저 마킹 시스템
   - 미국 Synrad Co. 생산품 sales representative

   - 파이버 레이저 마킹 시스템
   - 파이버 online 레이저 코드 레이저 마킹 시스템
   - 베아링 마킹 시스템
   - 레이저 clothing 마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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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용접 머신류
   - 보석용 레이저 용접 머신
   - 다중 빔을 이용한 레이저 용접 머신
   - 실리콘 칩 레이저 scriber

   - 고출력 다기능 레이저 공정 머신
   - 소형 레이저 절단 머신
   - 레이저 internal engraving 머신
   - The double-reels perforating systems for tipping paper of the 

serials 

   - 다이아몬드 절단 레이저
   - 자동제어용 레이저 절단 시스템류
   - 다기능 레이저 공정 전체 시스템 세트
   - 대형 롤러를 위한 laser texturing 장비
   - 엔진 실린더릉 위한 레이저 열처리 시스템 등

7) HUST 내의 주요 연구시설 및 창업 회사들의 생산 현장 방문 및 기술 토
의

가) R&D center of Optical-Network Device and Technology

나)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 and Engineering

다) The State Key Lab. of Laser Technology

라)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for Laser Processing

마) Department of Optoelectronic Engineering

바) Wuhan Huagong Hansun Laser Co. Ltd

사) Image Technology Branch of Huagong Tech. Co. Ltd

아) Rapid Manufacturing Center

자) Colleg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 본 기술 조사단은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내의 상기 연구시설 및 창업 회사들을 시찰하였으며, 상기 연구 시설 
및 회사에 대한 자료는 제 1, 2차 기술조사단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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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본 기술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자료만
을 기재하고 세부 기록은  생략하고자 한다.   

● Image Technology Branch of Huagong Tech. Co. Ltd사는  3차원 홀로그
램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Rapid Manufacturing Center에서는 얇은 종이를 
연속하여 붙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은 완성품을 대량
으로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뜨기전에 사전 테스트를 위한 제품을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450 -

8) 기술 조사단 현장 방문 주요 사진
* 모든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 및 광학 장비 생산 회사 내부 사진 촬영 금지

    개발구 행정 빌딩에서의 미팅       FiberHome사 개발한 광통신 장비 시찰

Chutian Laser Group사 앞에서 기념촬영   HUST 디지털 레디오 그래피 장비
(생산현장 사진촬영 금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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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T가 자체 개발한 고츨력 CO2 레이저  HUST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내부 
시스템 시찰                             관찰

  HUST 레이저 용접 공정 기술 토의     HUST 레이저 제어용 전자 장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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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조사단 방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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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 면담자 명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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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 중국 정부는 현재 광산업을 미래의 핵심 주요 산업으로 판단하고 무한과 광조우 
및 장춘에 광산업 집적지인 광밸리를 건설하고 있다. 본 기술조사단이 방문한 무한 
광밸리는 가장 먼저 중국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광밸리로 중국에서 가장 큰 광
밸리가 형성되고 있다.

● 현재, 무한의 개발구에는 6000여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활발하게 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개의 기업이 새롭게 유치되고 있었다. 개발구의 2004년도 매출
액을 560억 RMB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매년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한 광밸리 주변에는 양자강을 비릇한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생성된 전력공
급에 의하여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는 전력 상황이 좋은 편이었으며, 현재 주변에 
70만 KW급의 수력 발전소를 26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국 무한의 산업 발전은 중국의 다른 상업 도시인 상해나 북경, 광조우, 심천 등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다고 판단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주변 대학의 우
수한 인재 활용과 도로 교통의 중심지인 지리적 잇점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력 상
황, 기타 화려한 경관 및 효율적인 행정 지원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
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무한 소재 산업용 레이저 업체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레이저 산업체의 기술 수준보
다 는 몇 년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중국대륙의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레이
저 시스템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술 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본 기술조사단이 시찰한 레이저 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레이저 시스템은 
CO2 레이저와 YAG 레이저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절단 및 용접용 레이
저시스템과 열처리용 및 정밀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마킹용 레이저 시스템, 피부 
미용 레이저 시스템, 수술을 위한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이 주료 생산되고 있었다.

● 한국 기술 조사단에 대한 무한 광 밸리의 입장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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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조사단 멤버들 중 한 명의 중국 투자 고려 및 중국 정부에서 건설하여 제
공하는 빈 공장들에 대한 견학을 요청하자, 다음날 전용 자가용과 전문 안내원을 동
반하여 기술조사단 멤버를 후보 공장들과 주변 지원 시설들로 안내하였으며, 본 기
술조사단이 방문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무한 광밸리의 잇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
다.

● 결론적으로 무한 광밸리는 풍부한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원자
재, 광대한 중국 국내의 내수 시장, 화중과기대학과 같은 주변 지역 연구센타 등의 
풍부한 고급 인력, 열성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더불의 수려한 경관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
었다.

IV. 수집 자료 목록 

1)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Wuhan East Lak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Zone 소개 자료  
2) FiberHome Technologies 소개 자료
4) Chutian laser group 소개 자료 및 제품 카달로그
5) Miracle Laser Systems Co. 제품 카달로그
6) Wuhan Huagong Genuine Optics Technology Co., Ltd. 소개 자료
7) HG Laser 소개 자료
8) Colleg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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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 중국측 주관기관과 체결된 협정서
1). 중국측 주관기관과 한중광기술협력 Agreement 체결
2). MINUTES OF MEETING for the 2nd Joint Steering Committee (JSC) 
     Meeting of  Korea-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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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측 주관기관과 한중광기술협력 Agreement 체결 

AGREEMENT 
O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OSTCC)

BETWEE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This Agreement is made effective as of the    th day of August 2003 by 
and betwee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ERI")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OM"), 
Chinese Academy of Scie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OC), 
based on the governmental agreement between 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gned at The 7th Meeting of the Korea-China Joint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held in Beijing on 
December 4, 2002.

WHEREAS,KAERI,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in 
optical technology in Korea,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optical technology, thus has 
launched the Korea-China Optic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RC") since December of 1998, which has 
been supported by the 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w the 
OTRC is reformulated as "OSTCC"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to reflect the upgraded status of the governmental 
co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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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KAERI, as the principal institute of OTRC in Korea, has 
been in charge of all the activities in managing information 
database,arranging and supporting joint seminars or workshops, delegation 
for technology survey, scientists exchange, and joint R & D sub-projects, 
and has organized the Steering Committee of OTRC in Korea wherein 
representative members from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participate.

WHEREAS, SIOM,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in 
optical technology in China, recognizes the necessity to promote activities 
for cooperation in China, thus is to be in charge of all the activities for 
OSTCC, the successor of OTRC,as the principal institute in China, 
following the past successful performance as the OTRC representative of 
China in the institute-level collaboration since 1999 according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KAERI and SIOM enforced from the February of 1999.

NOW, THEREFORE, in exchange for mutual consideration, the 
importance and adequacy of which are acknowledged, KAERI and SIO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 and ar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contained: 

1. OSTCC SCOPE AND PURPOSE 

OSTCC is going to extend the cooperation more nation-widely in the 
optical technology fields between Korea and China by establishing principal 
institutes, KAERI in Korea and SIOM in China, which are in charge of all 
the activities of OSTCC such as:

A.  Management of information database
B.  Arrangement and support of joint seminars/workshops, 

delegation for technology survey, and scientists exchange
C.  Planning and auditing of the joint R & D sub-projects
D.  Organizing and managementof the Steering Committee of 

OSTCC for each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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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shall make an effort to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own 
governments, the 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KAERI 
and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or the Chines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IOM.   

The Parti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operation in the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China, shall organize the 
Korea-China Joint Steering Committee of OSTCC (hereinafter referred to 
as "JSC") to discuss, review, and plan all the activities of OSTCC, which 
may have influence over the planning, management, and control of OSTCC 
projects.

2 Joint Steering Committee ("JSC") OF OSTCC

KAERI and SIOM as the principal institutes in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organize and manage the Steering Committees of OSTCC in 
their own nations, and shall establish the Korea-China Joint Steering 
Committee of OSTCCwherein all the activities will be discussed, reviewed, 
and planned, an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OSTCC projects, will 
establish OSTCC offices in each institute. Now the Parties formulate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and willingly participate in JSC, which has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 Responsibilities: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consultation on the general affairs with respect 
to OSTCC activities both in China and in Korea. 

B. Privileges. The members of Joint Steering Committee shall 
have the privileges such as:

i. High priority to get the information conceived in 
OSTCCprojects regarding R & D activities in optics,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new products, market 
status, etc; 

ii. High priority to introduce commercial products of one 
nation into the market of the other nation through OSTCC 
cooperation program;

iii. More chances to get involved in the joint R & D projects 
on the basis of the mutual benefit in the scope of OSTC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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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ore opportunities to have scientists exchange 
supported by OSTCCprojects. As to the expenses of the 
travel, the inviting party shall cover the whole expenses of 
the invitees in case of official invitation, and the visiting 
party shall cover the whole expenses of visitors when the 
visit is not officially invited one.

C. Procedures: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to discuss, review, and plan the activities of OSTCC under 
the supervision ofKAERI in Korea and SIOM in China. 
Additional meetings shall be arranged by members of JSC as 
necessary. In case of urgent necessity, decisions or 
information exchanges can be made by e-mail. 

3.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shall be limited to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 general 
partnership among the Parties or to authorize any of the Parties to act as a 
general agent for any of the other Parties.  None of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or authority, or shall hold itself out to have the right or authority, to 
bind the other Parties, nor shall any of the Parties be responsi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the other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confer 
upon any of the Parties any proprietary interest in, or subject any of the 
Parties to any liability for, the business, assets, profits, losses, or 
obligations of the others. 

4 STANDARD OF PERFORMANCE

The Parties collaborate in support of OSTCC as part of their chartered 
obligation to the promotion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optics for the mutual benefit.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the Parties 
agree to use their best business practices and reasonable resources in 
performing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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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PRIETAR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proprietar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acquired from each other. 
Such information shall be clearly identified and labeled as such by the 
disclosing Party. Each Party agrees to act as a trustee of such information 
and/or any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created or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Each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for any reason or purpose whatsoever, unless 
such information has already become public knowledge or the Party is 
required to disclose it by judicial process or mutual written agreement to do 
so is made.

6. PERIOD OF VALIDATION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with the date when it is 
signed by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and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automatically thereafter for additional term of three (3) years, 
unless any of the Parties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s not later than three (3) months prior to the start of the new terms..

7. TERMINATION

This Agreement may not be terminated without cause except by mutual 
agreement.

Upon termination or non-renewal of this Agreement, no Party can use, 
license, create derivative works, or exploit in any way the jointly owned 
works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8. LIABILITY 

This Agreement has been made to ensur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us, the parties agree to refrain from any action, 
claim or demand for losses or damages attributable to the existence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except for the losses or damages arising out 
of or as a consequence of willful misconduct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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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rty shall be liable for personal injury suffered by any of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or loss of, or damage to its own property or 
property in its custody or over which it has control regardless of where such 
injury,  loss or damage has been incurred, and shall not bring suit or lodge 
any other claim against the other party, in respect of such injury, loss or 
damage unless the claim is based on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misconduct of such other party.

9. ADDITIONAL PROVISIONS

The OSTCC based on the recently signed governmental agree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succeed OTRC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1999 under 
the institution-leve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KAERI and SIOM.The 
activities of OTRC will be embraced as those of OSTCC. 

Any notice given under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may be 
effected by: (1) personal delivery in writing, (2) facsimile, telefax or 
electronic mail, receipt of which is confirmed by mail or reply electronic mail, 
or (3)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postage prepaid, requested, and shall be 
deemed communicated as of actual receipt.  Mailed notices and any oth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addressed as set forth below, 
but any of the Parties may change its addres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such to the other Party:

SIOM: Prof. Ruxin Li, Vice Director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 
P. O. Box 800-211, Shanghai  201800
People's Republic of China

KAERI Cheol-Jung Kim, Vice Presid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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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WITNESS WHEREOF, this Agreement is executed and sealed by 
the Parties hereto by their respective undersigned and authorized officers 
as of the date first written above.

By               Date            By             Date        .

Name /Title
Cheol-Jung Kim
Project Manager of Korean 

OSTCC
and Vice Present of KAERI

Name /Title
Ruxin Li
Project Manager of Chinese OSTCC
and Deputy Director of SIOM

Approved  by Approved  by

By                 Date          . By               Date            .
Name /Title
In Soon Chang 
President of KAERI

Name /Title
Jianiang-Zhu
Executive Deputy Director of S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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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UTES OF MEETING for the 2nd Joint Steering Committee (JSC) 
      Meeting of  Korea-China

MINUTES OF MEETING
for the 2nd Joint Steering Committee (JSC) Meeting of 

Korea-China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OSTCC)

Date  :  May 7  May 9, 2004
Participants : Participant list attached
Subject :  Achievements and Action Plan of OSTCC

The Chinese steering committee members including some of 
prospective new members visited Korea and had the 2nd JSC meeting from May 
7 to May 9, 2004 at Seogwipo University Park of Jeju University, Jeju, Korea.

Each committee member of JSC gave the introduction of his/her 
organization regarding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fter the presentation, JSC discussed the future plan regarding the joint 
R&D projects under the OSTCC and approved the collaboration in the five 
areas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Korean Steering Committee on May 4, 
2004 previously in Seoul. Those five areas are as follows;

a. KAERI-AIOFM collaboration on the Laser Environmental 
Analysis and Remote Sensing Techniques.

b. KAERI-SIOM collaboration on the Diode-Pumped High- Tech 
Lasers.

c. KAERI-SIOM collaboration on the ultra-short fusion neutron 
generation.

d. Hanyang University  Fudan University collaboration on the 
Opto-magnetic characteristics of new functional magnetic nano 
structure.

e. KIST-CAS Institutes collaboration on the Far-I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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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oth parties agreed that OSTCC had made a good relationship between 
optical societies of Korea and China for last several years and, from now on, 
OSTCC should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some specific items of 
common interests such as the five areas approved above making the most 
of each party's specialty obtained from on-going project for synergic effects. 

   
Both parties also understood that the collaboration items for next year 

would not be limited to the above five areas and other important items, if 
necessary, could be pursued in the form of personnel exchange or workshop 
as before.

 Some Chinese institutes are approved to be included as new members 
of Chinese Steering Committee. Those institutes are;

a.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Prof. 
Wei ZHAO)

b.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Prof. 
Weijun ZHANG)

c.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r. 
Xiao ZHU)

It is announced that Chinese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recently informed SIOM that SIOM has been approved to 
be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of OSTCC in China by Chinese MOST.

The 3rd JSC meeting of OSTCC will be held in China and the tentative 
place of meeting is Hainan island. The tentative meeting date is someday in 
January of 2005. During this 3rd JSC meeting, the 2ndPRC-ROK optical 
Workshop will be held in parallel.

Both parties understood that OSTCC has been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and the major role of OSTCC, which is to represent each country i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OST) and to act as a mediator to enhance the 



- 469 -

cooperation in OST, has been well achieved during last sever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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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articipants

Chinese Delegation:

Ruxin LI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Qi Hong LOU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Ronghui QU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Wei ZHAO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Xuejun ZHANG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nd Physics
Jun ZHOU            Anhu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Aizhen LI           Shanghai Institute of Micro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Dexiu HUANG Wuhan National Laboratory for Optoelectronics
Xinmin HAN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Korean Delegation:

Cheol-jung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ong-joo RH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yung-ki CH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ok KW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man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ng-mo NA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ung-il LE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Young-pak Lee Hanyang University
Chil-min KIM             PaiChai University
Jeong-won Woo Optical Society of Korea
Young-gyun KIM Korea Optical Industry Association
Chang-hee NA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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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anJin /
4) Chong Qing /
5) MeiMengGu /
6) ShanXi /
7) HeBei /
8) LiaoNing /
9) JiLin /
10) HeiLongJiang /
11) JiangSu /
12) AnHui /
13) ShanDong /
14) JheJiang /
15) JiangXi /
16) FuJian /
17) HuNan /
18) HuBei /
19) HeNan /
20) GuangDong /
21) GuangXi /
22) GuiZhou /
23) SiCh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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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Ⅴ. 한.중 광기술 워크샵 관련 주요 자료
             -     내     용     -
1. 광조우 광밸리 관련 주요 자료
2. 무한 광밸리 관련 주요 자료
3. 적응광학기술 관련 주요 자료
4. 광조우 전자기목연구소 관련 자료
5. LED워크샵 관련 주요 자료
   1) LED Development and production at San'an Electronics Co. Ltd.
   2) LED Industries In China
   3) Time Dependent Behaviors of GaN Blue LED
   4) R&D of GaN-related Materials and Devices in Mainland of China
   5) Epitaxial Growth and Fabrication Technologies for GaN Based 
High Performance Devices
6. HUST 고출력레이저 및 응용 분야 관련 자료
7. 후단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8. XIOPM(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의 광기술 관
  련 주요 자료
9. 천진 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10. 남경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11. 제 1차 한중 광기술 워크샵 관련 주요 발표 자료
   1) Introduction to Wuhan National Laboratory for Opto-Electronics
   2) Study of the Intraction Between High Intensity Ultra-short Pulse 
      Laser and Plasmas
   3) Development of Ultrafast Lasers and Ultrafast Diagnostics in 
      SKLTOT
   4) MCP Gated X-ray Framing Camera with 60ps Exposure time
   5) DICP(Dali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6) Currently Unsolved Issues in COIL
   7) Some Results From the Joint-Research Program Between CIOMP 
      and KARI
   8) R&D Activities in CIOMP(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12. 중국 광학회 및 북경 GK레이이저 관련 자료
13. 화중과기대학 Laser Institute 자료
14. 중국의 레이저 가공산업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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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조우 광밸리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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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한 광밸리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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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광학기술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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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조우 전자기목연구소 관련 자료



- 541 -



- 542 -



- 543 -



- 544 -



- 545 -



- 546 -

 



- 547 -



- 548 -



- 549 -



- 550 -



- 551 -



- 552 -

5. LED워크샵 관련 주요 자료
  1) LED Development and production at San'an Electronics Co. Ltd.
  2) LED Industries In China
  3) Time Dependent Behaviors of GaN Blue LED
  4) R&D of GaN-related Materials and Devices in Mainland of China
  5) Epitaxial Growth and Fabrication Technologies for GaN Based High 
     Performanc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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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ST 고출력레이저 및 응용 분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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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단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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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XIOPM(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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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진 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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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경대학의 광기술 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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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차 한중 광기술 워크샵 관련 주요 발표 자료
   1) Introduction to Wuhan National Laboratory for Opto-Electronics
   2) Study of the Intraction Between High Intensity Ultra-short Pulse Laser 
      and Plasmas
   3) Development of Ultrafast Lasers and Ultrafast Diagnostics in SKLTOT
   4) MCP Gated X-ray Framing Camera with 60ps Exposure time
   5) DICP(Dali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6) Currently Unsolved Issues in COIL
   7) Some Results From the Joint-Research Program Between CIOMP and 
      KARI
   8) R&D Activities in CIOMP(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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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광학회 및 북경 GK레이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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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중과기대학 Laser Institut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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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국의 레이저 가공 산업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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