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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라헤르츠(THz)파란 100 GHz에서 10 THz까지

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로써 적외선과 마이크

로파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테라헤르츠 기술

은 물질 투과성, 인체에 대한 안정성 및 물질에 

대한 고유 스펙트라 존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피부암 진당과 같은 의료분야, 

폭발물 탐지와 같은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로 평가 되고 있다[1]. 

현재 Ti-Sapphire 펨토초 레이저와 LT-GaAs 광전

도 안테나를 이용한 테라헤르츠 시영역 분광 시스

템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Ti-Sapphire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 시스템이 매우 크고 복잡하며, 고가

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테라헤르츠기술의 산업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화나 경제성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500 nm의 파장 대역을 갖는 CNT SA 기반 펨토

초 레이저는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을 위한  

소스로써 안정성 및 경제성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2]. 

본 연구에서는 포터블 테라헤르츠 시영역 분광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CNT SA 기반의 펨토초 파이

버 레이저와 증폭기 및 이를 이용한 파이버 기반 

테라헤르츠 시영역 분광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2. 시스템 설계

CNT SA 모드 잠금 된 펨토초 오실레이터는 본 

연구실에서 기존에 개발하였던 레이저를 이용하

였으며 출력 파워와 펄스폭은 각각 4.5 mW, 150 

fs 이다.[3].  이러한 오실레이터의 파워와 출력은 

테라헤르츠파를 발생과 검출(> 60 mW, <100 fs) 

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뒷단에 

Fig. 1과 같이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퓨리에 변환 

한계를 갖는 펄스의 펄스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이버의 비선형성을 이용한 대역폭 확장이 필요

하다. 적당한 비선형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DCF를 

통해 입력 펄스의 프리첩(Pre-Chirp)을 조절하여 

~70 nm의 밴드폭을 획득 하였으며,  파워의 경우 

EDF의 길이를 조절하여 80 mW의 파워를 획득하였

다. 최종적으로 SMF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광파

이버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첩(Chirp)을 보상하였

다. Fig. 2는 증폭기에서 출력된 펄스의 오토코릴레

이션 결과로 펄스가 가우시안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펄스폭이 ~50 fs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작된 펨토초 파이버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

여 Fig. 3과 같이 테라헤르츠 시영역 분광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펨토초 펄스는 50대50 커플러를 통해 

두 갈래로 나뉜 후 각각 발생과 검출을 위한 안테나

로 입사된다. 이때 각각의 안테나에 입사되는 펄스

의 펄스폭이 유지되도록 DCF를 통해 미리 첩

(chirp)을 보상하였으며 안테나에 입사되는 펄스의 

펄스폭이 88 fs임을 확인 하였다.  

Fig. 1 Schamatic diagram of the amplifi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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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d autocorrelation trace of the compressed 
pulse

광시간 시연선은 모터 스테이지를 이용하였으

며, 발생용 광전도 안테나에 20 V, 10 kHz의 변조 

신호를 인가한 후 Lock-in amp.를 이용하여 테라헤

르츠 신호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측정된 신호는 Fig 4.(Top)과 같고 테라헤르츠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하여 측정된 신호를 퓨리

에 변환 한 결과는 Fig 4.(Bottom)과 같다. 결과를 

통해 약 1 THz의 밴드폭을 갖는 테라헤르 신호가 

정확히 측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CNT SA 기반 펨토초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포터블 테라헤르츠 시스템을 

제작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테라헤르츠 신호를 

획득 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fs fiber based-THz-TDS 
system

Fig. 4 Measured THz signal. THz wave form(Top) , THz 
spectrum(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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