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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conductive three-wire folded dipole antennas for 

terahertz photomixers have been developed. The folded 

antennas are characterized by a free space time-domain 

measurement technique, and the measured data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The folded dipole 

antennas have much higher antenna resistance than other 

resonant dipole antennas, implying that they can be used for 

higher output power of THz photomixers. 

 

I. 서론 
 

테라헤르츠 기술이 발전하면서 테라헤르츠 측정기

술과 영상기술은 여러 분야의 응용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형이면서 효율이 좋은 연속파 테라헤르츠 광

원의 부재는 테라헤르츠 기술의 응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1]. 연속파 테라헤르츠 광원으로는 양자폭포 

레이저나 p-Ge 레이저등이 있는데 양자효과를 이용하는 

이러한 광원들은 극저온에서 동작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서 포토믹서는 소형이면서 광대역 동작 특성

을 가지며 상온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출력이 낮은 문제를 갖고 있다. 

포토믹서의 낮은 출력을 해결하기 위해서포토믹서 

                                                           
  .  

내부에서 발생되는 테라헤르츠 출력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포토믹서에서 발생된 테라헤르츠파를 방사 효율

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안테나와 포토믹서 사이의 임

피던스 부정합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포토

믹서 내부의 저항은 아주 큰 반면에 포토믹서와 연결되

는 안테나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200Ω이하의 값을 가지

며 임피던스 부정합이 발생하게 되고 포토믹서에서 생

긴 테라헤르츠 출력의 대부분은 안테나로 전달되지 못

하고 반사되어 버리므로 입력 저항이 큰 안테나가 필요

하게 된다[2]. 폴디드 공진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공진 안테나에 비해서 입력 저항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큰 입력 저항을 갖는 폴디드 공진 

안테나의 전산 모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측정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II. 실험방법 및 전산 모사 
 

테라헤르츠 시영역 분광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테라헤르

츠 광원으로는 폴디드 공진 안테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폴디드 공진 안테나는 삼선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안테나 중심의 간극은 5 ㎛이고 이 간극에 펄스폭으

로 100 fs를 갖는 Ti:Sapphire 레이저를 입사시키고 발생

된 테라헤르츠파는 광전도 안테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테라헤르츠 포토믹서와 폴디드 공진 안테나는 등가

연속파 테라헤르츠 포토믹수를 위한 폴디드 공진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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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와 상용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인 CST 사의 MWS

를 이용하여 전산 모사하였다.  

 
Ⅲ. 실험결과 및 전산 모사 결과   

 

그림 1 은 전산 모사를 통해 계산된 폴디드 공진 

안테나의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이다. 계산 결과를 보면 

폴디드 공진안테나의 입력 저항값은 1.05 THz 에서 

587 Ω 으로 일반적인 공진안테나가 100 ~ 200 Ω 을 

갖는 것에 비해서 약 4 배정도 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된 신호는 그림과 같이 전산 모사된 신호

와 잘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는 시간 영역에서 측정된 결과와 주파수 영

역의 결과이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측

정된 결과와 테라헤르츠 포토믹서와 폴디드 공진 안테

나를 전산 모사한 결과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전산 모사에 이용된 모델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테라헤르츠 포토믹서의 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폴디

드 공진 안테나에 대해서 전산 모사 및 실험을 수행하

여 제안된 폴디드 공진 안테나가 587Ω 의 큰 입력 저

항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산 모사한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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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디드 공진 안테나의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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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된 테라헤르츠파의 시영역 결과와 주

파수 영역 결과 (실선 : 실험 결과, 점선 : 
전산 모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