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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테라헤르츠(terahertz, THz)파는 마이크로파와 적외
선의 중간에 위치하는 전자기파로 통상 0.1～10 THz
의 대역을 말한다. 이 영역은 마이크로파의 장점인
반도체나 세라믹 물질에 대한 투과성과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이 가지고 있는 직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파의 이중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THz파는 전자제품이나 식품에 대한 비파괴 영상을
가능하게 한다[1],[2]. THz파의 에너지 대역은 반도체
의 포논에너지, 화학고분자와 DNA/RNA/단백질과
같은 생명분자의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므로 반도체

소재나 화학약품 분석 또는 의약품 검사 등 생명공

학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테라파는 에너지 관
점에서 생명분자의 ATP 에너지보다 낮은 수 meV에
해당하고, 적외선에 비하여 낮은 Rayleigh 산란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 안전한 차세대 의료 영

상 기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생명현상
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결합 에너지가 THz파주파수
영역에 위치하므로 THz파는 물에 매우 민감하다. 물
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THz파는 물과의 결합기전에
따라다양한생물학적 특성을 보이는 단백질, 핵산과
같은생명분자의기전연구를가능하게하고, 온도, pH 
등의변화에따른생명분자의특성변화에대한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은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50도까
지 10도씩증가할때 THz 영역에서굴절율및흡수율
스펙트럼을나타낸다. 이결과는 THz파가의생명과학
연구에 매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THz파기술을기반으로현재의학및

[그림 1] 물의 온도에 변화에 따른 THz파 (a) 흡수율, 
(b) 굴절율 스펙트럼[1]

생명과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하여 의

료 영상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의료영상기술

THz파를 이용한 영상은 1997년 B. B. Hu와 M. C. 
Nuss가 최초로 반도체 집적회로와 잎사귀를 영상한
논문을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

며, 최근에는 반도체 비파괴 영상, 마약 검사 등의
다방면에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3]. 본 장에
서는 의생명과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THz 영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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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 진단 영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최근 보고된
THz 분자 영상 기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앞서
말한바와같이 THz파는 물이나 생명분자의 결합 에

너지 영역 대에 해당하므로 생명분자의 거동 및 특

성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1]. 이러한 테라파
의 민감성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체액의 정량 또는

정성적 차이를 구별하여 암이나 화상 같은 변병을

진단하는 의료 진단 영상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2-1 THz 영상 기술

2-1-1 치아우식증 조기 진단

치아우식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

우 보편적인질병이다. 치아의구조는바깥층의 범랑
질과 범랑질에덮여있는상아질로구성되어있다. 단
단한 범랑질에 비하여 상아질은 미세한 구멍이 많은

조직으로 세균에 약하다. 플라그 세균에 의해 발생
한 산에 의해 치아의 바깥쪽 범랑질층이 녹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간 세균에 의해 상아질 내부에 생긴 염

증이 구멍을 만들면치아우식증이 발생하게 된다. 치
아우식증은 범랑질층의 미세한 구멍으로 세균이 침

투하여 생기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서 조기에 발견하

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치아가 아파서 병원 진단을
받게 되는 시기는 이미 세균에 의해 상아질이 상당

히 손상이 되었을 때이므로 그전에 상이질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치아우식증 예방 및 치료 범위를 최

소화 하게 한다. [그림 2]는 THz 영상 기술을 이용하
여 치아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이다[4]. [그림 2] (a)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임상 영상에서는 정상치아와 차

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2] (b)의 THz 
흡수율 영상에서는 염증에 의하여 손상된 치아 내부

상아질 층의 상태가 확인된다. 이 결과는 [그림 2] (c)
와 같은 THz 굴절률 영상과 함께 치아의 구조를 명
확하게 구분하게 하여 치아우식증광 같은 치과 질환

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THz파를 이용한 충치의 조기 진단법은 초기 단계에

   (a) 임상영상   (b) 충치부분 (c) 치아구조

[그림 2] THz 영상을이용한치아의구조및충치구분[4]

서 치아의 상태를 진단하여 치료시기를 앞당겨 치아

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2-1-2 Intrinsic 암 진단 영상

암 진단 영상은 암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의생

명과학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

다. 특히 암의 조기 진단은 치료의 편의성과 함께 암
의 완치율을 증가시키므로 초기 단계에서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하다. THz파는 수분 및 바이오 물질 구
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발생되는

종양의 특징뿐 아니라 CT, MRI, 초음파 영상과같은
기존의영상법으로진단이어려운상피 내 암종의 진

단을 가능하게 하므로 차세대 암 진단영상 기술로서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피부암, 유
방암, 간암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피부암은 서구 유럽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중 하

나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발
을 막기 위해서 정상 피부 내에 암의 정확한 경계와

깊이를 알고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임상 사진으로는
피부 표면에서 암의 분포와 피부 내에서의 암의 침

윤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THz파 영상
에서는 [그림 3] (b)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정상 피
부 내에 암의 분포가 명확하게 구별된다[5]. 특히 [그
림 3] (c)에서 볼 수 있듯이 피부 표면과 피부 내부
(표면에서 250 um 깊이)의 암의 분포 정보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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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임상 사진 (b) 피부 표면 (c) 피부 내부

[그림 3] 피부암에 대한 표피 및 깊이 방향에 따른
THz 영상[5]

수 있다. 이러한 피부암의 정확한 3차원적 정보는
외과수술 시 암에 대한 최소 부분만을 절제하도록

하여 정상 부위의 손상을 줄여 환자의 편이성을 증

가시키고 암의 재발률을 감소시킨다.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암이며, 여성의 외형상 최

소한의 암조직만을 적출해야 하므로 정확한 암의 분

포 영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는 유방암에
걸린여성의유방조직을적출하여얻은임상사진과 
THz파영상이다[6]. 조직 검사를 통하여 정상유방조
직과 암이 있는 유방 조직에 대한 암 영역의 크기와

모양을 THz파 영상과 비교하였다. [그림 4] (a)는 현
미경 사진으로 병리조직 검사 시행 후 암이 분포된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정상 조직과 암조직의 경계면

에서의 분포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는 수
술시 절제해야 하는 정상 조직 부분을 결정하는데

      (a) 현미경 사진 (b) THz 영상

[그림 4] 유방의 정상 조직 및 암 분포된 조직(검정테
두리)이 같이 있는 유방암 조직[6]

어려움을 준다. [그림 4] (b)의 THz 전자기파 영상은
정상 조직과 암조직의 경계면의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상 조직을 많이 보존하면서 암조직 만을

제거하게 한다. 
유방암의 결과와 같이 THz파 영상은 임상에서의

암 진단 영상뿐 아니라 병리에서 암 조직과 정상 조

직을 구분하는 진단병리 영상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림 5]는 THz파 영상법을 이용하여 토끼의 VX2 
간암 모델의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영상을 얻고, 병
리영상과 비교한 연구를 보여준다[7]. 토끼의 간에 암
조직을 시킨 후 포르말린 시약에 담아 처리하고, 파
라핀에 넣어 고정시켜 시료를 제작하였다. [그림 5]
는 (a) 실제 샘플과 (b) 병리 영상, (c) THz 영상을 보
여주고 있다. 파라핀에 고정된 암을 포함하는 조직
샘플의 성분은 파라핀, 정상 조직, 암조직으로 구분
되고, 암조직의경계는병리영상에서검은 폐곡선으
로 나타냈다. 병리영상의 폐곡선 결과와 THz 영상을
비교하기 위해 THz 영상에서는 흰색 폐곡선으로 그

(a)
일반
영상

(b)
병리
영상

(c)
THz
영상

(d) 분광 신호

[그림 5] 토끼의 VX2 간암 모델의 영상및 분광 신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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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내에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THz 영상에서 암조직
영역의 THz 펄스최대값은정상세포영역의 THz 펄
스 최대값 5 % 이상큰값을지니고있다. 파라핀영역
의 펄스 최대값은 간 조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

므로 정상 조직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THz 영상이 기존의 진단 병리 영상 방법에
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시료의 처
리 방법에 따라 암 조직의 수분에 의한 차이뿐만 아

니라 구조적인 차이 역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1-3 THz 분자 영상

앞서 소개한 기존의 THz 영상 방법은 암 조직 내
의 물의 농도와 구조 변화를 측정하여 영상화하기

때문에 음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차이와 같은 분자

나 세포 수준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분자 또는 세포 수준의 미세한 차이를 구
별하기 위해 THz 영상의 민감도 및 표적 지향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요구된다. THz 영상
의 민감도는 MRI나 광학 분자 영상에서 사용되는
나노입자 프로부를 사용하여 증가될 수 있다. 나노
입자 프루브는 나노입자의 다양한 광학적, 전자기적
특성 이용하여 신호원에 대한 반응을 직, 간접적으
로 증폭시키고, 특정한 분자에 표적시킬 수 있는 나
노 복합체이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에 의한 다양한
현상 중 적외선 광(Near Infrared, NIR)의 입사에 의해
나노입자 표면에 유도되는 표면 프라즈몬 공명 현상

은 입사된광에너지를열에너지로변화시키고, 이열
로 인해 금속 나노입자 주변 물의 온도가 증가시킨

다. 열에 의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대부분 THz 
주파수영역에분포하므로 THz는적외선이나가시광
선보다물분자의진동에의해발생되는온도의변화

에매우민감하다. 온도에대한 THz의높은민감성은
나노입자에서 발생한 미세한 열을 측정하여 THz 신
호의 반응에 대한 변화폭을 증폭하게 한다. 이러한

(a) 3.2 (b) 4.0

(b) 4.2 (d)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

[그림 6] 다양한 종횡비의 금나노로 TEM 영상 및 자
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8]

나노입자에의한 THz 신호반응의증폭효과는나노
입자를 특정한 분자나 조직에 표적하여 분자 수준의

차이를측정할수있는 THz 분자영상(THz Molecular 
Imaging, TMI)이구현을가능케한다. 본장에서는근
적외선광(Near-Infrared: NIR)의변조에의한 THz 차동
기술을 이용한 TMI를 이용하여 표적 종양만을 선택
적으로 영상화하는 고민감 TMI를 소개하고자 한다.

TMI 영상시스템은 [그림 7]에서보이는것과같이
표면 플라스몬 공명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808 
nm 파장의연속형 NIR 레이저시스템과이레이저의 
의해 유도된 샘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반사형

THz 영상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
여 금 나노 로드를 포함한 수용액에 NIR 레이저를
조사하였을 때 [그림 8]과 같이 반사 된 THz파의 세
기는 NIR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현저
히 증가한다.
우리는 [그림 9] (a)와 같이 NIR의 주기를 변조하

여 열의 주기와 세기를 제어하였고, 이러한 열의 변
화는 [그림 9]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THz 신호를
변조시킨다. 하지만 수용액 안에 나노입자가 없거나
또는 근적외선의 조사가 없을 때에는 [그림 9]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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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가지 실선과 같이 THz 신호에 아무런 변화
가보이지않고일정한값을유지한다. THz 차동영상
기술은 [그림 9] (b)에서 보이는 THz 신호의 변화에
대한 차동값을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그림 7] THz 분자 영상 시스템[9]

[그림 8] NIR광을 조사한 후 골드나로를 포함한 수용
액에 대한 THz 반사 신호 변화[9]

[그림 9] NIR광의 변조에 따라 THz파 신호의 변화[9]

이기술은시료의구조와성분에인해발생하는광

의 산란 및 간섭 작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
직 나노입자에 대한 영상을 얻게 한다. 따라서 기존
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한 열화상법이나 흡

광영상법에 비하여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은 고해

상도 분자 영상을 가능케 한다. [그림 10]은 이러한
분자 영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용액 상에서 GNRs 
농도에 대한 TMI 신호의 연관성을 수리적으로 보인
결과이다. TMI 영상의 해상도는 [그림 10] (a)와 같
이 골드나노로드의 농도가 줄어듦에 따라 감소하였

고, 10μM의 낮은 농도의 영상까지 식별되었다. [그
림 10] (b)는 CET-PGNRs의 농도가 줄어듦에 따라
THz 반사율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회귀값이 0.992
정도의 높은 선형성을 보임을 나타낸다. 수용액 영
상에서 식별 가능한 농도인 10μM에 해당하는 영상
에서의 THz 반사율은 1 %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는
TMI가 광학적 상수의 값으로 정성적 분석 및 정량
적인 영상까지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민감도를 갖는 TMI 영상은 일정한

세포에 표적되어 있는 골드나노프로브를 이용하여

분자생물학 수준에서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 
표적세포 특이적 실험 위한 골드나노프로브는 po-

[그림 10] NIR광을 조사한 후 골드나로를 포함한 수
용액에 대한 THz 반사 신호 변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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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표적 세포에 따른 THz-TMI의 반사율 변화
신호 변화[9]

lyethylene glycol(PEG)로 GNR을 코팅한 후에 epider-
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가 많이 발현되어 있
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잘 전달되는 Cetuximab으
로 표면을 개질하여 Cetuximab PEGylated gold nano-
rods(CET-PGNRs)를 합성된다.  

[그림 11]는 CET-PGNRs이 표적되어 있는 A431세
포와 표적되어 있지 않는 MCF7세포에 대한 TMI 신
호를측정한결과이다. 그림에서보이는것처럼 MCF7
세포에대한 TMI 신호는 A431세포에대한것보다 4배
작으며, CET-PGNRs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MCF7
세포에 대한 TMI 신호는 CET-PGNRs가 없는 Control 
세포에대한 TMI 신호의크기와같아진다. 이결과는 
TMI가 분자생물학적인 미세한 차이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분자생물학적으로 양성 및 음성 종양에 대

해 진단 영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TMI 기술을 이용한 in vivo에서 표적 종양에 대한

영상은 [그림 12]에서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 사용되
는 각 픽셀에서의 데이터는 NIR광의 변조에 따른
THz 신호의 변화를 나타내는 impulse function의최대
값이 사용되었다. 동물 실험을 위해서 A431암세포
종양을 가지고 있는 동종 이식쥐가 제작되었다. 이
쥐의 꼬리정맥을 통해 1 mM 농도의 CET-PGNRs 주
사액 100 μL를 주사하였고, 정맥주사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상 실험을 수행되었다. 각 픽셀마다

80 W/cm2의 세기의 NIR을 3 초씩 조사하면서 시료
를 250 μm씩 이동하여 종양에 대한 2차원 TMI 영
상을 얻었다. [그림 12] (a), (b), (c)는 종양의 가시광
선 영상과 TMI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a), 
(b)에서는 나타내는 가시광선 영상은 해부학적인 종
양의 형태만 관찰되며, 정확한 종양의 위치와 범위
및종류를식별하기어렵다. 반면에 TMI 영상에서는
[그림 12] (c)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해부학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종양의 위치나범위가 잘식별되었

다. TMI를이용하여 CET- PGNRs이 표적 종양 및 각
장기에 선택적으로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in vivo 실험을 수행한 CET-PGNRs를 주사한 실험
쥐와 CET-PGNRs를 주사하지 않은 쥐의 종양, 간, 
비장, 콩팥 그리고 뇌를 적출하여 TMI 영상을 측정
하였다. CET-PGNRs를 주사하지 않은 쥐의 장기에
대한 영상의 경우 장기별로 그 차이가 적은 것에 비

하여 [그림 12]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T-PGNRs
를 주사한 쥐의 경우 간과 비장, 종양에서의 TMI영
상은 뇌와 콩팥에서의 영상에 비하여 선명하게 구분

되었다. 이것은 CET-PGNRs이 혈관을 통해 순환하
여 표적 장기에 잘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TMI 방법은 형광 영상법과 같은 기존의 광학적

[그림 12] THz-TMI를 이용한 실험쥐 암종 모델 영상. 
(a) 종양을 포함하는 쥐의 사진. (b) 종양 사
진. (c) THz 분자 영상 이미지. (d) 종양, 간, 
비장, 콩팥, 뇌 조직의 사진. (e) (d)의 조직
에 대한 THz 분자 영상 이미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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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영상법이 가지는 낮은 해상도의 제한을 개선

할 뿐 아니라 기존의 THz 영상의 회절 한계를 넘은
수 um의 고해상도 분자 영상을 가능케 한다. 이 기
술은 동물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 과정 또는 암세포

분화 및 전이 과정 등의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광열 치료 기술과 THz 내시경 기술과 융합하
여 소화기 내 암에 대한 테라그노시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Ⅲ. THz 의생명연구의 전망

3-1 진단 동시 치료 모니터링

THz-TMI에 사용되는 광열 나노프로브는 열에 의
한 영상뿐 아니라 적외선 광(NIR)의 입사에 조건을
변화시켜 종양을 열적으로 제거하는 광열 치료 기술

로서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보고된 지능형 나노조영
제의 경우 유기고분자 캡슐에 항암제를 삽입하고 캡

슐 표면에 광열 효과를 가지는 나노입자를 분포시켜

NIR의 광열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열이 종양을 치료
하는 동시에 유기고분자 캡슐에 손상을 주어 캡슐

내부의 항암제가 암세포에 투여하게 하여 이중으로

암조직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에서 보여지는

나노프로프에 (b)에 나타난 것처럼 화살표의 시점에
서 NIR이 조사를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항암제의
투여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광열 치료만 수행한 것보다 치료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
형나노조영제를이용한광열치료를수행할때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 조직을 손상하지 않고 종양만 세

포사하도록 종양에서 발생하는 열과 항암제의 투여

량을 모니터링하여 조절하는 것이다. THz파는 조직
에서 발생하는 열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러한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따라서 환자 맞춤형 광열 치
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a) 지능형 나노프로브의
TEM 이미지 (b) 시간에 따라 투여되는

항암제의 양

(c) 광열 효과와 항암제 효과의 동시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료의 증폭 효과[10]

[그림 13] 지능형 나노프로브

3-2 THz 내시경 진단

THz파는 피부암 등의 외과암 진단 영상에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이므로 피부 표면에서 발생되는 종

양의 특징뿐 아니라 상피 내 암종의 진단이 가능한

차세대 의료 영상 기기로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적인 상피 내 암종인 소화
기암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적이 없다. 소화기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THz 펄스를 이용한
내시경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14]는 최근에 보고된
THz파 내시경과 이를 이용하여 인체 특정 부위에서
의 반사 스펙트럼을 보여준다[11]. 제작된 THz 내시경
의 형태는 [그림 14] (a)에 나타나고, 실제 크기는 헤
드부분직경 4 mm, 길이가 20 mm이다. 이 소형 THz 
내시경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블록, 구강 내벽, 혀 표
면, 피부 스킨 및 물의 반사분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체 특정 부위에 대해 각기 다른 THz파 반사
광학 상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인체 조직 부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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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z 신호 (b) THz 스펙트럼

   (c) 물, 구강 내벽 흡수율 (d) 피부, 혀 흡수율

   (e) 물, 구강 내벽 흡수율 (f) 피부, 혀 흡수율

[그림 14] 인체특정 부위의 THz 전자기파 반사분광[11]

라 서로 다른 THz파의 고유의 분광 특성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는 향후 THz 내시경을 이용한
소화기 암의 진단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THz 전자기파의 의생명과학 연구에 대
하여 의료 영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Hz파는 기
존의 X선이나 초음파, 적외선, 밀리미터파 등과 확
실히 차별화되어 전반적인 의생명과학에 새로운 분

광및 영상기술의가능성을가지고있으며, 생명물질
의 분광 및 영상들에 관한 괄목할만한 결과들을 많

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THz파를 이용한 의생명분야
연구가 의료영상진단은 물론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발전에도 크게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래시대

가요구하는 건강한 생명사회의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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