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8호 (2014년 8월)  3

S
P

E
C

I
A

L
 T

H
E

M
A

Special Thema

김성일 책임연구원/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SoC융합R&BD센터, 한국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 차세대소자공학과)

1. 서 론

테라헤르츠파 대역은 밀리미터파와 적외선 

사이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으로서 0.1 THz

부터 10 THz 대역을 지칭한다. 테라헤르츠파

의 과학 및 공학적 응용을 위해서는 테라헤르

츠파 신호원 및 검출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테라헤

르츠파 이용 기술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미

래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3]. 테

라헤르츠파 대역은 광파가 갖는 높은 공간 분

해능과 전파의 장점인 비금속 및 비극성 물질

에 대한 투과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4]. 이

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주어진 시료에 대한 테

라헤르츠파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이를 통하

여 물질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시

간영역 분광 (Time Domain Spectroscopy: 

TDS)기술과 T-ray (테라헤르츠파) 영상 기술

이 연구되고 있다 [4]. 또한, 0.1 THz부터 1 

THz 대역인 서브 테라헤르츠파 대역을 활용

한 초고속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IEEE 802.15에서는 

IG (Interest Group)을 구성하여 0.3 THz부

터 1 THz 대역을 활용하는 초고속 무선 통신

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광학적인 방법, 전자소자를 활용하

는 방법, 그리고 광전 변환기 (Optical-to-

Electrical Convertor: OE Convertor or 광혼

합기: Photomixer)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광학적인 방법은 주로 TDS나 T-ray 

영상 기술에 사용되고 있다. 광학적인 방법의 

테라헤르츠파 생성 및 검출 시스템은 15~30 

fs의 펄스폭과 80 MHz의 반복률로서 795 nm

의 중심파장과 62 nm의 펄스폭을 갖는 펄스

파를 방사하는 Ti:Sappire 펨토초 레이저와 

광전도 안테나 (Photoconductive Antenna: 

PCA), 그리고 광학계 (Delay line, Coupler, 

Reflector 등)로 구성된다 [5]. 10 THz까지의 

펄스 (Pulse)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킬 수 있

는 광학적인 방법에 비하여 전자소자를 활용

하는 방법과 광전 변환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0.1 THz부터 1 THz 이하의 서브 테라헤르츠 

연속파 (Sub-Terahertz Continuous Wave) 

발생에 주로 사용된다. 전자소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Gunn 발진기 (Oscillator)나 주

파수 체배기 (Frequency Multiplier) 등을 활

용하는 방법으로서 전자소자를 하이브리드 집

적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Si, 

SiGe 및 InP 등을 활용한 단일집적 방식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소자

를 활용하는 방법은 향후 테라헤르츠파 시스

템의 소형화 및 저가화를 통하여 상용화가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낮은 전력 효

율과 공정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 광전변환기 및 
연속파 발생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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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6]. 전자소자를 활용한 테라

헤르츠파 발생 방식에 대한 연구는 독일의 

Barunschweig 대학, 미국의 Florida 대학, 

일본의 NTT 및 한국의 ETRI에서 주로 연구

되고 있다.

광전 변환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기술적으로 성숙된 광통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섬유 및 이를 활

용한 광학부품, 증폭기 등의 전자소자, 그리

고 광신호를 전자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

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6]. 주로 1,550 nm 

대역의 광섬유 부품이 사용되며, 대부분의 

능동 및 수동 광부품들이 상용화되어 비교

적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완성도

가 높아서 시스템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전자소자만을 활용하는 방법

에 비하여 광대역의 테라하레츠 연속파 신

호 생성이 가능하며, 높은 안정성과 넓은 주

파수 가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

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광

섬유 부품과 전자소자 및 광전 변환기가 하

이브리드 집적되므로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6]. 또한, 광전 변환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테라헤츠파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광전 변환기의 동작 주파수 대역폭이 발생

되는 테라헤르츠파의 주파수를 제한하므로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광전 변환기 개

발이 매우 중요하다. 광전 변환 방식을 활용

한 테라헤르츠파 발생 방식은 한국의 ETRI, 

일본의 NTT, 미국의 AT&T Bell 등에서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전 변환 방법의 주

요 구성인자인 광대역 광전 변환기 설계 결

과와 광전 변환 방법을 활용한 서브 테라

헤르츠 연속파 발생 시스템의 설계 및 실

험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

서는 광전 변환 방법을 활용하는 서브 테라

헤르츠 연속파 발생 방식 중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광반송파가 억제된 양측대역 (Double 

Sideband-Suppressed Carrier: DSB-

SC) 방식 [6-8]과 이를 활용한 고차 하모

닉 변조 방식 (High-Order Harmonics 

Modulated Lightwave Scheme: HML 

Scheme) [9-12] 등의 구성 및 특성 등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의 
필요성 및 응용분야

연속파 (Continuous Wave: CW)는 일

정한 크기와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로서 정의되며, 펄

스파 (Pulse Wave)와 대비되어 특성이 해석

된다. 연속파는 시간영역에서 연속적인 응

답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상지연 및 도플

러 효과 (Doppler effect) 등을 이용하여 전

송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크

기와 주파수를 가짐으로 ASK (Amplitude 

Shift Keying), FSK (Frequency Shift 

Keying) 등의 변조방법을 통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

속파와 펄스파의 주요 특성에 비교는 표 1에 

표 1. 연속파와 펄스파의 특성 비교.

그림 1. 테라헤르츠 연속파를 활용한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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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림 1은 테라헤르츠 연속파를 활용한 응

용분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연속파는 다

양한 변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신호가 연속성을 갖는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펄스파에 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 매우 많으므로 무선통신 분야, 측정 및 센

싱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테라헤르츠파 대역은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

송을 위한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으로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 기업 

업무 (Business), 오락 (Entertainment), 그

리고 의료 (Biomedical) 분야 등의 응용분야

를 갖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고속 대용

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테라헤르츠파 대역

을 활용하여 FWA (Fixed Wireless Access)

를 구성하여 자연재해로 유실된 유선 광대역 

통신망을 대체하여 재해지역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인 문제로 유선 광대

역 통신망 설치가 불

가능한 오지 지역 등

에서 무선 광대역 통

신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

역 간 격차 해소를 위

한 대안 기술로서 제

시될 수 있다. 테라헤

르츠파의 특성은 높은 

주파수로 인하여 직

진성과 공기 중 습기

에 의한 전파 감쇄 등

으로 인하여 수십 km 

이상의 장거리 전송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장 

내의 단거리에서 고속 

대용량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여 영상회의 및 

고용량 데이터를 안전

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 가

정이나 게임장에서 3D 영상 데이터 전송 및 

실시간 무선 게임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 테

라헤르츠파의 높은 분해능과 고 용량 데이터 

전송 기능은 Biomedical 분야에 적용되어 원

격 진료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테 라 헤 르 츠 파 를  활 용 하 는  시 스 템

의 응용 분야 별 시장을 아래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2007년도에는 

'Manufacturing, Quality Control, and 

Non-Destructive Testing (NDT)' 분야

와 'Security & Surveillance' 분야의 시

장의 전체 시장의 84%에 이르고 있으며, 

'Communications'와 'Biomedical' 분야는 

각각 0%의 시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

장 현황은 2017년도에는 'Manufacturing, 

Quality Control, and NDT'와 'Security 

& Surveillance' 분야가 각각 34%와 40%

그림 2.  테라헤르츠파 응용 시스템의 시장 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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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74%로 감소하고 'Communication'과 

'Biomedical' 분야의 시장이 13%와 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

기와 같은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정

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장치

3.1 광전 변환기의 설계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

생기는 구성 방법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연속파 발생기를 구현할 수 있다. 광대역 

광전변환기는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

츠 연속파 발생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

품이다. 

광대역 광전 변환기로서 단일 주행 캐리

어 포토다이오드 (Uni-Travelling Carrier 

Photodiode: UTC-PD)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UTC-PD는 광전 변환

기의 동작 속도를 감소시키는 부 캐리어 

(minority carrier)인 정공 (hole)의 이동을 

억제하고 주 캐리어 (majority carrier)인 

전자 (electron)에 의하여 동작속도 및 동

작 주파수 대역이 결정지어지도록 설계되므

로 광대역의 주파수 대역폭 확보가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구조와 낮은 공

정 신뢰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비교적 제작이 용이하며 광전 변환기의 

주요한 특징인 입력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척도인 responsivity가 좋은 p-i 

(intrinsic)-n 구조의 광전 변환기 설계 결

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3은 p-i-n 구조의 도파로형 광

전 변환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Acore, xcore, Wcore, Lcore는 각각 접합면적, 

코어층의 높이, 코어층의 폭, 코어층의 길

이를 나타낸다. p-i-n 도파로형 광전 변

환기는 광흡수층인 i-영역으로부터 p-영

역 및 n-영역으로의 거리가 짧고 광의 입

사가 수평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론적으로는 responsivity와 주파수 대역

폭 사이에 trade-off가 없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p-i-n 도파로형 광전 

변환기의 기생성분을 최소화하고 주파수 

대역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낮은 Ohmic 

contact 저항과 pn 접합 커패시턴스를 구

현할 수 있는 버섯 모양의 도파관 구조를 

갖는 버섯-도파관 구조를 갖는 0.24 THz 

대역에서 동작 가능한 InP 광전 변환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설계된 광전 변환기의 

모의실험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RS, CP, LP는 각각 모의실험에 사

용된 전원 저항, 기생 커패시턴스, 기생 인

덕턴스를 나타낸다. Acore는 그림 4에서 확

인할 수 있는 Wcore와 Lcore의 곱으로 표현되

는 도파로의 면적이다. Epi 구조로서 결정

되는 코어층의 높이 (xcore)를 120 μm로 고

정하고, 40 Ohm의 전원저항, 6 fF의 기생 

커패시턴스, 30 pH의 기생 인덕턴스를 가

정하여 모의실험 하였다 [14]. Acore의 변화

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모의 실험 결과, 

Acore가 적을수록 광전 변환기의 커패시턴스

가 감소하여 넓은 대역폭의 광전 변환기 설

계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원하는 

크기의 Acore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Wcore

그림 3.  p-i-n 표면입사형 광전 변환기의 개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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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core의 형성이 핵심이 되므로 본 광전 변

환기 제작을 위해서는 매사 식각 및 선택

적 식각 공정이 제작 공정의 핵심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파관 종단면을 HR 

(High Reflection) 코팅하여 입사된 광신

호를 도파관 종단면에서 반사시켜 흡수되

지 못한 광신호를 재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채용할 경우 버섯-도파관형 광전 변환기의 

responsivity를 향상시킬 수 있다.

3.2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단일 파

장 광원 혹은 다중 파장 광원을 활용하여 서

로 다른 두 파장을 갖는 두 개의 광신호를 생

성 시킨 후, 생성된 두 개의 광신호를 광전 

변환기 (OE Converter)에 입력시킨다. 입력

된 서로 다른 두 파장의 광신호는 광전 변환

기에서 비팅 (beating)되어 서로 다른 두 파

장의 차이만큼의 주파수 성분이 테라헤르츠 

연속파로서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시스템은 그

림 5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5(a)는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개

략도를 나타내며, 단일 파장 광원 (Optical 

Source), 외부 광변조기 (Modulator), 국부

발진기 (Local Oscillator)와 광전 변환기 

(OE Converter)로 구성된다. DCB-SC 방식

은 기존에 개발된 1,550 nm 대역의 광섬유 

부품과 전자소자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

므로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하며, 단일 파

장 광원 (λ0)으로부터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서로 다른 두 파장 (λ1과 λ2)의 두 광신호를 

비팅시켜 원하는 테라헤르츠 연속파를 생성

그림 4.  설계된 버섯 도파관형 광전 변환기 모의
실험 결과.

그림 5.  다양한 광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
속파 발생 시스템의 개략도 (a) DSB-SC, 
(b) 모드락 레이저 다이오드, (c) 서로 다
른 두 개의 파장을 갖는 광원의 헤테로다
인 시스템, (d) 광학적 comb 발생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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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므로 높은 주파수 안정성을 갖는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DSB-SC 방식은 발생되는 

테라헤르츠 연속파의 주파수가 국부 발진기

의 주파수의 2배이므로 높은 주파수의 테라

헤르츠 연속파를 원할 경우, 높은 주파수의 

국부 발진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주파수 가변성 및 발

생되는 테라헤르츠 연속파 주파수가 1 THz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림 5(b)는 모드락 레이저 다이오드와 광

전변환기로 구성되는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

생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드락 레이저 다이오드를 활용

할 경우, 가장 단순한 구조의 테라헤르츠 연

속파 발생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모드락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작

하는 반도체 공정이 복잡하며 반도체 레이저

로서 제작되므로 주파수 가변성이 1 GHz 미

만으로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c)

는 서로 다른 두 파장의 개별 광원과 광결합

기, 그리고 광전 변환기를 사용함으로써 10 

THz 이상의 가장 넓은 주파수 가변성과 10 

THz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테라헤르츠 연속

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파장의 개별 광원의 출

력을 높은 상관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정화 회로 블록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 있다.

그림 5(d) 단일 파장 광원, 외부 광

변조기, 국부발진기, 광 필터 (Arrayed 

Waveguide Grating: AWG), 그리고 광전 

변환기로 구성되는 광 Comb 발생기를 나타

낸다. 광 Comb 발생기는 외부 광변기를 사

용하여 위상 및 크기를 동시에 변조하여 비

팅될 서로 다른 파장의 다수의 광신호를 발

생시키고 이를 광 필터를 통하여 원하는 주

파수를 갖는 서로 다른 두 파장의 광신호만

을 선별한 후 광전 변환기에 입력시켜 테라

헤르츠 연속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장 

높은 주파수 안정성과 1 THz 이상의 주파수 

가변성 및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

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SB-

SC 방식과 같이 국부 발진기를 활용하여 발

생되는 다수의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의 

파장 간격을 조절하므로 전자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높은 복잡도를 갖고 있다

는 단점이 있다.

(1) 일반적인 DSB-SC 방식 [6-8]

그림 6은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테

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개요도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Optical Source, External 

Modulator, LO, EDFA, 3-dB Coupler, EO 

Converter, Electrical SA, 그리고 OSA는 

각각 광 반송파를 발생시키는 단일파장 광

원, DSB 광 신호 발생을 위한 외부 광 변조

기 (Mach-Zender Optical Modulator), 광 

반송파를 DSB 변조하기 위한 RF 국부 발

진기, Er-Doped 광섬유 증폭기 (Optical 

Fiber Amplifier), 발생된 DSB-SC 신호

의 모니터링 (Monitoring)을 위하여 설치된 

3-dB Coupler,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두 

개의 광 신호를 비팅시켜 테라헤르츠 연속

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전 변환기, LO 신호 

모니터링과 광혼합기 출력 신호 측정을 위

한 전자 주파수분석기 (Electrical Spectrum 

Analyzer), 그리고 광 신호 분석을 위한 광 

주파수 분석기 (Optical Spectrum Analyzer)

를 나타낸다. 또한, VLO, fLO, VBias, 그리고 

VR은 각각 국부 발진기 출력의 전압과 주파

수, 광 변조기와 광혼합기의 바이어스 전압

을 나타낸다.

DSB-SC 광 신호 발생을 위하여 광원에서 

출력되는 광 반송파는 광변조기로 입력되어 

국부발진기에서 출력되는 RF 연속파 신호

에 의하여 DSB 변조된다. DSB 광 신호에 존

재하는 광 반송파 성분은 광변조기에 인가되

는 바이어스 전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감

소시킬 수 있다. 광변조기의 출력은 EDF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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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되어 광변조기의 삽입손실과 DSB-SC 

변조로 인하여 감소된 광파워를 적절한 레벨

로 증폭시킨다. 발생된 DSB-SC 광 신호는 

3-dB 광결합기에 인가되어 두 개의 출력단

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하나의 출력단은 광

전 변환기에 연결되어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

호를 출력한다. 3-dB 광결합기의 나머지 한 

출력단은 OSA에 연결되어 광혼합기에 인가

되는 DSB-SC 신호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7은 광 변조기에서 DSB-SC 변조되

고, 광 증폭기를 통하여 증폭된 DSB 광 신

호와 광 반송파를 광 반송파의 억제 레벨에 

따라서 OSA로 측정한 결과이다. 'DSB with 

Maximized Carrier', 'DSB with Equalized 

Carrier', 그리고 'DSB-SC'는 각각 최대 크기

의 광 반송파와 DSB 광 신호, DSB 광 신호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광 반송파와 DSB 광 신

호, 그리고 최대로 억제된 광 반송파와 DSB 

광 신호를 나타낸다. 광 반송파의 크기는 광

변조기에 인가되는 DC 바이어스 전압을 이용

하여 제어하였다. 또한, λC, PC, PC, Eq, PC,Max, 

λSL, PSL, λSR, PSR, PSL@Max_Carrier, 그리고 PSR@

Max_Carrier는 각각 1,546 nm의 파장을 갖는 광 

반송파, 광변조기의 DC 바이어스에 의하여 

최대로 억제되어 -6.8 dBm의 파워를 갖는 

광 반송파의 크기, DSB 신호의 크기와 동일

한 레벨로 제어되어 2.5 dBm의 파워를 갖는 

광 반송파의 크기, 광변조기의 DC 바이어스 

제어를 통하여 9.8 dBm의 최대 파워를 갖

는 광 반송파의 크기, DSB 신호 중 광 반송

파의 왼쪽에 생성된 1,546 nm의 파장을 갖

는 측대역 신호, 광 반송파가 최대 억제 레벨

을 가질 경우와 DSB 신호와 동일한 레벨을 

가질 경우의 4.1 dBm의 파워를 갖는 좌측대

역 신호 크기, DSB 신호 중 광 반송파의 오

른쪽에 생성된 1,547 nm의 파장을 갖는 측

대역 신호, 광 반송파가 최대 억제 레벨을 가

질 경우와 DSB 신호와 동일한 레벨을 가질 

경우의 3.7 dBm의 파워를 갖는 우측대역 신

호 크기,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에 

-9.1 dBm의 파워를 갖는 좌측대역 신호 크

기, 그리고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

에 -9.5 dBm의 파워를 갖는 우측대역 신호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DSB 광 신호는 광 반송파를 

CW 변조하여 생성됨으로써 좌우 측대역 광 

신호와 광 반송파 간에 매우 큰 상관관계

를 가지므로 광 반송파가 최댓값을 갖게 되

면 DSB 광 신호가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DSB 광 신호의 크기를 극대화하

여 광혼합되어 생성되는 테라헤르츠 연속

파 신호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 

그림 6.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 개략도.

그림 7.  광 반송파 억압 레벨에 따른 DSB 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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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파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본고에

서는 측정 환경을 고려하여 0.1 THz의 주

파수를 갖는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 발생

을 위하여 50 GHz 국부 발진기를 사용하였

다. DSB 신호의 좌측대역 신호와 우측대역 

신호는 광 반송파를 기준으로 국부발진기

의 주파수만큼의 차이를 갖으며 좌우에 생

성된다. 따라서 좌우 측대역 광 신호는 광 

반송파로부터 각각 4 nm (~50 GHz) 의 파

장 간격을 갖으며, 좌우 측대역 신호간의 

파장 간격은 약 8 nm임을 확인하였다. 높

은 상관 관계를 갖으며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DSB 광 신호는 광혼합기의 광혼합 과

정을 통하여 최소화된 주파수 편이와 좁은 

FWHM (Full Wave Half Maximum)를 갖

는 안정된 주파수 특성의 0.1 THz 대역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 발생이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8은 광 반송파 억압 레벨에 따른 광전 

변환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의 파워와 위

상 잡음 특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DSB with Maximized Carrier', 'DSB 

with Equalized Carrier', 그리고 'DSB-SC'

는 각각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 광 

반송파의 크기가 DSB 광 신호와 동일한 레

벨로 제어되었을 경우, 그리고 광 반송파가 

광변조기의 DC 바이어스 조절을 통하여 최

대로 억제되었을 경우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를 주파수 분석기의 RBW (Resolution 

Bandwidth)와 VBW (Video Bandwidth)를 10 

KHz로 설정하여 측정한 출력 파워와 위상잡

음 특성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8(a)의 

출력 파워 측정결과, DSB-SC 광 신호의 광

혼합을 통하여 11 KHz의 좁은 FWHM와 주파

수 편이를 무시할 수 있는 안정된 주파수 특

성의 0.1 THz 대역의 연속파 신호가 발생됨

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 반송파가 최대로 억

제되어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소일 경우,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와 비교하여 발

생된 밀리미터파 신호의 크기가 23.9 dB 개

선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그림 7에서 확인하

였듯이 광 반송파와 DSB 신호의 높은 상관관

계로 인하여 광 반송파의 크기와 DSB 광 신

호의 크기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로 억제되어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소일 경우, 광혼합되어 밀리미터파 대역 신

호 발생에 직접 기여하는 DSB 광 신호의 크

기가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에 비하

여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8(b)의 위상잡음 측정결과에서 광 반

송파가 최대로 억제되어 광 반송파의 크기

가 최소인 DSB-SC 광 신호가 형성되었을 

경우, 광 반송파의 크기가 DSB 신호의 크

기와 동일한 경우, 그리고 광 반송파의 크

기가 최대일 경우에 1 MHz 오프셋 주파

그림 8.  광 반송파 억압 레벨에 따른 광전 변환
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의 (a) 크기와 
(b) 위상잡음 특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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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Offset Frequency)에서 위상잡음 특성

은 각각 -38 dBc/Hz, -37 dBc/Hz, 그리고 

-16.5 dBc/Hz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광 반

송파가 최대로 억제되어 광 반송파의 크기

가 최소일 경우, 광 반송파로 인한 잡음 성

분이 감소하여 광 반송파의 크기가 최대일 

경우와 비교하여 10 KHz와 1 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각각 10 dBc/Hz와 21 dBc/Hz의 

위상 잡음 특성 개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SB-SC 방식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두 광 신호를 생성하

고 이를 광전 변환하여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를 발생시킬 경우, 발생되는 신호의 크

기 및 위상 잡음 특성 개선을 위하여 광 반

송파는 최대로 억제되어야 함을 실험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 [9-12]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

파 발생기는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테

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에 광학적 궤환 루

프 (Optical Feedback Loop)를 추가하여 구

성되며 개략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광학

적인 궤환 루프는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출력 주파수가 

전자 소자인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의 2배로 

한정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되

었다.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a)와 같은 광원에서 출력된 광 반

송파는 3 dB Coupler1을 통과하여 광변조

기에 인가되며, 광 변조기의 바이어스 전압 

(VDC)을 적절히 조절하여 그림 10(b)와 같이 

DSB-SC 광 신호가 광변조기 출력단에서 생

성된다. 그림 10(b)와 같은 DSB-SC 광신호

는 광 궤환 루프를 통하여 광 변조기 입력으

로 궤환되어 DSB 변조된다. 이러한 광 궤환

은 그림 10(d)와 같이 광 노치필터 (Notch 

Filter)의 pass band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DSB 광 신호가 생성되었을 때 종료되며, 노

피 필터의 stop band와 pass band 설계에 

따라서 광 궤환 루프 횟수와 발생시키고자 

하는 테라하레르츠 연속파 신호의 주파수를 

그림 9.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
속파 발생기의 개략도.

그림 10.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동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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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인 DSB-SC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

속파 발생기는 0.12 THz 연속파 발생을 위하

여 60 GHz의 국부 발진기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

르츠 연속파 발생기는 20 GHz 국부 발진기

를 활용하여 0.12 THz 테라헤르츠 연속파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은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

헤르츠 연속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테

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전기적 특성을 출

력 파워와 위상잡음 특성으로 나타내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고차 하모닉 변조 방

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DSB-SC 방식에

서 발생되는 고차 하모닉을 활용한 테라헤르

츠 연속파의 전기적 특성과 비교하였다. 그

림 11에서 'Conventional DSB-SC Scheme'

과 'Using High-Order HML'는 각각 일반적

인 DSB-SC 방식과 고차 하모닉 변조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를 나타낸다. 발생

된 테라헤르츠 연속파는 0.12 THz이며, 측정

에 사용된 스펙트럼 분석기의 RBW와 VBW

는 각각 390 Hz로 설정되었다. 그림 11(a)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차 하모닉 방식의 테

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방식을 통하여 발생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신호의 출력 파워는 일반

적인 DSB-SC 방식을 통하여 테라헤르츠 연

속파에 비하여 약 52 dB 높은 출력 파워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b)는 고차 하모닉 방식의 테라헤

르츠 연속파 발생 방식의 위상 잡음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발생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의 위상잡음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차 

하모닉 방식으로 발생된 테라헤르츠 연속파

의 위상 잡음과 고차 하모닉 방식에 사용된 

20 GHz 국부 발진기의 위상잡음을 비교하

였다. 일반적으로 국부 발진기의 체배 숫자

와 위상 잡음 특성의 상관관계 [15]에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발생된 테라헤르츠 연

속파의 위상 잡음 특성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테라헤르츠파 대역은 밀리미터파와 적외선 

사이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으로서 아직 개

발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이다. 따라서 고속 

대용량 신호 전송을 위한 넓은 주파수 대역

을 기존의 통신 및 상용화된 주파수 대역과

의 간섭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

용하는 고정 무선 통신(Fixed Area Access 

그림 11.  고차 하모닉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를 통하여 발생된 테라헤르츠 연
속파 신호의 (a) 출력 파워와 (b) 위상 
잡음 특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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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등의 공공 서비스, 영상 회의 등의 

기업의 업무 환경 개선 서비스, 3차원 영상

을 활용한 실시간 오락 사업 및 Biodmedical 

서비스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구현의 용이성 및 발생되는 테라헤

르츠 연속파의 주파수 안정성이 뛰어난 광

전 변환 방식의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 방

식과 광대역 광전 변환기의 설계 및 측정 결

과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은 

향후 테라헤르츠 연속파 발생기 설계 및 제

작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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