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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0여 년 전에 Sir. J. Pendry와 U. Leonhardt에 의해서 독립

적으로 제시된 변환 광학(transformation optics) 이론은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투명망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

여 관련 연구를 폭발적으로 촉발시켰다[1,2]. 현재 변환 광학

은 도파로나 렌즈 등의 광경로 제어에 관련된 다양한 메타물

질 소자를 설계하는 지도적 원리(guiding principles) 중 하나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광학을 넘어서 음파, 

탄성파, 지진파 등 각종 파동의 경로를 제어하는 데까지 응

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4-6]. 특히, 최근에 들어와 등각 사상

(conformal mapping)에 기반한 변환 광학을 구배 굴절률

(gradient index, GRIN) 공진기 설계에 적용하여 비등방성의 

속삭임의 회랑 모드(whispering gallery mode, WGM)를 구현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7]. 그 연구에서는 방법의 예시로서 

리마송(limaçon) 모양과 삼각형 모양의 변환 공진기(trans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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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cavities)에서 각각 양방향, 단방향의 원거리장 방사

(far-field emission) 특성을 나타내는 WGM을 보여주었다. 이 

새로운 종류의 비등방성 WGM은 균일한 굴절률을 갖는 원

형의 유전체 공진기에 형성되는 기존의 WGM의 장점인 매

우 높은 Q-값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향성 원거리장 방사 

특성을 나타낸다. 원형의 유전체 공진기에서 형성되는 기존

의 WGM은 계(system) 자체의 회전 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원

거리장 방사의 등방성 때문에 응용에 제약을 안고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고품위의 

방향성 방사(directional emission)를 얻기 위하여 원형 공진

기에 산란체를 삽입하거나 공진기의 모양을 변형하는 방법

들을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WGM의 좋은 특성을 

일정 부분 잃게 만드는 단점을 수반하고 있다[8,9]. 이에 반해, 

앞에 언급한 광학적 등각 변환에 기반하여 GRIN 변환 공진

기를 설계하는 접근 방법은 WGM의 좋은 특성을 순수하게 

유지한 채로 방향성 원거리 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이다. 이러한 방향성 WGM을 지원해주는 변환 공진기는 미

세가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하는 크기로 소형화 제작이 가

능하게 되면 원하는 파장대역에서 작동하는 차세대 광소자

로서의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방

법을 좀 더 확장하여 다양한 비등방성 속삭임의 회랑 공진기

(anisotropic whispering gallery cavities)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변환 공진기를 도

입하고, 3절에서 원형 모양의 균일한 굴절률의 유전체 공진

기에서 출발하여 임의로 선택한 등각 사상에서 다양한 변환 

공진기를 얻는 방법 및 타원모양의 균일한 유전체 공진기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변환 공진기를 얻는 방법을 예시하고, 4

절에서는 기타의 특별한 등각 변환에 기반한 방법들을 간략

히 소개하고 5절에서 요약 및 결론을 맺는다.

II. 변환 공진기 

변환 광학은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의 일반 

좌표변환에 대한 형태 불변성(form invariance)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좌표변환을 시행하기 전의 공간을 원래의 가상 공

간(original virtual space, OV space)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

곳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맥스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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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전기장(H는 자기장) 벡터이고, ε 는 매질의 유

전률(electric permittivity), µ는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이고, 일반적으로는 텐서(tensor)이다.

일반 좌표변환 ( )x x x′ ′= 을 시행한 후에, 전체 변환된 공간

(fully transformed space, FT space)에서 맥스웰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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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며, 

FT 공간에서의 새로운 유전률 텐서(permittivity tensor) ′ε 와 

투자율 텐서(permeability tensor) ′µ 는 OV 공간의 ε , µ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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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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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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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

TΛμ Λ

Λ
′ =µ  . (3)

여기서 Λ는 OV 공간에서 FT 공간으로의 좌표변환에 대한 

야코비안(Jacobian) 행렬이고 그 성분은 ij i j
x xΛ ′= ∂ ∂ 으로 주

어진다[1,10]. 즉, 좌표변환의 정보는 식 (3)에 따라 물질 구성 

파라미터 속에 반영된다.

특히, 좌표변환이 복소 변수 w, z간의 등각 사상(conformal 

mapping)으로 주어지는 경우( ( ) ( , ) ( , )z w x u v i y u v= + , w u iv= + ; 

( , , ), ( , , ),
i i
x x y Z x u v W Z W′ ↔ ↔ = )에는 코시-리만 방정식

(Cauchy-Riemann equations)을 이용하여 위의 변환된 맥스웰 

방정식[식 (2)]으로부터 시간-조화 영역(time-harmonic domain)

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헬름홀츠 파

동 방정식(Helmholtz wave equation)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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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 2

x y
′Δ = ∂ + ∂ 이고 굴절률 분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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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

n x 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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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 

주어진다[2,11,12].

이제, OV 공간에서 균일한 굴절률 0
n 를 갖는 단면이 단위 

원인 W-축 방향으로 무한한 유전체 원기둥을 생각해보면, 

위의 굴절률 분포 공식의 n 은 원기둥 내에서는 1보다 큰 상

수 0
n 이고 원기둥 외부 공간에서는 1인 계단 함수가 된다. 

이러한 원형 공진기에서는 빛의 내부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

는 WGM이 형성된다. 이러한 공진기를 등각 사상을 통해 

FT 공간으로 좌표변환하면 변환된 WGM도 수학적으로 완

전하게 FT 공간에서 헬름홀츠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

런데, FT 공간에서는 변형된 원기둥 외부 공간의 굴절률이 
1

( , )
d

n y
w

z
x

d

−

′ = 이 되므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변형된 원기둥의 내부 굴절률 

1

0
( , )

dz
n x y n

dw

−

′ = 는 그대로 

두고 무한히 펼쳐진 외부 공간의 굴절률을 1로 놓는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을 도입하면 현실에 부합하는 변환 공진

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7]. 하지만 앞서 언급한 FT 공간의 

변환된 WGM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서의 헬름홀츠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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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구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변환 공진

기에서 Z-축 방향의 전기장 ( , )
Z

E x y′ 로 나타나는 가로방향 

자기(transverse magnetic, TM) 모드를 살펴볼 것이다. TM 

모드의 경우에 변환 공진기 안쪽(in)과 외부 공간(ex) 사이의 

경계에서 만족해야 하는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Z in Z ex

E E′ ′= | |
Z in Z ex

E E
⊥ ⊥

∂ ∂′ ′=  (5)

여기서 ⊥
∂ 은 공진기 경계에서의 법선방향 도함수(normal 

derivative)이다. 공진기에 형성되는 공진 모드(resonant mode)

를 수학적으로 살펴보려면 공진기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

진 곳에서 다음과 같은 밖으로 나가는 파동 조건(outgoing- 

wave condition)을 주고 위의 헬름홀츠 파동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한다.

exp( )
( ) ( , )

Z

ikr
E r h k

r
θ′ ∼  (6)

여기서 ( , )h kθ 는 파수가 k인 공진 모드의 원거리장 방사의 

각도 분포이다[8].

그림 1은 등각 사상 
2

( )z w wβ α= + 에 의해 변환된 물리

적 공간에서 얻어진 변환 공진기의 개략적 형태를 보여준다.

III. 이동된 원 및 회전된 타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변환 공진기

 

앞 절에서는 변환 광학의 기본 원리와 이를 기초하여 WGM

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모양이 변형된 GRIN 공

진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복소함수론의 리만 사

상 정리(Riemann mapping theorem)에 의하면 2차원 단일 연

결 영역으로 된 임의의 모양에서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연결

하는 등각 사상은 언제나 존재한다[13].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

형 모양의 유전체 공진기에서 출발하여 특정 모양으로 대응

시키는 등각 사상을 찾는다면 특정 모양을 가진 변환 공진기

를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특정한 

등각 사상을 선택한 후에 얻을 수 있는 변환 공진기의 모양

이 한가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주어진 

등각 사상에 대해서도 초기 OV 공간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킨 후에 등각 좌표변환을 시행하면 

다양한 모양의 비대칭 변환 공진기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하나의 등각 사상 내에서도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의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변환 공진기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그림 2는 동일한 등각 사상 
2

0.71( 0.2 )z w w= + 에 대하여 

세가지 다른 정의역 선택에 따라 얻어지는 각각 다른 모양의 

변환 공진기의 형상을 보여주며, 각각의 변환 공진기가 가져

야 하는 내부 굴절률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이용하여 수치해

석적으로 공진 모드 및 원거리장 분포 특성을 구하여 그림 3

에 제시하였다. 세가지 경우 모두 기존의 WGM에서처럼 전

기장의 세기가 공진기의 경계를 따라 분포하며, 원형에서 상

당히 변형이 일어난 공진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Q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된 공진기들은 각기 

다른 굴절률 분포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원거리장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a) a circular cavity in the original virtual space (w u iv= + ), (b) a limaçon-shaped cavity in the fully 

transformed space (z x iy= + ), and (c) the corresponding limaçon-shaped transformation cavity in the physical space (z x iy= + ) with 

conformal mapping given by 2( )z w wβ α= + . (The cavity boundaries (thick pink lines), grids of coordinates (thin gray lines), and refractive 

indices (scaled color)).

Fig. 2. (a) The different selections of initial domain on the OV 

space and (b) their spatial distributions of refractive index 

according to the different cavity shapes obtained in the physical 

space under the transformation, 
20.71( 0.2 )z w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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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far-field distribution)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의 등

각 사상 내에서도 OV 공간에서 위치 이동된 정의역의 선택

을 통해 얻어지는 각기 다른 모양의 변환 공진기로부터 다양

한 방향성 원거리장 방사 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림 4에는 그림 2에서 사용한 등각 사상과 다른 새로운 

등각 사상 2
0.2z w= 을 채택하였을 때 3가지 다른 정의역 선

택에 따른 서로 다른 3가지 변환 공진기 형상을 나타내었고 

그로부터 구한 공진 모드 및 원거리장 분포 특성을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변환된 공진기 모양의 유사성에 불구하고 원거

리장 분포 특성이 그림 2에 소개된 변환에 비해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a) WGM intensity patterns of the uniform refractive 

index circular cavity in the OV space. The internal mode patterns 

(b), (c), (d) and their far-field distributions (e) found in the 

different transformation cavities in the physical space defined in 

Fig. 2.

Fig. 4. (a) The different selection of initial domains in the OV 

space and (b) their spatial distribution of refractive index 

according to the different cavity shapes obtained in the physical 

space under the transformation, 2
0.2z w= .

Fig. 5. (a) A WGM intensity pattern of the uniform circular 

cavity in the OV space. The mode intensity patterns (b), (c), (d) 

and their far-field patterns (e) found in the various transformation 

cavities in the physical space defined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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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공진기 설계방법에서는 공진 모드가 WGM 특

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OV 공간에서 초기 

공진기 형태를 원으로 잡고 좌표변환을 하였다. 하지만 WGM 

특성을 보여주는 균일한 굴절률의 공진기는 원형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며, 타원 모양의 공진기 또한 WGM을 지원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4]. 타원은 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형

시켜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변형(큰 이심률)에서도 

WGM의 특징을 잘 유지하는 High-Q 모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타원이 왜 WGM 특성을 잘 유지하는지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타원 공진기 내부에서 가능한 

광선 궤적(ray trajectory)을 나타내었다[14,15]. 타원의 경우, 광

선 경로가 특정 입사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타원형 초면

(elliptical caustic)을 만드는 궤적과 쌍곡선 초면(hyperbolic 

caustic) 사이의 영역에서 바운싱하는 궤적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공진기 경계를 따라 광선이 그리는 경로가 WGM 형태에 

대응되는 첫 번째 경우에 High-Q 모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OV 공간에서 시작하는 정의역을 타원으로 선택하여 변환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앞의 원형 공진기의 경우처럼 위치 이동

을 통해서 변환 공진기 형상(외형 및 굴절률 분포)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데 타원의 경우에는 회전에 대한 연속 대칭

성이 없기 때문에 OV 공간에서 타원의 제자리 회전에 의해

서도 다양한 모양의 공진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2의 경우처럼 등각 사상 
2

0.71( 0.2 )z w w= +

을 사용하는 경우지만 OV 공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시킨 타원을 정의역으로 잡았을 때 얻어지는 최종 설계된 변

환 공진기 모양과 굴절률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8은 그림 

7(b)와 같은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변환 공진기에서의 공진 

모드와 그에 대응되는 원거리장 분포(far-field distribution) 

특성을 보여준다. 회전에 의한 OV 공간의 정의역 변화 또한 

공진 모드의 특성뿐만 아니라 원거리장 분포에 크게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IV. 특별한 등각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들

앞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의 균일한 굴절

률 공진기에서 출발하여 특정 등각 변환을 잘 선택하면 원하

는 임의의 모양의 변환 공진기의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Fig. 6. Ray trajectories forming (a) elliptical caustic and (b) 

hyperbolic caustic in an ellipse.

Fig. 7. (a) The selection of initial domains in the OV and (b) 

their spatial distribution of refractive index according to the 

different space different cavity shapes obtained in the physical 

space under the transformation, 
20.71 ( 0.2 )z w w= + . The initial 

domains in the OV space are obtained by rotation with different 

angles 0°, -45°, -90° from the ellipse I in (a).

Fig. 8. (a) A WGM intensity pattern of the elliptical uniform 

cavity I in the OV space. The mode intensity patterns (b), (c) 

and (d) and their far-field patterns (e) found in the different 

transformation cavities in the physical space defined in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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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정 등각 변환 ( )z w 은 변환 공진기의 

모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의 굴절률 공간 

분포 또한 유일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등각 변환을 

시행하기 전에 단위 원(unit circle)을 동일한 단위 원으로 보

내면서 원의 중심이 이동되는 그림 9에 보이는 것과 같은 뫼

비우스 등각 변환 ( )
1

w

z w

w
δ

δ

δ
∗

+
=

+

, ( 1δ < )을 시행하면 최종 

등각 변환은 ( )z z w
δ

� 과 같은 합성 함수로 기술된다[7,13]. 이

러한 합성 등각 변환을 이용하면 최종 공진기 모양은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내부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무한히 많은 수의 

변환 공진기를 설계할 수 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등각 변환으로는 슈바르츠-크리스토펠 

변환(Schwarz-Christoffel transform)을 들 수 있다[13]. 이 변환

을 이용하면 OV 공간에서 원을 임의의 다각형으로 변환하

는 것이 가능하다[7].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떤 한 등각 사상에서 정의역의 선택만으

로 다양한 변환 공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소

개한 변환 공진기 설계 기법을 이용하면 변형된 GRIN 공진

기에서도 WGM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향성이 있는 

원거리장 분포를 갖는 다양한 비등방성 WGM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공진기는 높은 주파수 분해능과 방사 방향성을 

요구하는 광학 소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타원을 정

의역으로 잡고 회전시키는 방법은 설계의 자유도를 확장시

키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설계된 공진기 모드에 대

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내부에 WGM을 지

원할 수 있는 초면을 갖는 타원 이외의 공진기 모양에 대해

서도 소개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영

역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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