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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광원인 포토믹서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한 공진의 복사부와 안정적인 DC 급전부로 구성된 네잎클로버 

형태의 새로운 안테나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복사환경을 단순화시킨 무한기판 위에서 제안한 안테나구조의 공진특성을 살펴보

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구조가 확장형 반구렌즈 위에서 최대의 전체효율과 지향성을 지니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전파장 

다이폴안테나와 비교한 결과, 제안한 구조는 공진주파수에서 6배 이상의 높은 입력임피던스 특성을 가짐으로써 포토믹서와의 

부정합효율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이로 인해 테라헤르츠 출력이 전파장 다이폴의 경우보다 2.7배 높게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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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output power of a photomixer as a THz source, we propose a four-leaf clover-shaped antenna structure which 
is composed of a highly resonant radiation element and a stable DC feed element. The resona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structure were investigated on a half-infinite substrate first as a simplified radi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save the computation 
time. Based on the antenna characteristics on a half-infinite substrate, the antenna structure was designed to have a maximum 
total efficiency and a maximum directivity on an extended hemispherical lens. In comparison with a full-wavelength dipole, an 
input resistance of this structure increased six fold and this characteristic significantly improved the mismatch efficiency between 
a photomixer and an antenna. THz output power from this structure is expected to increase by 2.7 times as compared to a 
full-wavelength dipo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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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valent-circuit model for a photo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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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and DC bias circuit.

I. 서 론

테라헤르츠파는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사이에 위치하는 전

자기파로서, 주파수는 대략 0.1~10 THz의 구간으로 정의된

다. 스펙트럼 위치상 전파의 유전체 투과성과 광파의 직진성

을 동시에 지니며, 수분에 흡수가 잘 되는 테라헤르츠파는 

영상과 분광 및 통신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로 적용이 가

능하다.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면 불투명한 사물의 내부를 

볼 수 있고, 분자운동 에너지레벨의 생체 메커니즘과 우주신

호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보다 

훨씬 우수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해진다.[1-6] 이와 

같은 응용성을 지닌 테라헤르츠파 기술은 과거에는 광원 및 

검출기의 개발이 어려워 그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
지만 최근의 반도체와 레이저 및 초전도 기술의 발달은 과거

보다 훨씬 다양한 광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지금

까지 개발된 펄스 광원기술로는 광전도 안테나(photoconductive 
antenna)와 광정류 (optical rectification) 방식이 있으며,[7-9] 
연속파 광원기술로 포토믹서(photomixer)와 핫홀 레이저 (hot 
hole laser), 자유전자 레이저 (free electron laser), 양자 캐스

케이드 레이저 (quantum cascade laser) 등이 있으나,[10-13] 실
용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14] 그 중에서 테

라헤르츠 포토믹서는 다른 광원에 비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상온에서 동작하고, 주파수 가변이 자유로우

며, 저가의 소형시스템으로 구현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15] 하지만 출력이 수 십 μw 이하로서 다른 광원보다 매

우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저출력 요인은 테라헤르츠

파 발생메커니즘을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레이

저 입사광으로부터 광전류(photo current)가 형성되는 과정에

서의 낮은 변환효율로서, 광전도체 내에서 광운반자의 이동

시간(transit time)과 운반자수명 (carrier lifetime) 등과 관계

되며 광전도체 재료와 포토믹서 구조의 설계를 통하여 개선

되어야 한다.[15-16] 둘째는 광전류가 안테나를 통하여 테라헤

르츠파로 복사되는 과정에서의 낮은 전체효율(total efficiency)
로서, 안테나구조 설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17-18] 특히 

안테나설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부정합효율(mismatch 
efficiency)만을 개선하려 하였는데, 테라헤르츠 대역에서는 

도체의 전도율도 낮아지므로 안테나의 복사효율(radiation 
efficiency)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9]

본 논문에서는 테라헤르츠 포토믹서의 저출력 문제를 높은 

입력임피던스 특성의 안테나를 설계하여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최적화는 공진시의 입력임피던스와 복사효율 그리고 복사패턴

을 모두 고려하며 이루어졌다. 계산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먼저 

제안한 안테나의 특성을 무한기판 위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바

탕으로 렌즈기판 위에서 안테나의 전체효율과 지향성이 최대

로 형성되도록 기판을 포함한 전체 안테나구조를 설계하였다. 
계산 및 분석은 Finite Integration Technique (FIT) 기반의 시뮬

레이션툴인 CST사의 Microwave Studio을 사용하였다.

II. 테라헤르츠 포토믹서 안테나

2.1. 포토믹서의 특성과 안테나의 구조

테라헤르츠 포토믹서는 광전도체와 안테나의 구조를 일체

화시킨 연속파 광원기술로서, 동작은 레이저 혼합광에 포함

된 테라헤르츠 대역의 맥놀이신호(beat signal)가 광전도체를 

거쳐 광전류로 변환된 뒤, 광전류신호가 안테나를 거쳐 테라

헤르츠파로 복사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런 동작 특성의 

포토믹서를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되어 전원

부에 해당하는 광전도체는 광전류원 Iphoto, 광전도도 Gphoto, 
전극커패시턴스 Celect의 병렬회로로, 부하에 해당되는 안테나

는 입력어드미턴스 Yantenna로 표현된다. 특히 포토믹서에서 

광전도체는 펄스가 아닌 연속파 레이저로 여기되므로 광전

도도 Gphoto가 (10 kΩ)-1 이하로 매우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입력어드미턴스 

Yantenna를 지닌 안테나와의 사이에서 심각한 부정합문제를 유

발시킨다.[10,15] 그러므로 포토믹서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복사

효율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력임피던스도 포토믹서의 

임피던스와 유사한 값을 가져야 한다.
제안하는 전체 포토믹서 안테나구조는 그림 2와 같이 복사

부인 안테나와 DC 급전부인 바이어스 회로로 구성된다. 전
파장에서 공진되도록 설계된 네잎클로버 형태의 안테나는 

가로길이 Dx, 세로길이 Dy, 전극 선로와 안테나 끝단의 가로

간격 Gx, 마주하는 안테나 끝단의 세로간격 Gy, 그리고 선폭 

w 등을 설계변수로 갖는다. 안테나에 연결되는 PBG 셀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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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before and after attaching DC biaslines.

FIG. 4. Radiation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before and after attaching DC biaslines.

FIG. 5. AC E-field distribution on the proposed antenna at a 
full-wavelength resonance.

FIG. 6. Input impedance at a full-wavelength resonance when a ratio 
of length to width Dy/Dx varies.

는 CPS (coplanar strip) 바이어스 회로는 높은 임피던스선로

의 간격 Ghigh, 낮은 임피던스선로의 간격 Glow, 각 선로의 길

이 Lhigh와 Llow, PBG 셀의 개수 N, DC 바이어스라인의 길이 

Lbias, 그리고 DC 전원패드의 가로 길이 px와 세로 길이 py 등
을 설계변수로 갖는다. 도체선로에는 전도도가 1.6×107 S/m 
이고 두께가 0.35 μm인 Ti/Au 박막을 사용하였으며,[20] 도체

구조가 위치하는 기판의 재질로는 유전율인 12.9인 GaAs를 

사용하였는데 우수한 특성의 광전도체인 LTG-GaAs(low-temper-
ature-grown GaAs)의 성장을 고려한 것이다.[21]

2.2. 무한기판 위에서의 포토믹서 안테나 특성

렌즈기판 위에 있는 안테나와 무한기판 위에 있는 안테나

는 복사패턴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진특성이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안테나 설계를 위한 

계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GaAs 무한기판 위에서 제안한 

안테나의 공진특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 때 안테나의 전체

효율 etotal은 다른 특성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전체

효율은 식 (1)과 같이 복사효율 eradiation과 부정합효율 emismatch

을 곱한 결과로서 포토믹서의 출력과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

이다.[23] 식 (2)는 부정합효율의 주요인자인 반사계수 (reflection 
coefficient) 가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가 아닌 포토믹서

의 임피던스 Zphotomixer에 기준하여 결정됨을 보여준다.

2
total radiation mismatch radiatione e e e (1 | | )= × = × − Γ             (1)

antenna photomixer

antenna photomixer

Z Z
Z Z

−
Γ =

+                              (2)

제안한 구조의 특성을 기존의 전파장 다이폴과 비교하였

다. 이 때 제안한 안테나는 가로간격 Gx과 세로간격 Gy를 2 
μm로, 가로길이 Dx와 세로길이 Dy를 36 μm로, 선폭 w를 3 
μm으로 두었고, 직선 다이폴은 길이와 선폭을 각각 88 μm
과 3 μm로 두어 두 안테나 구조 모두 1 THz 근처에서 전파

장 공진을 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제안한 구조에서는 안테나

의 전파장 공진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DC 바이어

스라인의 설계가 가능하다. 전파장 다이폴의 경우 교류전류 

성분이 DC 바이어스라인으로 누설됨으로써 본래의 입력임

피던스와 복사특성에 큰 변화가 수반된다.[24] 그러나 제안한 

구조의 경우 안테나의 양쪽 모서리에 바이어스라인을 연결

하여도 본래의 입력임피던스와 복사효율 특성이 각각 그림 3
과 그림 4와 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파장 공진시의 교류 전계분포인 그림 5를 통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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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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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z plane

FIG. 7. Radiation patterns of antennas at 1 THz on a half-infinite 
GaAs substrate (a) x-z plane (b) y-z plane.

FIG. 8. Radiation efficiency and mismatch efficiency at a full-wave-
length resonance when a ratio of length to width Dy/Dx

varies.

FIG. 9. Total efficiency at a full-wavelength resonance when a ratio 
of length to width Dy/Dx varies.

인할 수 있듯이, 전극으로부터 /4 거리만큼 떨어진 모서리 

부근에서 최소 전계가 형성됨으로써 교류 전계가 0인 DC 바
이어스라인으로의 누설전류가 크게 억제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파장 공진시에 높은 입력임피던스 특성을 가지므

로 포토믹서와의 부정합효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림 

6은 가로세로 길이비 Dy/Dx을 달리하는 네잎클로버 구조에

서의 입력임피던스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가로세로 길이합 

Dx+Dy이 고정된 경우 가로세로 길이비 Dy/Dx에 상관없이 공

진주파수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고정된 공진주파수 1 THz에서 네잎클로버 구조의 입력임피

던스는 전파장 다이폴의 246 Ω에 비하여 최소 4배에서 최

대 10배까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안테나 양단이 구조의 내

부로 구부러진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공진이 강하게 유도되

기 때문이다. 셋째로 복사패턴에서 z축 방향의 회전대칭성이 

전파장 다이폴보다 높으므로, 가우시안 빔효율(Gaussian 
beam efficiency)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림 7은 제안한 구조와 

y축 상에 위치한 전파장 다이폴의 1 THz 복사패턴을 x-z 평
면과 y-z 평면 상에서 비교한 것이다. <90°인 자유공간 영

역의 경우 동일한 복사패턴이, 복사가 주로 이뤄지는 >90°
인 기판 영역의 경우 임계각(critical angle)인 =165° 부근에

서 각각 피크(peak)와 널(null)이 구조에 상관없이 형성되고 

있다.[25] 제안한 구조는 전파장 다이폴과 비교하여 x-z 평면 

상에서는 보다 좁은 빔폭을, y-z 평면 상에서는 보다 넓은 빔

폭을 가지나, 상대적으로 빔폭의 변화가 적다.
다음으로 제안한 구조로부터 최대의 전체효율을 구현하고

자 설계변수조사를 하였으며, 특히 공진주파수가 고정되는 

가로세로 길이비 Dy/Dx의 조절 조건에서 효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8은 DC 바이어스라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가로세로 길

이비 Dy/Dx에 따른 효율변화로서, 이 때 가로간격 Gx과 세로

간격 Gy를 모두 2 μm로, 가로세로 길이합 Dx+Dy를 64 μm로 

두었으며, 포토믹서 임피던스는 10 kΩ으로 가정하였다. 구
조가 세로방향으로 길어질수록 입력임피던스가 높아져 부정

합효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사효율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두 효율이 상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효율의 변화

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고, 최대 전체효율은 가로세로 길이

비 Dy/Dx가 1.06인 지점에서 22.9%였다. 이 수치는 전파장 

다이폴의 결과인 8.3%보다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제안한 안

테나를 사용함으로써 테라헤르츠파의 출력이 해당 수치만큼 

증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1은 전체효율이 최대인 안테나의 

설계수치로서 1 THz의 공진주파수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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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tended hemispherical lens substrate.

FIG. 11. Directivities of antennas at 1 THz on lens when a ratio 
of substrate thickness to radius of hemisphere T/R varies.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the proposed antenna for a maximum
total efficiency at 1 THz on a half-infinite GaAs substrate

Design 
parameter

Length (m)
Design 

parameter
Length (m)

Gx  2 Lhigh  30

Gy  2 Llow  30

Dx 35 d  30

Dy 37 N   4

w  3 Lbias 450

Ghigh 31 px 100

Glow  2 py 100

2.3. 렌즈기판 위에서의 포토믹서 안테나 특성

무한기판 위에서 설계한 안테나구조를 바탕으로 복사패턴

의 지향성을 높여주는 렌즈기판구조를 설계하였다. 일반적으

로 무한기판 위에 위치한 안테나의 복사패턴은 유전율이 높

은 기판방향으로 지향되므로 단방향 특성을 갖지만, 실제로 

유한한 두께를 지닌 평판형 기판에서는 전반사효과에 의한 

기판모드손실(substrate mode loss)이 발생하여 안테나의 지

향성과 복사효율 등이 크게 저하된다. 그러나 렌즈기판을 사

용하면 전반사효과가 사라지는 동시에 집속효과를 통하여 

복사패턴의 지향성을 높일 수 있다.[25] 본 설계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고정된 크기의 반구렌즈 위에 있는 평판의 두께를 

조절하여 복사패턴의 지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확장형 반

구렌즈(extended hemispherical lens)를 사용하였다.[26] 이 때 

GaAs 평판 아래에 부착되는 반구의 재질로 Si(εr=11.7)을 사

용하였는데, Si은 GaAs와 유전율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가공이 쉽고 유전체 손실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렌즈면에 코팅된 plexiglass (εr=3.4) 재질의 /4 정합층

은 렌즈에서 발생하는 내부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함이다.[24]

확장형 반구렌즈의 설계변수 조사로서 일정한 크기의 Si 
반구조건에서 GaAs 평판의 두께를 변화시키며 복사패턴을 

살펴보았다. 그림 11은 반구반경에 대한 평판두께비율 T/R에 

따라 z축으로 나타나는 주빔의 지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반
구반경 R은 1 THz에서 자유공간에서의 파장 인 300 μm를 

기준으로하여 2.5 , 3.5 , 4.5 로 주어졌으며 평판두께비

율 T/R은 0.3에서 0.5까지 변화되었다. 실선과 파선은 각각 

최적화된 제안 구조와 전파장 다이폴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반구반경 R이 4.5 인 경우의 지향성 변화가 2.5 
인 경우보다 뚜렷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구반경 R이 커

짐에 따라 주빔의 지향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최대지향

성이 형성되는 평판두께 조건도 명확해지고 있다. 제안한 구

조는 반구반경 R이 2.5 와 3.5 와 4.5 인 경우 평판두께

비율 T/R이 각각 0.41와 0.40와 0.40 지점에서 최대 지향되었

고, 그 값은 각각 23.7 dBi, 26.2 dBi, 28.5 dBi였다. 전파장 

다이폴은 반구반경 R이 2.5 와 3.5 와 4.5 인 경우 평판

두께비율 T/R이 0.38인 지점에서 모두 최대 지향되었고, 그 

값은 각각 23.7 dBi, 26.5 dBi, 28.4 dBi였다. 이 때 전파장 

다이폴에서는 평판두께비율 T/R이 0.44인 지점을 넘어서면

서 주빔 방향인 z축으로 널이 발생하여 지향성이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판두께비율 T/R이 0.44 이상인 경

우에는 전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최대지향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즉 동일한 반구반경의 확장형 반구렌즈에서 제안

한 구조와 전파장 다이폴의 최대지향성은 거의 동일하게 구

현되었지만, 최적화된 평판두께비율 T/R은 제안한 구조가 전

파장 다이폴의 경우보다 약간 두꺼웠다. 이것으로 확장형 반

구렌즈가 타원렌즈(elliptical lens)와 제일 유사한 형태일 때 

안테나의 복사 패턴이 최대 지향된다는 사실
[27]

과 함께 렌즈 

위에 부착된 안테나구조 자체도 최대지향성에 영향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은 반구반경 R이 4.5 인 조건에서 1 THz 에서의 

복사패턴을 x-z 평면과 y-z 평면에서 비교한 것으로 제안한 

구조와 전파장 다이폴은 평판두께비율 T/R이 각각 0.40과 

0.38인 지점에서 각각 28.5 dBi와 28.4 dBi의 지향성을 보이

고 있다. x-z 평면에서 제안한 구조와 전파장 다이폴의 반전

력빔폭(half-power beamwidth)은 각각 6.8°와 5.6°이고, 부엽

레벨(side lobe level)은 각각 -21.3 dB와 -13.5 dB 이하이며, 
전후방비(front-to-back ratio)는 각각 24.6 dB와 27.1 dB이다. 
y-z 평면에서 제안한 구조와 전파장 다이폴의 반전력빔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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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z plane

(b) y-z plane

FIG. 12. Radiation patterns of antennas at 1 THz on an extended 
hemispherical lens substrate (R = 4.5 ) (a) x-z plane (b) 
y-z plane.

FIG. 13.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when a ratio of substrate thickness to radius of hemi-
sphere T/R varies (R = 4.5 ).

FIG. 14.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and a full-wavelength dipole antenna on an extended 
hemispherical lens substrate (R = 4.5 ).

각각 5.6°와 7.0°이고, 부엽레벨은 각각 -14.7 dB와 -27.9 dB 
이하이며, 전후방비는 각각 24.6 dB와 25.2 dB 이다. 제안한 

구조의 경우 평면 방향에 따른 반전력빔폭의 변화가 1.2°로
서 전파장 다이폴의 1.4°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

안한 구조의 고유한 복사패턴이 z축 방향으로 높은 회전대칭

성을 갖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평판두께비율 T/R을 변화시키면서 제안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3은 반구반경 R을 4.5 
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평판두께비율 T/R이 각각 0.3, 0.4, 
0.5인 경우를 무한기판 위에서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공
진주파수의 변동은 무한기판의 경우에 비하여 1.0% 범위 내

에서 이루어졌으며, 최대 입력임피던스는 무한기판에 비하여 

최대 15%까지 증가되었다. 무한기판의 결과에 기준하여 유

한한 렌즈기판에서 발생하는 리플(ripple)특성은 평판두께비

율 T/R이 커질수록 강해지는데, 이러한 리플특성의 증가는 

렌즈면으로부터 안테나로 유입되는 내부반사파의 경로가 점

차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최대지향성이 

나타나는 평판두께비율 T/R이 0.4인 지점까지는 입력임피던

스 특성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4는 최대지향성이 형성되는 확장형 반구렌즈 조건

에서 제안한 안테나와 전파장 다이폴의 입력임피던스를 비

교한 것으로, 반구반경 R은 4.5 로 동일하고, 평판두께비율 

T/R은 각각 0.40, 0.38로 주어졌다. 구체적인 치수로 반구반

경 R은 1350 μm, 정합층 두께 t는 39 μm로 동일하였고, 평
판 두께 T는 각각 540 μm, 513 μm이다. 제안한 안테나는 동

일한 공진주파수에서 전파장 다이폴보다 6배 이상의 높은 

입력임피던스를 보이며, 렌즈면의 내부반사파에 의해 발생되

는 리플현상에 대해서도 휠씬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테라헤르츠 포토믹서에 사용되는 안테나로

서 네잎클로버 형태의 전파장 공진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

한 안테나는 기존의 전파장 다이폴에 비하여 높은 입력임피

던스 특성과 안정적인 DC 바이어스라인, 그리고 높은 대칭

성의 z축 복사패턴을 지녔다. 계산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제

안한 안테나의 공진특성을 무한기판 위에서 먼저 살펴보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에 쓰이는 확장형 반구렌즈 위

에서 전체효율과 지향성이 최대로 형성되도록 기판을 포함

한 전체 안테나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한 안테나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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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파장 다이폴과 비교한 결과, 최대지향성이 나타나

는 평판두께비율 T/R은 전파장 다이폴보다 약간 두꺼웠고 

최대지향성은 거의 동일하였다. 하지만 제안한 안테나는 전

파장 공진주파수에서 다이폴보다 6배 이상의 높은 입력임피

던스를 지녀 포토믹서와의 부정합효율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동시에 복사효율까지 고려한 결과 복사체로서의 전체효율이 

기존 다이폴보다 2.7배 가량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

은 특성을 지닌 제안한 안테나 구조를 테라헤르츠 포토믹서 

설계에 적용한다면 저출력 특성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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