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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법 은 시료에 테라헤르츠 파를 입사시켜(THz time-domain spectroscopy; THz TDS)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신호를 시간영역에서 분석하여 시료의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 를 사용하여 펌프광선 이나 탐침광선 의 이동거리를 조절함(translation stage) (pump beam) (probe beam)
으로써 신호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펌프광선은 테라헤르츠 파를 발생시키고 탐침광선은 테라헤르츠 파. ,
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는 한 번의 주사 가 이루어지기까지. (scanning)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즉 시간 지연. ,

이 짧다는 단점도 있다(time delay) .
최근에는 위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 장치에서 모터를 이용한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를 제외하고

두 대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는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이 제안되었(asynchronous optical sampling; ASOP)
다(1-2) 이러한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에서는 두 대의 레이저가 상호간에 약간의 주파수 차이를 갖고 구동되며. ,
각 레이저의 주파수는 위상 잠금 루프 방식에 의해서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제어(phase-locked loop) .
된 주파수 차이에 의해 두 레이저 펄스들 사이의 시간 지연이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정확하

고 빠르게 조절된다(3)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에서 최대 지연 시간은 펨토초 레이저의 반복률 의. (repetition rate)
역수이다

(4)
예를 들어 반복률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면 의 시간 지연을 얻을 수 있다 이것. 100 MHz 10 ns .

은 최대 정도이던 기존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법에 비해 배 긴 시간 지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500 ps 20 .
기성 광샘플링 방식을 사용하면 고속으로 긴 시간 지연을 얻을 수 있으며 좀 더 좋은 주파수 분해능, (frequency

을 얻을 수 있다resolution) (5).
본 논문에서는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의 고속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법을 이용하여 슈퍼미러(supermirror)
를 투과한 테라헤르츠 파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슈퍼미러는 실리콘 웨이퍼와 공기층의 반복된 형태로 만든 구조.
물이다 펌프 레이저의 반복률 은 로 설정하고 탐침 레이저와 펌프 레이저의 반복률 차이 는. (f) 100 MHz , ( f) 20Δ

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시간 지연은 반복률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고 펨토초 레이저들의 시간 지터Hz . 10 ns ,
는 이하로 측정되었다 테라헤르츠 파를 생성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웨이퍼와 광전도성(timing jitter) 60 fs . InAs

의 안테나 를 사용하였다 신호와 잡음의 비 는 한번 주사(photoconductive antenna) . (signal-to noise ratio; SNR)
한 경우에는 정도였고 번 주사 후 평균을 냈을 때는 이상이었다30 40 dB , 1000 60 dB .～

그림 은 슈퍼미러를 통과한 테라헤르츠 파를 시간영역에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슈퍼미러는 실리콘 웨이퍼와1 .
공기층의 반복된 구조물로써 내부에서 무수히 많은 반사가 일어나므로 투과된 테라헤르츠 파는 수 까지 신호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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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 꼬리를 갖는다 기존의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를 사용한 방식으로는 이러한 긴 시간 지연을 갖는 테라헤르.
츠 파를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을 사용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긴 시간 지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는 신호를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그림 슈퍼미러를 통과한 테라헤르츠 신호의 시간영역 분석1. .

본 논문에서는 두 대의 펨토초 모드잠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를 사용하여 비동(mode-locked) - (Ti:Sapphire)
기성 광샘플링 방식에 기초한 초고속 초정밀 분광 기술을 논하였다 시료로는 슈퍼미러를 사용하여 실제로 수, .
까지 길게 늘어지는 신호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기계식 이동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ns .

러한 긴 신호를 측정할 수 없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동기성 광샘플링 방식으로는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고,
분해능을 갖는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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