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SER강좌소개



K-MOOC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이저란 무엇인가? 기초에서 응용까지” 강의를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이주한교수 입니다.

‘강좌 소개’

현재 레이저는 현대 제조 산업의 핵심 장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기반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성능 레이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화약 기반의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로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은

공학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강의는 수강생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들의 동작 원리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응용 분야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8주로 구성되어있고, 매주 1시간씩 학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 소개’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레이저의 역사를 살펴보고 빛의 기본 성질로서 파동성, 가우시안빔의 개념, 편광의 개념을 학습합니다.

2주차에서는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고 굴절율과 Group Velocity의 개념을 학습합니다. 

스넬의 법칙을 사용하여 전반사 현상을 학습하고 광학적 미러와 공진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학습합니다.

3주차에서는 Goos-Hanchen Shift와 회절 현상을 학습하며 특히 빛의 Coherence의 개념을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4주차에서는 레이저의 동작원리를 학습니다. 어븀첨가 광섬유 증폭기와 He-Ne 레이저의 기본 동작원리를 학습하고

Gain Broadening 현상과 공진조건에 대해 학습합니다.



5주차에서는 반도체 레이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반도체의 물성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6주차는 반도체에서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LED 구조를 통해 학습합니다.

7주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들을 살펴봅니다. 반도체레이저, 고체레이저, 가스레이저, Metal Vapor Laser 

등등의 레이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8주차에서는 광섬유레이저, 펄스레이저, 그리고 레이저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방법’

이 강좌의 평가는 수강 소감문 10%, 개인과제 40%, 기말고사 50%이고,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맞으면 강좌를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인사’

k-mooc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거나 업로드된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산업의 핵심 장비인 레이저 본 강의를 통해서 그 동작원리와 응용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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