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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anisotropy was produced by using a linearly polarized pump beam in poly (methyl
methacrylate) doped with Disperse Orange 3 (DO3). The dynamics of photoinduced anisotropy
was studied by measuring the change in anisotropic absorption and comparing it to the change in
isotropic absorption induced by using a circularly polarized pump beam. The temporal evolution of
the anisotropic absorption was monitored under irradiation at 477 nm. Photo-isomerization plays a
leading role in the isotropic absorption change during the early time evolution, and the angular hole
burning and the angular redistribution induces an anisotropic absorption change in the pumping
process. A polarized pump beam causes the accumulation of trans isomers in the perpendicular
direction and cis isomers in the parallel direction over time. The relaxation process is governed by
thermal isomerization at the initial time and by the rotational diffusion of trans isomers and cis
isomers at later times.
PACS numbers: 42.65.An, 42.70.Jk, 78.20.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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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3(Disperse Orange 3)를 첨가한 poly(methyl methacrylate) 박막에 선편광된 빛을 쪼여 비등방성
을 유도하였다. 비등방적 흡광도의 변화와 원편광된 빛으로 여기된 등방적 흡광도 변화를 비교하여 비등
방성의 동역학을 분석하였다. 비등방적 흡광도의 시간적 거동은 파장 477 nm에서 측정되었다. 펌프광을
쪼이는 초기에는 광이성질화의 과정이 등방적 흡광도변화를 주도하고 각홀버닝(angular hole burning)과
각재분포 (angular redistribution) 가 잇달아 비등방성을 유도한다. 선편광된 빛이 직각방향으로 트랜스
이성체를 축적하고 평행방향으로는 시스 이성체를 축적한다. 이완과정은 초기에는 열적 역이성질화가
나타나고 점차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회전분산효과가 나타난다.
PACS numbers: 42.65.An, 42.70.Jk, 78.20.Ci
Keywords: 광유도 비등방성, DO3, 광정렬도, 각홀버닝, 각재분포

I. 서 론
아조색소 (azo dye) 의 광유도비등방성 (photoinduced
anisotropy) 에 관한 연구는 광여기에 의해 광학적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1–11]. 폴리머 등의
고체 호스트 안에서는 아조색소가 큰 비선형광학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광스위치와 홀로그라피, 광기록 장치 등에
대한 응용을 대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12–27].
아조색소는 트랜스 이성체 (isomer)와 시스 이성체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그 두 가지는 빛과 열에 의해서 서로
이성질화 전이를 한다. 선편광된 빛을 쪼이면 트랜스 이성
체가 시스 이성체로 전이되어 회전한 후 편광 방향에 대하
여 직각으로 배열하고 시스 이성체는 평행방향으로 배열
한다. 액체 속에서는 선편광된 빛에 의해서 트랜스 이성체
(isomer) 에서 시스 이성체로 빠르게 바뀌어 회전하게 되
지만 축적되지 않고 회전확산에 의해서 소거된다. 그러나
고체 호스트 안에서는 트랜스 이성체에서 시스 이성체로
바뀌어 회전한 것이 확산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비등방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Wu 등은 광유도비등방성의 생성단계를 광이성질화와
광배열의 과정으로 나누어 이해했다 [28]. 우선 등방적 흡
광도 변화를 관측하여 광이성질화의 과정의 해석적인 해를
구하여 실험적 관측 결과와 맞춤으로써 광이성질화의 메카
니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기반
으로하여 광이성질화에 따르는 이성체의 회전과 재배열에
의한 비등방성의 생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O3 색소를 첨가한 PMMA 박막을 제조
하여 비등방성을 유도하고 시간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선편
광으로 유도된 비등방성의 각분포를 측정하여 광정렬도를
구하였다. 선편광된 빛에 의해 유도된 비등방적 흡광도의
시간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편광된 빛을 시료에 쪼
여 광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광유도비등성의 시간적 거동을 분리하여 해석하였다. 광
여기 초기에는 광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의 감소를
보였다. 이후는 각홀버닝과 각재분포에 의한 비등성이 증
가하였다. 펌프광을 껐을 때 초기에는 열적 역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 증가와 연속적으로 비등방성의 이완도
따랐다. 트랜스 이성체의 회전에 의한 비등방성의 기록은
오래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광유도비등방성에 관한 연구는 DR1(Disperse
Red 1) 색소가 첨가된 폴리머 박막에서 수행되었다. 아조색
소(azo dye)의 광유도비등방성(photoinduced anisotropy)

II. 이론적 배경

에 대한 모델은 Z. Sekkat 등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실험적
연구는 수십년 동안 수행되었다 [4, 7]. 큰 비선형성을 이

1. 아조색소의 등방적 광이성질화 모델

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광유도비등방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Dumont 등은 아조색소가 첨가
된 폴리머에서의 광여기 비등방성의 시간적 거동을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밀도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어 설명하였다 [9]. 이 모델에서는 트랜스 이성체와 시
스 이성체 상호간의 전이과정에서 각홀버닝 (angular hole
burning) 과 각재분포 (angular redistribution), 그리고 열
적 이완과정을 고려하였다.
∗ E-mail:

sikim@pknu.ac.kr

DO3는 Fig. 1(a) 와 같이 트랜스와 시스의 이성체를 가
진다. 그 두 가지 이성체는 빛에 의한 이성질화와 열에 의한
역이성질화의 과정에 의해서 서로 변환된다. Fig. 1(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가지의 이성체의 이성질화는 분자의
에너지 준위로써 설명된다 [29]. 펌프광을 쪼이는 동안 트
랜스 이성체는 광에너지를 흡수해서 트랜스의 여기상태로
전이된다. 이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트랜스이성체는 시스
이성체로 전이된다. 시스 이성체 또한 광자를 흡수하고 여
기된 시스 상태에서 트랜스 이성체로 전이한다. 열적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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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유도 비등방성 생성 모델
Sekkat 등은 아조색소가 선편광된 빛에 의해 여기될 때
비등방성의 시간적 거동을 알기 위하여 각홀버닝과 각재
분포 등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을 세웠다 [7]. 이성질화의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를
타원구 형태로 가정하고 펌프광의 편광방향을 기준으로 이
성체의 긴 축 방향이 입체각 Ω(θ,φ) 의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 밀도의 비율은 다음 두 식
으로 주어진다.
Fig. 1. (Color online) (a) Trans-cis isomerization of DO3
(b) Scheme of photo-isomerization.

dNT (Ω)
⊥
⊥
) cos2 θ]NT (Ω)
= − IϕTC [σT
+ (σT − σT
dt
∫∫
+ IϕCT

율은 k 로 나타낸다.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광흡
수단면적은 각각 σT 로 σC 로 나타내고,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광이성질화의 양자효율은 각각 ϕTC 와 ϕCT
로 나타낸다.
펌프광을 쪼일 때 시스 이성체의 변화율은 다음 식과 같다
[14].

× PCT (Ω′ → Ω)dΩ
∫∫
1
+
Q(Ω′ → Ω)NC (Ω)dΩ + DT R · RNT (Ωt)
τC
(4)
dNC (Ω)
⊥
⊥
= − IϕCT [σC
+ (σC − σC
) cos2 θ]NC (Ω)
dt
∫∫
+ IϕTC

dNC
I
I
=
σT ϕTC NT −
σC ϕCT NC − kNC .
dt
h̄ω
h̄ω

(1)

여기서 NT 와 N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
의 밀도이다. I 는 펌프광의 세기이고 ω 는 펌프광의 진동
수이다. 식 (1) 의 오른쪽 첫번째 항은 트랜스 이성체에서
시스 이성체로 전이되는 변화율이고, 두번째 항은 시스 이
성체에서 트랜스 이성체로 전이되는 변화율이며, 세번째
항은 열적으로 시스 이성체에서 트랜스 이성체로 전이되는
변화율이다.
전체 이성체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N0 = NT + NC 의
조건과 초기 t = 0 에서 NC = 0, NT = N0 을 적용하면 식
(1)에서 시스 이성체의 밀도는

NC (t) =

σT ϕTC N0 I[1 − exp(−pt)]
h̄ωp

(2)

로 주어진다. 여기서 이성질화율 p 는

p=
로 주어진다.

σC ϕCT + σT ϕTC
I + k.
h̄ω

(3)

⊥
⊥
NC (Ω′ )[σC
+ (σC − σC
) cos2 θ‘ ]

⊥
⊥
NT (Ω′ )[σT
+ (σT − σT
) cos2 θ]

× PTC (Ω′ → Ω)dΩ −

1
NC (Ω) + DC R · RNC (Ωt)
τC
(5)

여기서 식 (4) 와 식 (5) 에서 첫째 항은 선편광된 빛의
편광방향에 대하여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타원구
체의 긴축이 θ 의 각도로 배치되어 있을 때 각홀버닝에 따라
입체각 Ω 주위의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밀도가
비워지는 율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다른 입체각 (Ω′)
으로부터 입체각 Ω로 광여기에 의하여 시스 이성체와 트랜
스 이성체가 각재분포를 형성하는 율이다. 세번째 항에서
Q(Ω′ → Ω) 는 열적 여기로 시스 이성체에서 트랜스 이성
체로 각재분포를 나타내고, τC 는 시스의 수명을 나타낸다.
마지막 항은 열적 브라운 운동에 의한 것으로 확산을 나타내
고 DT 와 D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확산
⊥
⊥
상수이다. σT
와 σ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
의 분자의 횡단 흡수단면적이고, σT 와 σ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분자의 종단 흡수단면적이다.
펌프광의 편광방향에 대하여 분자의 분포가 방위각 대칭
이므로 식 (4) 와 식 (5) 을 따르는 이 시스템은 르장드르 다
항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에
대해 변환된 르장드르 다항식의 계수 비율방정식은
{T } = 3rT κl+ Tl+2 +[1+rT (3κl −1)]Tl +3rT κl− Tl−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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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for the photoinduced anisotropy. BS: beam splitter, L: concave lens,
ND: neutral density filter, PR: polarization rotator,
WP: Wollaston prism, M: mirror, PD1 , PD2 : photodetectors.

{C} = 3rC κl+ Cl+2 +[1+rC (3κl −1)]Cl +3rC κl− Tl−2 (7)

Fig. 3. Absorption spectrum of PMMA doped with DO3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광여기에 의한 비등방적 광흡수의 시간적 거동을 측정하
기 위해서 Fig. 2와 같이 펌프-프로브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rT 와 r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에

아르곤 이온 레이저 빔을 빔가르개 BS로 펌프광과 프로브

대한 분자 비등방성을 나타낸다. 특별히 T2 와 C2 는 분자

광으로 나누었다. 펌프빔을 시료에 쪼이는 단면적이 프로

의 정렬도를 나타내므로 이것의 해를 이용하여 비등방성을

브빔의 단면적보다 충분히 크게 하여 프로브빔이 광여기된

표현할 수 있다.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펌프빔의 크기는 오목렌즈
L을 사용하여 1.7 mm 직경의 레이저 빔을 직경 2.5 mm
로 확대하였다. 광흡수가 강한 영역 부근의 파장 477 nm

III. 실 험

의 레이저광 100 mW/cm2 로 광여기하고 같은 파장의 약한
세기 빛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펌프광을 시료에 쪼이는

아조색소 DO3는 청색영역에서 강한 흡수를 가지고 있

과정과 펌프광을 끈 후의 이완과정의 측정중에 프로브광이

어서 박막 형태로 시료를 제조하여 광유도 광흡수 특성을

이성질화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성 감쇠 필터 (neutral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아조벤젠유도
체인 4-(4-nitrophenylazo)aniline (DO3)를 첨가물로 하고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molecular weight
= 15000 g/mol)를 호스트 메트릭스하여 폴리머 박막을 제
조하였다. PMMA를 클로로포름 10 ml에 녹이고 잘 용해된
용액에 PMMA의 10 wt%에 해당하는 DO3색소를 첨가하
였다. 혼합된 용액을 초음파수조에 넣어 색소를 액체 단분
자가 되도록 충분히 분산시켰다. 박막시료는 유리기판에
용액을 3 µm 두께로 스핀 코팅하여 제조하였다. 남아있는

density filter) ND를 사용하여 프로브광의 파워를 1 µW
이하로 줄였다. 배경 노이즈를 줄이기위하여 록인앰프(SRS
510) 를 사용하였다. 펌프광의 편광방향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의 흡광도와 직각인 방향의 흡광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편광회전자 PR을 사용하여 프로브광의 편광을 45◦
로 배향하도록 하고, 웰라스톤 프리즘 WP을 사용하여 시
료를 통과한 프로브광을 평행성분과 직각성분으로 분리하
였다. 두 편광방향으로 분리되어 나온 광신호는 두 개의 광

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븐에 넣어 70 ◦ C 온도에서 6시간

검출기 PD1 과 PD2 를 통하여 각각 록인앰프로 전송되어

정도 유지하였다.

처리되었다. 또한 광유도비등방성에 의한 흡광도 변화를

광여기로 트랜스 이성체에서 시스 이성체로 변하는 광

광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 변화와 비교하기 위하

이성질화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 변화를 알기 위하여 50 W

여 Soleil-Babinet Compensator를 렌즈 L과 시료 사이에

텅스텐 할로겐 램프로 빛을 쪼여 등방적 흡광도 변화를 측

삽입하여 펌프광을 원편광으로 만들어 시료에 쪼였다. 이

정하였다. 충분히 강한 빛을 쪼이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

때에 선편광의 광이성질화와 동등한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기 위해서 CCD 스펙트로미터(Oceon Optics, HR2000)를

펌프광의 세기는 선편광의 절반으로 하였다.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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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DO3 색소의 가시광영역에서 광이성질화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여기 이전과 이후
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3에서 실선은 빛을
쪼이기 전의 트랜스 이성체의 흡광도 곡선이고 점선은 충
분히 강한 강을 쪼인 후의 흡광도 곡선으로 시스 이성체에
의한 흡광도로 근사할 수 있다. 파장 350 nm에서 600 nm
의 전 영역에서 트랜스 이성체는 시스 이성체로 전이되는
광이성질화에 의해서 흡광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DO3가 가시광영역에서 음수의 광정렬도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감소 특성이 트랜스 이성체의
배열방향을 결정한다.
선편광된 빛을 쪼여서 유도된 비등방성의 각분포를 분석
하기 위하여 광정상상태에서 흡광도의 각분포 측정하였다.
선편광된 빛으로 유도된 비등방성의 각분포를 이성체의
정렬도 (order parameter) 로써 분석할 수 있다. 트랜스와
시스에 의한 광흡수계수의 각분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α(θ) = N σ̄[1 + 2O2 P2 (θ)]
= NT σ̄T [1 + 2rT T2 P2 (θ)] + NC σ̄C [1 + 2rC C2 P2 (θ)]
(8)
로 주어진다. 여기서 P2 (θ) 는 르장드르 다항식의 2차계
수로서 P2 (θ) = (3 cos2 θ − 1)/2 이다. θ 는 펌프광 편광과
프로프광 편광이 교차하는 각이다. σ̄ 와 O2 는 각각 평균
흡수단면적과 평균 광정렬도이고, σ̄T 와 σ̄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평균 흡수 단면적이고, rT 와 rC 는
각각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분자비등방지수이다.
Figure 4는 파장 477 nm에서 100 mW/cm2 의 세기로
펌프광을 시료에 쪼여 광정상상태가 되었을 때의 흡광도의
각분포를 보여준다. 펌프광을 쪼여서 흡광도 변화가 정지
한 광정상상태에서 측정한 흡광도 곡선에서 펌프광 편광에
대해 직각인 θ = 90◦ or 270◦ 에서 흡광도의 최댓값을 나
타내고 펌프광 편광에 평행인 θ = 0◦ 또는 180◦ 에서 최솟
값을 가진다. 이것은 펌프광 편광에 평행인 방향으로 배열
된 트랜스 이성체는 각홀버닝의 효과로 비움 (depletion)이
최고로 강하고 직각 방향으로는 비움이 약하게 일어나고,
각재분포와 함께 작용하여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전체
각도에서는 식 (4)와 식 (5)에서 cos2 θ 의 함수로 비움을 만
드는 각홀버닝과 채우는 각재분포에서 해당 각도에 대한 이
성체의 밀도가 결정된다. 광정상상태에서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각배열의 평형을 이루면 전체 각도에 대한
흡광도는 식 (10) 과 같이 펌프광의 편광에 대한 각도 θ 에

Fig. 4. (Color online) Angular dependence of the absorption under irradiation at 477 nm and 100 mW/cm2 .
대한 광정렬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측정한 흡광도의
각분포의 데이터를 식 (10)으로 커브 피팅하여 비등방성의
평균 광정렬도 O2 = −0.09 를 구했다. 평균 광정렬도가
음수로 표시되는 것은 펌프광의 편광 방향에 대하여 이성
체의 배열방향이 평균적으로 배타적인 방향으로 정렬됨을
의미한다.
아조색소 DO3의 광유도비등방성의 동역학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에 선편광된 빛을 쪼여 비등방성을 유도하고
시간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Figure 5는 시료에 펌프광을
쪼였을 때와 펌프광을 껐을 때의 평행 흡광도와 직각 흡광
도의 시간적 거동은 보여주고 있다. 선편광된 빛을 쪼였을
때 초기 2–3초에는 모든 방향의 흡광도가 감소했다. 이것은
식 (10)에서 광흡수계수의 등방적 흡수항은 NT σ̄T + NC σ̄C
이므로 이 항에 따라서 광이성질화의 과정이 주도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Figure 5에서 초기 3초간의 등방적 흡광도의 감소 이후는
비등방성의 증가과정을 보여준다. 직각 흡광도 As 는 등방
적 흡광도의 감소를 지나서 흡광도가 증가하여 광정상상태
에 접근하고, 평행 흡광도 Ap 는 초기의 등방적 흡광도의
감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광정상상태로 접근한다.
직각 방향과 평행 방향에 대하여 각각 광흡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은 선편광된 빛에 의한 이성체의 각홀버닝과
각재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펌프광의 편광방향에 대하여
각도 θ 로 배치된 트랜스 이성체와 시스 이성체는 식 (4) 와
식 (5)에서 cos2 θ 에 따르는 각홀버닝에 의해서 각각 밀도가
비워지고 각재분포효과에 의해서 밀도가 채우지는 과정으
로 비등방성이 생성된다. 477 nm의 파장에서 트랜스 이성
체의 광흡수단면적이 시스 이성체의 것보다 크므로, 펌프광
의 편광에 평행인 방향으로는 트랜스 이성체가 각홀버닝에
의한 비움이 가장 크고, 직각인 방향으로는 가장 작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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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oral evolution of the photoinduced absorption of DO3/PMMA film under irradiation at 477 nm.
As : perpendicular absorbance, Ap : parallel absorbance,
Am : average absorbance.

Fig. 6. Temporal behavior of average absorbance and
anisotropy of PMMA film doped with DO3.
Ai : isotropic absorbance, Am : average absorbance, Ad :
anisotropy.

리고 각재분포과정에서는 평행 방향으로는 시스 이성체가,
직각 방향으로는 트랜스 이성체가 각홀버닝으로 비워지는
각도영역을 채운다. 전체적으로 평행 방향으로는 트랜스
이성체 감소와 시스 이성체 증가를 만들기 때문에 흡광도는
감소하고, 직각 방향으로는 트랜스 이성체의 증가와 시스
이성체의 감소를 만들기 때문에 흡광도는 증가한다 Figure
5에서 펌프광을 180초 동안 쪼인 이후에는 펌프광을 끄고
비등방성이 이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완과정 초기에
는 평행 흡광도 Ap 와 직각 흡광도 As 가 같이 증가한다.
트랜스 이성체가 시스 이성체보다 흡광도가 크므로 시스
이성체가 트랜스 이성체로 열적으로 역이성질화하는 과정
에서 흡광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5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직각 흡광도 As 가 열적 이완과정 직후에 광펌핑
전의 흡광도보다 6%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직각
방향으로 트랜스 이성체의 밀도가 광펌핑 이전의 밀도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적 역이성질화에 의해서
시스 이성체가 트랜스 이성체로 되돌아갈 때에 광유도에 의
해서 직각방향으로 회전한 트랜스가 이전 상태로 복원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그 상태는
회전확산에 의해서 느리게 소멸됨을 알 수 있다.
선편광된 빛에 의한 광흡수 변화에서 등방적 광흡수 변화
를 분리하여 이성체의 회전에 의한 광흡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선편광된 빛에 의한 평행 흡광도 Ap 와 직각 흡광도
As 로부터 평균 흡광도 Am 과 비등방지수 (anisotropy) Ad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m = (Ap + 2As )/3 ∝ NT σ̄T + NC σ̄C

(9)

Ad = (Ap − As )/3 ∝ NT σ̄T aT T2 + NC σ̄C aC C2

(10)

Figure 6에서 Ai 는 원편광된 빛을 쪼여서 광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의 시간적 거동을 측정한 곡선이다. 등
방적 흡광도 Ai 는 Fig. 5에서 생성된 직각 흡광도 As 와
평행 흡광도 Ap 로부터 식 (11) 에 따라 구한 평균 흡광도
Am 과 같은 시간적 거동을 보인다. 평균 흡광도 Am 과 등방
적 흡광도를 Ai 를 이용하여 펌프광을 켰을 때와 컸을 때의
등방적 이성질화의 시간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Figure 6에서 펌프광을 켰을 때 초기에 광펌핑에 의해서
일어나는 등방적 이성질화의 시간적 거동은 평균 흡광도
Am 와 등방적 흡광도 Ai 로 나타나며 단순지수함수에 잘
맞고 변화율은 1.3 s−1 로 측정되었다. 광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흡광도 감소의 효과는 식 (2) 와 같이 이성체의 밀
도변화에 의한 것으로 펌프광의 세기에 따르는 광이성질화
율로 결정된다. 그리고 펌프광을 끄고 초기 이완과정에서
일어나는 열적 역이성질화에 의한 등방적 광흡수의 시간적
거동은 평균 흡광도 Am 와 등방적 흡광도 Ai 로서 단순지
수함수로 나타나며 이완율 0.14 s−1 로 측정되었다.
Figure 6에서 펌프광을 끈 후의 비등방성지수 Ad 는 생
성된 비등방성 소멸의 시간적 거동을 보여준다. 트랜스 이
성체와 시스 이성체의 회전에 의해서 생성된 비등방성이
각홀버닝에 의해서 비워진 영역을 채우는 각재분포과정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간적 거동을 단순지수함수로 기술되
지 않는다. 비등방성지수 Ad 는 트랜스 이성체가 시스 이성
체보다 광흡수계수가 크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선편
광된 빛에 의해서 생성된 비등방성은 Fig.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0%의 흡광도 변화를 만들었고 펌프광을 끄고
난 후 며칠이 지나도 비등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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