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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밴두폭, 높은 괴 압, 높은 항과 이동도, 투명성, 그리고 제작의 용이성 때문에 ZnO는 테라헤르츠 

포토닉스에서 유망한 물질이다. 최근에, 자외선 펄스를 이용하여 ZnO 도 안테나에서 테라헤르츠 자기 를 

발생하 고
(1)

, ZnO 단결정의 테라헤르츠 역의 학  유  상수가 측정되었다
(2)

. 이 논문에서 ZnO 결정의 복

굴 을 측정하고 ZnO의 방 각에 따라 투과된 테라헤르츠 자기 의 편  변화를 조사하여 ZnO가 테라헤르츠 

편 으로 합한 물질이라는 것을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결정 방향이 <10-10>과 <0001>인 2개의 10 mm X 10 mm X 2 mm (두께) ZnO 단결정을 

사용하 다. 비 동시성  샘 링 테라헤르츠 시간 역 분 기(asynchronous optical sampling terahertz 

time-domain spectrometer; AOS THz-TDS)를 이용하여 ZnO의 테라헤르츠 역의 복굴 을 측정하 다(3).  그

림 1(a)는 실험에서 사용된 분  방법을 보여 다. 2개의 온 성장된 GaAs 도 안테나는 각각 테라헤르츠 

의 발생과 검출에 사용되었다. Pump beam이 테라헤르츠  발생기(EM)에 입사되면 수직으로 선편 된 테라

헤르츠 가 발생된다. 4개의 비축 포물경을 통하여 테라헤르츠  검출기(DT)에 입사하는 테라헤르츠 를 검

출하기 해 probe beam이 사용된다. DT에서는 EM에서 발생되는 테라헤르츠 의 편  방향과 같은 성분의 

테라헤르츠 만 측정된다. 이러한 평행 편  구성(parallel-polarization configuration) THz-TDS를 이용하여, 

ZnO의 굴 률과 방 각( )에 따른 테라헤르츠 의 투과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그림 1 (a) 본 실험에 사용된 테라헤르츠 시간 역 분  방법. EM: 테라헤르츠  발생기, DT: 테라헤르츠  검출기, 

PM: 비축 포물경, o: ordinary axis, e: extraordinary axis. (b) 결정 방향이 <10-10>인 ZnO의 굴 률. 검정색과 란

색 선은 각각 축에 수직한 편 의 굴 률( )과 수평한 편 의 굴 률( )을 나타낸다.

<0001>의 결정 방향과는 달리 <10-10>인 ZnO에서 테라헤르츠 복굴 을 확인하 다. 그림 1(b)는 결정 방

향이 <10-10>인 ZnO 결정에 해서 축에 수직, 수평한 편 을 갖는 테라헤르츠 를 이용하여 측정한 굴

률의 분산을 보여 다. 복굴 ∆    은  0.25∼1.35 THz에서 략 -0.18 ±  0.003으로 측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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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2 mm 두께의 ZnO를 투과하는 테라헤르츠 의 

주 수에 따른 상 지연. (b) 평행 편  구성 THz-TDS로 

측정되는 방 각 변화에 따르는 2 mm 두께 ZnO의 투과 

스펙트럼.

실험 결과는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와 잘 맞는 것을 확

인하 다(4).

2 mm 두께의 ZnO 결정을 투과하는 테라헤르츠 는 

상 지연∆을 가지는 정상 (o wave)와 이상 (e 

wave)의 첩으로 나타난다. 상 지연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f는 주 수, d는 ZnO 결정의 두께, 그리고 c는 진

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2(a)는 그림 1(b)의 

ZnO 복굴 과 식 (1)에 의해 계산되는 ZnO 투과 테라헤

르츠 의 주 수에 따른 상 지연을 나타낸다. 와 

의 상 지연이 0.42 THz와 1.24 THz에서 나타난다. 

한, 와 의 상 지연이 0.62 THz와 1.03 THz에

서 나타난다. 그림 2(b)에서 보듯이, 평행 편  구성 

THz-TDS를 이용하여 ZnO의 방 각에 따른 테라헤르츠 

의 투과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ZnO의 방 각이 45o 

일때, 0.42 THz와 1.24 THz에서 편 이 90
o

 만큼 돌아가

므로 측정되는 테라헤르츠 의 투과도가 0에 가까운 것

을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평행한 편  성분을 측정하는 테라헤르츠 

시간 역 분 기를 이용하여 ZnO의 복굴 , 상 지연, 

그리고 투과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ZnO의 복굴 로 인해, 두께를 조 함으로써 원하는 주 수에서 half-wave 

plate나 quarter-wave plate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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