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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광의 편광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폴라로이드(polaroid)의 선형편광기(linear polarizer)가 있고 무편광된 입사광을 횡파(p-파)와 종파(s-

파)로 분리해주는 PBS(Polarizing Beam Splitter)가 있으며 광학적인 복굴절 특성을 갖는 물질을 이용

하여 편광상태를 바꾸는 1/4 파장판이나 1/2 파장판도 있다. 또한 전기적으로 편광상태를 조절하는 

KDP, KTP, LiNbO3과 같은 비선형 결정을 이용한 전기광학변조기(electro-optic modulator)가 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선형편광기와 PBS는 광손실이 발생하고 1/4 파장판이나 1/2 파장판은 일정한 파

장을 특정 각도로 회전 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고가

의 장비인 KDP, KTP, LiNbO3는 광손실과 더불어 선형편광을 90도 이상 회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nematic 액정을 통한 선형편광자를 제안하고  nematic 액정의 두께와 입사광의 상호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그림 1은 ECB 액정 셀과 1/4 파장판을 이용한 선형편광 회전기의 장치구성도이다. 무편광된 레이저 

광이 선형편광기를 통과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선형편광 된다. ECB 액정 셀은 선형편광기에 대하여 45° 

회전되어진 상태이며 1/4파장판도 ECB 액정 셀에 대하여 45° 회전되어 있다. 선형편광 레이저 광이 

ECB액정 셀을 통과 하면서 ne‘ 유효굴절률과 no 굴절률의 차이로 인하여 회전을 하게 되고 x축과 y축

에 대한 광 성분의 위상차가 π/2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위상차는 1/4 파장판에 의하여 소거되

어진다. 유효굴절률ne‘은 ECB 액정 셀에 인가되어지는 전압에 따라서 변화하고 인가되어지는 전압은  

0V에서 시작하여 최대 3.5V까지의 교류 전압을 1 mV 간격으로 Lab 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컨트

롤 하였고 테스트 선형편광기는 5°씩 회전시켜가면서 측정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nematic 액정은 E-7으로 만든 두께 8.4um와 19.7um의 ECB(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액정 셀(liquid crystal cell : LC cell)이고 파장 632.8nm과 532nm인 레이

저광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ECB 액정 셀의 T-V(transmitted signal vs. voltage)curve를 측정한 결과이고 

그림 4는 ECB 액정 셀에 인가되어지는 전압에 따른 선형편광의 회전을 나타내며 인가되어지는 파장과 

두께에 따라서 선형편광의 회전각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정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선

형편광이 더 많이 회전하고 인가되어지는 파장이 작아질수록 선형편광의 회전정도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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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형편광 회전각 측정을 위한 부품 배치도.

그림 2 a) 532nm 파장에서의 액정 두께에 따른 T-V(Transmitted Signal vs. Voltage)곡선,

       b) 632.8nm 파장에서의 액정 두께에 따른 T-V(Transmitted Signal vs. Voltage)곡선.

     

   

그림 4 a) 532 nm 파장에서의 인가전압에 따른 선형편광 회전각과 curve fitting,  

       b) 632.8 nm 파장에서의 인가전압에 따른 선형편광 회전각 curv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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