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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nac 형태로 변형된 Mach-Zehnder 간섭계를 이용한 단일광자 간섭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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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nac 형태로 변형된 Mach-Zehnder 간섭계(SMZI)는 모든 광경로가 동일한 광부품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위상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된 간섭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광자 수준까지 감쇄시킨 레이저 광과 제 2형의 매개하향변환에서 발생

한 편광 상관관계가 있는 광자로부터 준비된 단일광자를 이용한 간섭실험에서 매우 안정된 간섭무늬를 관측하였다. SMZI의 위

상은 약 ±0.18 rad으로 안정적인 반면에 보통의 MZI는 ±1.02 rad의 위상 요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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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gnac-type Mach-Zehnder interferometer(SMZI) is a very stable instrument with respect to phase drift because all optical 
paths can share common optical components. We have observed very stable interference fringes in single photon interference 
experiments with an extremely attenuated laser beam, and with heralded single photons prepared from polarization correlated 
photon pairs in type-II spontaneous parametric down-conversion. The phase stability is measured to be about ±0.18 rad for the 
SMZI, in contrast, conventional MZI showed the phase fluctuation of around ±1.02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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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밀측정은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며, 미세한 길이 변화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간섭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1-3]. 

간섭계는 빛이 진행하는 두 경로의 길이차이에 따라 발생하

는 간섭무늬를 측정하여 입사하는 빛의 특성 측정이나 광경

로 상에 놓인 매질의 굴절률, 두께 등의 광학적인 특성을 평

가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4-6]. 간섭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미세한 광학계의 정렬과 더불어 간섭계의 두 

경로 사이의 상대적인 위상이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7-9]. 

빛의 간섭현상을 이용하는 산업 및 연구용 측정 장비 등에 

포함되는 간섭계나 교육용 광학실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간섭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섭계는 Michelson 
간섭계와 Mach-Zehnder 간섭계(Mach-Zehnder interferometer, 
MZI)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계는 빛이 진행하는 두 경로

에 놓인 광부품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광마운트의 열팽

창이나 공기의 흐름,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도 간섭계의 위상

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간섭계를 구성하기

가 쉽지 않다. 장거리 광섬유기반 간섭계의 경우에는 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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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ch-Zehnder interferometer, (b) Sagnac-type Mach-
Zehnder interferometer, (c) phase shift vs CG rotation angle, and 
(d) Normalized output intensity vs CG rotation angle, where 
 nm  and CG thickness   m . BS, beam splitter; 
PS, phase shifter; C, phase compensator; CG, cover glass. See 
text for details.

흔들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조광(reference beam)을 이용하

여 위상의 흔들림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8, 9]. 또한 간섭무늬를 관측하기 위해서 파장범위이내에

서 정밀하게 위치 제어가 가능한 거리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에 Sagnac 간섭계는 간섭계 내에 진행하는 두 빛

이 동일한 광경로를 경유하고 광부품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

문에 위상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7, 10]. 

본 연구에서는 Sagnac 간섭계를 MZI 형태로 변형시켜(Sagnac 
type MZI, SMZI) 간섭계에서 진행하는 빛이 동일한 광부품

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광경로를 진행하도록 구성

하고 단일광자 수준에서 간섭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세한 광

경로차 또는 위상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얇은 유

리판을 간섭계의 한 쪽 경로에 설치하고 회전시킴으로 유리

판의 회전각도에 따른 광경로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간섭계에 입사하는 빛의 파장과 유리판의 굴절률, 그리고 유

리판의 두께가 위상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안정적인 간섭무늬의 측정을 통해서 

광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양자정보(quantum information) 및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에서는 단일광자 수준에서 빛을 제어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특히 다중광자 얽힘(multi-photon 
entanglement)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동안 위상이 안

정화된 간섭계는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ZI는 이

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치로서 최근에 다양한 실험에

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1-13]. 본 실험에서는 광학 실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광원으로서 주파수 및 출력이 안정화된 

단일모드 He-Ne 레이저에서 나온 632.8 nm 파장의 광을 단

일광자 수준까지 감쇄시킨 미약한 결맞음 광(coherent light)
과 단일광자 검출기를 이용하는 광자계수법(photon counting)
으로 간섭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 2형의 자발적인 매개

하향변환(spontaneous parametric down-conversion, SPDC)에
서 발생한 편광 상관관계가 있는 광자쌍(photon pair)으로부

터 조건적으로 준비된 단일광자(single photon)를 이용하여 

간섭실험을 수행하였다.

II. Sagnac-type Mach-Zehnder 간섭계

MZI는 두 개의 입구와 두 개의 출구를 갖고 있어서 간섭

실험을 구현하는데 다양성을 갖고 있다. 광학적인 간섭실험

에서,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섭계의 두 입구에 입

사하는 빛을 단일모드로 취급하여, 간섭계의 두 입구의 공간

모드 1과 2에 해당하는 내림연산자(annihilation operator)를 

각각 과 라고 하면, 투과율과 반사율이 각각 50:50인 

빔분할기(beam splitter)를 거치고 난 후 간섭계 내의 두 경로

에 대한 내림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아래첨자 3과 4는 간섭계 내의 두 경로를 나타내고, 
아래첨자 1과 2는 간섭계의 두 입구를 나타낸다. 그러면 간섭

계의 두 출구 5와 6에서 내림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간섭계의 위상변화에 따라 간섭계의 두 출구에서 측정되는 

평균 광자수는

〈〉 †   cos  cos 

〈〉 †   cos  cos 

        (3)

와 같이 표현되고, 여기서    는 간섭계 내에

서 발생하는 경로차에 의한 전체 위상차를 나타낸다. 만약에 

그림 1(a)에서와 같이 간섭계의 한 쪽 입구 ‘in’에서만 광이 

입사하는 경우 즉,    인 경우에 간섭계의 한 쪽 

출구 ‘out1’에서 측정되는 평균 광자수는

〈 out〉   cos                            (4)

와 같이 표현된다. 즉, 간섭계 내의 상대적인 위상차가 없을 

때(  ) 간섭계의 한 쪽 입구 ‘in’으로 입사하는 모든 광자

는 한 쪽 출구 ‘out1’에서만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간섭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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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를 지나는 세기가  인 두 빛이 간섭할 때, 간섭계의 

한 쪽 출구에서 측정되는 빛의 세기는 두 빛의 상대적인 위

상차 에 따라    cos로 주어진다. 여기서 빛의 

세기는 평균 광자수에 비례하므로, 결과적으로 관측되는 간

섭무늬는 식 (4)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광학적인 간섭실험에 많이 이용되는 MZI는 간섭계에서 서

로 다른 경로를 진행하는 빛이 서로 다른 광학부품들을 경유

하기 때문에 미세한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위상이 쉽게 흔들

리므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광경로차에 따른 미세한 위

상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파장보

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세 위치 

이동기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는 안정적인 간섭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MZI와 동일한 역할

을 하면서도 간섭계를 통과하는 빛이 동일한 광학부품을 공

유하게 함으로써 위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SMZI
를 구성하였다. 또한 미세한 위상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두

께가 얇은 유리판(cover glass, CG)을 간섭계의 한 쪽 경로에 

설치하고 빛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그림 1(b)와 같은 SMZI에서 광경로에 놓인 CG
면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입사하는 각도 

의 증가에 따른 광경로의 증가는   cos sinsin 
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CG의 두께이고  ( )은 CG(공기

중)의 굴절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CG를 통과하는 빛의 입사

각 에 따라 간섭계의 한 쪽 출구에서 측정되는 광의 세기 

또는 평균 광자수는 

∝ cos










                           (5)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입사하는 빛의 파장, 는 측정된 간

섭무늬의 선명도(visibility)이며 max minmax min
로 주어진다. 그림 1(c)는 SMZI의 한 쪽 경로에 놓인 CG의 

회전각도에 따른 두 경로의 상대적인 위상차를 파장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파장은 632.8 nm, CG의 두께는 65 μ
m, 굴절률은 1.52라고 가정하였고, 이는 실제 실험에서 사용

된 매개변수와 유사한 값이다. CG면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약 12.2°만큼 회전하면 간섭계의 두 

경로사이에 한 파장(2π rad)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대적인 위

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입사각도가 증가할수록 CG를 통과하

면서 발생하는 광경로 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지므

로 2π rad의 추가적인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는 CG의 회전각

도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게 된다. 그림 1(d)는 CG의 회전각

도에 따른 SMZI의 두 출구 out1과 out2에서 측정되는 광의 

세기 즉, 간섭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III. SMZI를 이용한 단일광자 간섭실험

SMZI를 이용한 단일광자 수준의 간섭실험을 위해서 먼저 

광학 실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광원인 주파수 및 출력이 

안정화된 단일모드 He-Ne 레이저에서 나온 광을 단일광자 

수준까지 감쇄시킨 미약한 광을 이용하여 간섭무늬를 관측

하고, 간섭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광경로의 길이가 

동일한 보통의 MZI 간섭계와 비교하였다. 또한 진정한 단일

광자 간섭실험을 위해서 SPDC에서 발생한 편광 상관관계가 

있는 광자쌍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준비된 단일광자를 이용

하여 동일한 간섭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He-Ne (Spectra-
Physics Model 117A, stabilized He-Ne Laser) 레이저에서 나

온 632.8 nm 파장의 광은 출력이 0.5 mW이며, 가시광 영역

에서 평균적인 소광비율(extinction ratio)이 105:1인 두 개의 

선형 편광자(linear polarizer)를 이용하여 단일광자 수준까지 

레이저 광을 감쇄시켰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두 편광자의 

투과 축을 서로 직교하게 놓으면 편광자를 통과한 후 검출기

에 1초 동안 입사하는 레이저 광에 포함된 평균 광자수를 

1.6✕105 
개까지 낮출 수 있다. SMZI는 가시광 영역에서 투

과율과 반사율이 각각 50:50인 빔분할기와 직경이 2 인치인 

세 개의 거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빔분할기의 한 쪽 입구에 

입사한 광은 두 경로로 나누어지고 세 개의 거울에서 각각 

반사가 된 후 빔분할기에서 다시 합쳐진다. 간섭계의 각각의 

경로에는 두께가 65.6±0.15 μm인 CG를 설치하고 하나는 미

세한 위상변화기(phase shifter, PS)로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CG에 의한 광경로차를 보정(compensator, C)하기 위해서 사

용하였다. CG는 분해능이 1°인 회전이 가능한 광마운트에 

부착하였다. 간섭계의 두 출구로 빠져나온 광은 광섬유 집속

기(fiber collimator)를 통해서 코어의 직경이 62.5 μm인 다중

모드 광섬유(multimode fiber)와 결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단일광자 검출기(Perkin Elmer, SPCM AQR-14)를 통해서 측

정된다. 단일광자 검출기는 입사하는 광이 없을 때 바탕계수

(dark count)가 약 200 Hz이고, 측정 파장영역에서 광자 측정

효율은 약 65%이다. 단일광자 검출기에서 측정된 광에 대한 

TTL(transistor–transistor logic) 출력신호는 계수기(NI, PCI 
6602)를 통해서 단위시간동안 측정된 평균 광자수로 측정된

다.
그림 2는 CG의 각도를 -20°에서 +20°까지 1°씩 회전시키

면서 SMZI의 두 출구에서 두 개의 단일광자 검출기로 1초당 

측정한 단일계수(single counts)를 보인 것이다. 그림 2(a)와 

2(b)의 점들은 간섭계의 두 출구 out1과 out2에서 1초 단위로 

20번씩 반복 측정된 단일계수의 평균값이고, 측정값들의 표

준편차는 점의 크기보다 작다. 실선은 식 (5)를 이용해서 곡

선 맞춤한 것이며, 이는 그림 1(d)에서와 같이 입사하는 광의 

파장, CG의 두께 등의 매개변수 값들을 이용했을 때 이론적

으로 예측한 결과와 오차범위 이내에서 잘 일치한다. 간섭무

늬의 선명도는 각각 97%와 95%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간섭실험에서는 간섭계의 위상변화에 따라 보강간섭과 소멸

간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간섭계에 수반

되는 빛의 파장만큼 즉, 간섭무늬의 한 주기만큼의 위상변화

를 얼마나 정확히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림 1(c)에서 볼 수 있듯이 간섭계에 수반되는 빛의 파장이 

632.8 nm인 SMZI는 CG의 회전각도가 0°인 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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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d count rates as a function of CG rotation angle 
at (a) output port 1 and (b) output port 2 of SMZI, respectively.

FIG. 3. Detected count rates in both SMZI and conventional MZI.

±8.6°만큼 회전했을 때 ±π rad만큼의 위상변화를 도입할 수 

있다. 실험에서 CG를 회전하기 위한 광마운트의 분해능은 

1°인데 CG의 회전각도가 0°인 점을 기준으로 2π rad의 위상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림 2(a)의 경우는 17.48°, 그림 

2(b)의 경우는 18.04°의 각도 범위에서 한 주기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간섭무늬가 관측되었다. CG의 회전각도가 증가하

면서 발생하는 두 빔의 공간적인 어긋남(walk-off)은 간섭계

의 출구에서 단일모드 광섬유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SMZI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림 1(a)와 같은 보통의 MZI에 비해서 간섭계의 두 경로사이

의 상대적인 위상을 장시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SMZI와 보통의 MZI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He-Ne 레이저에서 나온 세기가 감쇄된 광을 빔분할기로 나

눈 후 두 간섭계의 한 쪽 입구에 각각 입사시키고 각 간섭계

의 출구에서 단일광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단일계수를 측정

하였다. 두 간섭계의 광경로는 약 20 cm로 동일하게 하였고, 
실험환경은 잡광(noise), 공기의 흐름 및 외부 진동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간섭계 자체의 불안정에 의한 

위상 흔들림의 영향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CG를 이용하여 간

섭계의 두 경로사이에 π/2 rad의 위상변화를 도입하였고, 각
각의 검출기에서 측정된 단일계수가 중간값으로부터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림 3은 1시간 동안 두 간섭계에서 측정된 단일계수의 변

화를 보인 것이다. 간섭계의 두 경로사이에 위상차가 없을 

때 즉,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두 검출기에서 측정된 

단일계수는 약 60,000 Hz이었고, SMZI와 MZI에서 측정된 

단일계수의 중간값은 각각 29,504 Hz와 30,733 Hz이었다. 
MZI에서 측정된 단일계수의 변화로부터 알 수 있는 위상의 

흔들림은 1시간 동안 ±1.02 rad인 반면에 SMZI의 위상은 

±0.18 rad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보통의 MZI
는 중간값으로부터 ±π/2 rad의 범위내에서 ±32.51 %만큼의 

위상 흔들림을 보였지만, SMZI는 ±5.88%로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SMZI를 이용한 단일광자 수준의 간섭실험은 최근에 양자

광학 및 양자정보 실험분야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다중광

자 얽힘 상태가 수반되는 간섭실험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1-13], 이러한 경우 장시간동안 간섭계의 위상이 안정되

게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험적인 기술로는 

국소적인 간섭계에서 단일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간섭현상

을 관측하며,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상변화를 

정확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추가적으로 제 2형의 SPDC에서 생성된 단일광자 상태

와 위상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SMZI를 이용한 간섭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중심파장이 403.3 nm인 다이오

드 레이저가 제 2형의 위상정합조건을 만족하는 BBO 결정

에 입사하면 806.6 nm의 편광 상관관계를 갖는 동일한 파장

의 광자쌍이 발생하며 펌프빔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

로 진행한다. 단일광자 검출기가 편광 빔분할기(polarizing 
beam splitter, PBS)에서 반사된 수직편광의 광자 하나를 측

정하면 PBS의 투과 경로에는 조건적으로 수평편광을 갖는 

하나의 광자가 준비된다. BBO 결정에서 발생한 서로 직교하

는 편광을 갖는 두 광자는 이색성 거울(dichroic mirror, DM)
을 통과한 후 PBS에서 수직편광의 광자는 반사되어 단일광

자 검출기 Dtrig.로 입사되고 수평편광의 광자는 SMZI를 거친 

후 다른 하나의 단일광자 검출기(SPCM)로 향하게 된다. 
SMZI의 구조는 그림 1(b)와 동일하지만 PS와 C에 해당하는 

CG의 두께는 120 μm인 것을 사용하였다. 
간섭계에 수반되는 단일광자의 파장이 806.6 nm이고 위상

변화기로 이용한 CG의 두께가 120 μm인 CG를 이용한 

SMZI는 CG의 회전각도가 0°인 점을 기준으로 ±7.32°만큼 

회전했을 때 ±π/2 rad의 위상변화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림 5
는 SPDC에서 생성된 광자쌍으로부터 준비된 단일광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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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gnac-type Mach-Zehnder interferometer for interference 
experiment with heralded single photons prepared in a collinear 
type-II SPDC. (a) Setup for generation of polarization correlated 
photon pairs, (b) Sagnac-type Mach-Zehnder interferometer employing 
heralded single photons. BBO(β-BaB2O4), type-II birefringence 
phase matched nonlinear crystal; DM, dichroic mirror; PBS, polari-
zing beam splitter; BS, nonpolarizing beam splitter; IF, interference 
filter; Dtrig., and SPCM, single photon counting module.

FIG. 5. Interference fringe observed in single and coincidence 
count rates as a function of CG rotation angle.

용한 간섭실험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SMZI의 한쪽 경로에 

놓인 CG의 각도를 -18°에서 +18°까지 1°씩 회전시키면서 간

섭계의 두 출구에 놓인 두 개의 단일광자 검출기로 1초당 20

번씩 단일계수 및 동시계수(coincidence counts)를 반복 측정

하였으며, 동시계수에서 측정된 간섭무늬의 선명도는 0.89 ±
0.19이었다. 검출기 Dtrig.에서 측정된 단일계수는 약 286,707 
Hz이었고, 실험에 사용된 동시계수기의 시간분해능은 5 ns이
므로 보강간섭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최대 우발 동시계수

(accidental coincidence)는 약 188 Hz로써 실험값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2에서 보인 결과에 비해서 간섭무

늬의 선명도가 다소 낮게 측정된 것은 CG의 두께가 약 2배
로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간적인 어긋남의 정도가 증

가하고 검출기와 연결된 다중모드 광섬유가 이러한 어긋남

을 충분히 보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SMZI
를 이용한 단일광자 간섭실험은 SPDC에서 생성된 광자쌍을 

이용한 두-광자 간섭실험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MZI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안

정된 간섭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Sagnac 간섭계를 MZI 형태

로 변형시킨 SMZI를 구성하여 단일광자 간섭실험을 수행하

였다. 광원으로는 주파수 및 출력이 안정화된 단일모드 

He-Ne 레이저에서 나온 632.8 nm 파장의 광을 단일광자 수

준까지 감쇄시킨 미약한 결맞음 광과 제 2형의 SPDC에서 

발생한 편광 상관관계가 있는 광자쌍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준비된 단일광자를 이용하였고, 간섭계내의 미세한 위상변화

를 도입하기 위해서 두께가 각각 65.6 μm와 120 μm인 CG
를 회전시키면서 간섭무늬를 측정하였다. 세기가 감쇄된 

632.8 nm 파장의 레이저 광을 이용하는 간섭실험에서는 CG
의 회전각도의 분해능이 1°인 경우에 18.04°의 회전각도 범

위에서, 그리고 SPDC에서 생성된 806.6 nm 파장의 단일광

자를 이용한 간섭실험에서는 14.64°의 회전각도 범위에서 한 

주기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간섭무늬를 관측할 수 있었다. 보
통의 MZI와 SMZI의 위상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험에서, 1시
간동안 보통의 MZI는 ±1.02 rad의 위상 요동을 나타낸 반면

에 SMZI의 위상 흔들림은 약 ±0.18 rad로 훨씬 안정적이었

다. SPDC에서 생성된 광자쌍을 이용하는 SMZI는 단일광자 

간섭실험에서뿐만 아니라 다중광자 상태를 이용한 MZI 간
섭실험에서 보통의 MZI 간섭계를 이용하는 것 보다 SMZI를 

이용하면 소형의 간섭계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장시간에 걸

쳐서 간섭계의 상대적인 위상을 안정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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