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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파는 원적외선과 밀리미터파 사이에 놓인 전자기파로 의학화상, 통신, 분광학, 

생물학적 감지 등 다양한 과학적 응용들을 제공한다
(1)

. 콤팩트 광집적회로에서 테라헤르츠파의 

제어는 미래 응용들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며, 자유로이 진행하는 테라헤르츠파의 광도파로와의 

효율적 결합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2)

. 최근에는 광결정의 두 가지 특유의 성질들, 즉 

2 차원 광밴드갭과 진행하는 Bloch 모드의 비정상적 분산 특성이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이용되어왔다
(3,4)

. 빛의 광도파로와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빛의 고지향성 방출과 광도파로 경계면에서의 반사의 최소화이다. 비정상적 분산을 갖는 

광결정에서 자기조준된 빛의 진행 현상은 광집적회로의 기초로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왔으며, 

유전체 광도파로와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자기조준된 빛의 고지향성 방출을 성취하기 위한 몇 

가지 디자인들이 제안되어왔다
(4-6)

. 또한, 이러한 인-밴드(In-Band) 응용들에서는 빛의 

광결정과의 효율적 결합이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광결정 경계면에서의 반사로 인한 광파워 

손실은 콤팩트 광집적회로 내에서의 간섭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원치 않는 반사들을 막기에 

충분히 작아 무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광결정 경계면에서의 반사를 줄이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안되어왔다
(7,8)

. 본 논문에서는 자기조준된 테라헤르츠파의 광결정 도파로와의 

효율적 결합을 다루고자 한다. 즉, 유한시간차 정의역 방법(FDTD)을 통하여 반사방지막 코팅을 

소개하고, 그 반사방지막 코팅을 한 광결정에서 빛의 간섭을 이용한 자기조준된 빛의 고지향성 

방출이 성취됨을 보이고자 한다
(8)

. 그림 1(a)는 반사방지막이 없는 경우, 그림 1(b)는 홀 타입 

반사방지막이 있는 경우, 그림 1(c)는 슬롯 타입 반사방지막이 있는 경우의 고지향성 방출을 

위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0.955 THz 의 자기조준 주파수에서 10°이내의 

투과 광파워로 54.9%, 56.0%, 55.1%를 각각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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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조준된 테라헤르츠파의 고지향성 방

출을 보이는 세 가지 구조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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