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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파 기술의 표준화 강광용․전동석․곽민환

강승범․김성일․김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Ⅰ. 들어가면서: 시급한 테라헤르츠파(THz-파) 
기술 표준화 연구[1],[2]

미래 전파자원(테라헤르츠파, IR 및 기시광)의 산
업화를 위해, THz-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으며, 산업화의 필수요건에는 바
로 표준화가 있다. 그런데 시급한 테라헤르츠파 기
술 표준화에는 다양한 항목이 존재한다. 먼저, THz 
대역의 전자기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기 환

경양립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생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연구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생용으로 펼쳐가기 위해
서는 계량표준도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THz 대역
의 생체나 물질(소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새로
운 정보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를 통일하기 위한 측정법, 시료(제작), 각종 규격 등
의 표준화도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THz 대역의
연구 개발과 대등하게 진행해야 할 표준화 연구과제

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Ⅱ. 전자기 환경양립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1 EMC란?

최근의 전파 이용 기술은 질 및 양 모두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요건으로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전파가 전자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들전파를매개로한
기기(무선/유선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기 등의 모든
기기)간 상호작용(interaction) 문제, 그리고전파가인
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전자기 환경 문제

또는 EMC 문제라고 한다.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전
자기환경이란 “모든장소에존재하는모든전자기현
상”이라고 할 수 있고, EMC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어떤물체에도허용할수없는전

자기방애(emission)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한 전자기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기능(immunity: 면역의 의미)하
기위한장치또는시스템의능력”이라고정의되지만, 
양자의 의미는 다르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EMC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자기 방
해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나 제품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관점을 고려해 행정, 업계, 고객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level)에서 그 허용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전기및통신기기에서는 THz 대역의잡음이

방사(emission)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기
(장치)와 관련된 방사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생각된다. 단, THz 대역용무선기기내에서
의 결합 및 간섭(시스템 내 EMC)에 대해서는 기기
개발 시 당연히 방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 또한 기기 내부의 IF(중간주파수)나 IO(국부발진
기) 회로에서는 보다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이
들 회로 주변의 전자기 환경이 간섭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기기 개발 시에는 충분히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THz 대역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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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에 가까운곳에위치해있을경우, 기기에서 
방사되는 전력에도 의존하지만, 전자장(계) 강도가
기존 전자기기와 맞먹을 정도의 간섭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THz 대역의 면역에 대해서는 검
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종기기와 관련된 EMC 
중에서도 면역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전자기파의 환경 문제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 양
립성): “장치 또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
서허용할수없는전자기방해를어떤것에대

해서도 주지 않고 그 전자기 환경에서 만족스

럽게 기능하기 위한 장치 또는 시스템 능력(출
처: JISC: 1997/IEC60050-161, 1990년)”

2-2 방사 면역(Immunity) 규제 현황

지금까지, EMC(규제) 대상 주파수는 에미션(방사)
이 중심이 되는 1 GHz까지 였지만, 무선통신 시스템
및 PC 등의 클럭 주파수가 고주파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 내에 18 GHz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한편, 방사

생체에 미치는 영향?
방송 전파

수신 방해? immunity

생체 관련
EMC

emission

오동작?

방송/통신 시스템

정전기

가전 제품․전자 기기 기기 관련
EMC

[그림 1]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의 개념도

면역의 규제도 일반적으로는 80 MHz에서 1 GHz까
지이며, 이에 추가하여 디지털 무선전화로부터 나오
는 무선 주파수 전자장 방사에 대한 보호 관련 시험

수준으로 2.0 GHz까지 휴대전화의 시험 수준이 정해
져 있다. 방사 면역의 기본 규격인 IEC61000-4-3의
예를 <표 1>,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규격은 각종
시험 수준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며, 각 제품 규격에서는 이러한 시험 수준 중 적절
한 수준을 선택해서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제품을 시험한다. 예를 들어, PC 등에 대한 정
보기술 장치의 규격 CISPR24에서는 수준 2(출력, 3 
V/m)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에 대한 규격

IEC60601에서도 동일한 수준이다.
두 가지 표에서 시험전계(전장) 강도는 무변조 신

호의 전계 강도(실효치)를 나타낸다. 기기 시험 시에
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

기 위해 1 kHz의 정현파에 의한 80 % 진폭 변조를
가하여 시험(test)한다. 
참고로 무선 송신기 근처의 전계 수준에 대해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의 경우는 IEC6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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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파수 범위: 80 MHz에서 1,000 MHz(1 GHz)까
지의 경우

<표 2> 주파수범위: 800 MHz에서 960 MHz까지와 4 GHz
에서 20 GHz까지의 경우

수준 시험 전계 강도[V/m] 수준 시험 전계 강도[V/m]
1 1 1 1
2 3 2 3
3 10 3 10

X 특별
4 30
X 특별

※주(1): X는 공개 시험 수준임. 이러한 수준은 제품 사양에서 기술하여도 무방함.
※주(2): X는 공개 시험 수준임. 이러한 수준은 제품 규격에서 기술하여도 무방함.

이며, 일본의 경우는 JIS C 1000-4-3이다.
무선 송신기의송신출력은반파장(L=λ/2)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 ERP(실효 방사 전력)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먼거리 계(field)에서
방사되는 전계 강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직접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E: 전계 강도(RMS 값)[V/m], κ : 먼거리 필드
에서의 자유공간 전파전파정수(일반적으로는 7임), 
P: 전력(ERP)[W], d: 안테나로부터의 거리[m]이다.
한편, 상기한 식 (1)은 주파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도 대략적인 기준으로써 사용

이 가능하다. 다만, 안테나 근처에서는 근거리 필드
(field)의 영향으로 인해 과대하게 평가되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일반기기들의 면역 수준(3 V/m)을 함께 나타내었으
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오동작이 일어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3 생체 EMC

최근에, 전자기파가 생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에 커다란관심이모여지고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이동 무선기 주변의 전계 수준(계산 예)

거리 [m]

[그림 2] 이동 무선기기 주변의 전자계(장, field)와 면
역 레벨(수준)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이 중심적
인 역할을담당하였다. 처음에는단순히동물에게전
파를 쪼여서 진행상태를살피는정도였지만, 마침내
전자기학과 순환생리학 등의 도움을 등에 업고 과학

적뒷받침으로 비로소 체계화되었다. 이 시기의 성과
로 인하여, 전파가 신체를 가열하는 지배적인 생체
작용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체 표면으
로부터 나오는 입사 전력밀도가 10 mW/cm2 정도라
고 하는 최초의 안전기준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
고 같은 무렵, 체내에는 초소형의 의료 전자기기를
장착하는 기술 단계까지 발전하여 비교적 낮은 주파

전
계

강
도

[V/m]

immunity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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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전류 자극에 대한 안전성이 엄밀하게 논의되었

다. 이리하여 상용 주파수에서는 체외로부터는 1 
mA 그리고 체내에서는 0.1 mA라는 수치가 도입되
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방호 지침(방지 및 보호를
아울러는 가이드)이 책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고주파 대역의 전자

파, 특히 마이크로파에 대한 방호 지침이 각광을 받
았다. 이 무렵 계산기의 고속화 및 측정기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체내에 유도되는 전자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기술인「선량 측정법」이라고 불리는

기법이 확립되었으며, 상기한 방호 지침도 재검토되
었다. 그러나 30년 전에 얻어진 지식에 수정은 가해
졌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변경은 없
었다.
그렇다고 정하면, 열 작용 및 자극 작용이 주로

지배하는 경계(boundary) 주파수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림 3] 및 [그림 4]에 나타낸 것
처럼 경계주파수는 대략 10～100 kHz의 범위(order)
이다. 이러한 이유는 세포막의 전기적 성질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포막은 커다란 캐패시턴스를
가지는데 1 kHz 이상으로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극
작용이 점차로 약해진다. 따라서 한계값은 주파수와
거의 비례해서 커진다. 한편, 주파수 증가와 함께 열
의 발생도 무시할 수 없게 되며 열이 지배적인 효과

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비전리방호위
원회(國際非電離防護委員會, ICNIRP)에 의한 방호

지침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
면, 100 k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안전 지침
의 지표로서 전류 밀도(J)가, 10 MHz 이상의 고주파
수에서는 비흡수율(非吸收率: SAR)이라고 부르는 단
위 질량당 흡수 전력이, 그리고 양쪽에 걸쳐진 중간
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류 밀도 및 SAR 양자가 이
용되고 있다. 여기서 ICNIRP란 세계보건기구(WHO) 
와 제휴해 직류 전자장(계)에서 자외선까지 비전리

방사선에 관한 방호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ICNIRP의 홈페이지[3]를 참

조하기 바란다.
ICNIRP에 의한 전자계 피폭(被曝) 제한에서는 전

류 밀도, SAR, 전력 밀도 중 하나의 물리량을 선택
하는 기본적 제한이 기술되어 있다. 100～300 GHz
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상기한 열 효과가 지배적

이다. 또한 ICNIRP는 300 GHz 이하는 전자계, 300 
GHz 이상은 광(빛)으로 구분하며, 후자의 주파수 대
역에서는레이저나다른가간섭(코헤런트, Coherent)광
대역 방사원(radiation source)에서 방사되는 빛 등에
대한 방호 지침이 결정되어 있다.

ICNIRP의 방호 지침값은 동물 실험 및 물리적 고
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값에 안전계수(安全係數)를
곱하였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레벨

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고주파전자장에관한안전계수 결정에
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① 가
혹한(극한) 환경 조건 하(예, 고온 등) 또는 고도의신
체 활동 시의 전자장 피폭의 영향, ② 허약자, 고령
자, 어린아이, 환자 및 열에 대한 내성의 저하 때문
에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열감수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신체 크기 및 신체와 전자장
방향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에 의한 전자장 에너

 

(
)

열작용

자극 작용

주파수

[그림 3] 전자장(계)에 대한 한계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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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에 대한 방호 지침 빛에 대한 방호 지침

저
주
파
대

중
간
주
파
대

고
주
파
대

100 kHz 10 MHz 300 GHz

[그림 4] ICNRP에 의한 전자장(계) 및 광(빛)의 구분

지 흡수의차이, ④입사전자장의반사, 집속(focusing) 
및 산란에 의한 영향 등 4가지 요인이다. 다음에서
는 ICNIRP 방호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
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2-3-1 10～300 GHz의 경우

마이크로파부터 서브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인

체 표면 또는 인체 표면 근처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

해 전력밀도에 대한 기본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이
러한 설정값은직업적피폭의경우 50 W/m2, 일반대
중의 피폭인 경우는 10 W/m2이다. 여기에서 상기한
값들은 20 cm2의 면적에대한 평균치이다. 또한주파
수가 높아지면 침투 깊이가 점차로 작아지기 때문

에, 보정을 위해 임의의 68/f 1.05분간(주파수 f의 단
위는 GHz)의 시간 평균치이다. 참고로 10 GHz 이하
의 마이크로파 대역에서의 지침값을 소개하면, 전력
밀도가아니라전신평균또는국부(local) 평균의 SAR 
값을이용하여 결정하도록한다. 이렇게 하는이유는
마이크로파의 침투 깊이가 cm Order이며, 전신 공진
현상 또는 국부 가열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

정해서 지침값을 결정한 것이다. 그 외에 주목을 받
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그러한 물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기술한 전력 밀도를 이용하여 결
정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전파의 방호 지침은 총무

성 전파 이용에 관한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참조하
면 된다.[4]

2-3-2 300 GHz～100 THz의 경우

30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레이저에서
방사되는 빛을 상정하여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이
러한주파수대역에서는전자파또는빛이생체에미

치는 침투 깊이가 얕기 때문에 안구(眼球)조직(특히,
각막)이나 피부 이외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안구 조직 및 피부에 대한 허용 피폭량은 거

의 동일하다. 그러나 안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잠
재적으로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

며, 피부에 비해 중요성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의 광원으로는 의료에서 이용되고 있는

CO2 레이저(10.6μm), ND:YAG 레이저(1.06μm), 엑
시머 레이저(247 nm)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방호 지
침에서는 이 주파수 대역를 여러 단계로 세분하고

있으며, 허용 피폭 수준과 피폭 시간도 다르다.

2-3-3 보안(Eye Safe)

마이크로파 또는 그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전

자기파에 의한 생체 영향은 열 작용이 지배적이다. 
마이크로파 대역 이상에서는 열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기관(예, 장기(臟器))에 미치는 잠재적 영
향을 고려하여 국소 SAR 또는 전력 밀도를 이용해
서 방호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기 중
하나로서 안구를 들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안구는 ① 피부로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직

접 전자파에 노출되며, ② 혈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일단 온도가 상승하면 냉각되기 어렵다. 또한
가시광영역으로 근접할 경우, ③ 입사파는 안구의

기하학적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집속 효과에 의해

망막에서 초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망막에서 열 손상

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300 mW/cm2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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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파(2.45 GHz)를 토끼의 안구에 조사한 경우, 렌
즈(안구) 내의 온도 상승곡선(수치 시뮬레이션)을 나
타내었다. 현재 안구에 대한 전자기파 피폭에 관한
연구는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 연구에서의 선도 주자는
일본이고, 몇몇 연구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현재 밀리미터파 피폭에 의한 온도 상승
에 대한 정량 평가에서 장해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

는 신뢰성 높은 안구 조직의 전기계수 측정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안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측정에

의해 얻은 전기계수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규명하

는 수치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질 것이다.
한편, 레이저(광 영역)에 대한 방호 지침에서는 가

[그림 5] 안구의 종단면도

마취한경우

마취가 없는
경우

시간

[그림 6] 마이크로파 조사 시의 렌즈(안구) 내 온도 상
승 곡선 (마취 영향 의존성)

시광 및 근적외선 영역 중 400～1,400 nm의 파장 영
역에서 광파가 망막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광 영역 주파수 대역에서는 입사파가 안구 조
직을 투과하여 안구 모양에 기인하는 집속 효과에

의해 망막의 특정 지점에 에너지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안구 표면과 망막 사이에서 집속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gain)은 450～600 nm 파장영역에서
최대가 되며, 그 값은 100,000에 이른다. 이러한 집속
효과로 인해 이 파장 영역의 피폭에 대해 인체 조직

중 망막이 가장 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방호
지침에서는 주파수별로 전력 밀도 또는 흡수 에너지

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값도 피폭 시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

1,400 nm보다 파장이 긴 영역(300 GHz～100 THz)
에서는가시광영역에서볼수있었던안구의기하학

적 구조에 의한 집속 효과가 약하다. 또한 밀리미터
파와 마찬가지로 전기계수에 관한 보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도율이 높으며, 안구 표면에서의 열효
과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
호 지침에서는 300 GHz～100 THz 영역의 경우, 1～
100 ns 사이의 지속시간(持續時間)에 대해서는 100 
J/m2, 100 ns부터 10 s사이의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600․(t1/4) J/m2(t1: 특정지속시간), 10 s부터 30 ks까지
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1,000 W/m2로 정해져 있다.

Ⅲ. 테라헤르츠(THz) 표준

여기에선 말하는 표준이란 계측의 기준이 되는

계측 표준을 말한다.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전반
적인 분야에서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신뢰
성을 보증하는 기반으로서 계량 표준이 위치를 점하

고 있다. 현대에서 계량 표준의 활용 분야는 첨단 기
술 및 과학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서부터 생산 현장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측이 이루어지는 폭넓은 영

역에 걸쳐 있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속으로 확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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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수치를 이용해 정량적으로 사물을 규정할 필요

가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위하여 사람사이에서 공
통으로 이용되는 계측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로운 계측 기술이 발전하면 기준이 되는 표준이 확

립되며, 또한 정밀계측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고도한 표준을 창출한다. 환언하면, 계측 표준과 계
측 기술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한다. 한편, 산업적으
로는 전자기기, 기계제품, 건축재료 등 모든 제품과
부품이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세계시장

에서 품질 보증은 고객의 신뢰성을얻기위한가장중
요한 요인이다. 품질은 통상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시험또는 계측을 통해 기술적으로
적합여부를판단한다. 이와같이계측결과에근거하
여거래(행위)가좌우되므로, 각국에서적용하는국가
계량 표준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테라헤르츠(THz) 대역은 현재까지 산업 이용에서

<표 3> THz-파 계측기술의 기기예와 주요 측정량

종류 기기예 측정량

연속파

(CW)
광원

- 가스 레이저
- 양자 캐스케이드
레이저

- 흑체 복사

- 평균 파워
- 파장
- 빔 형상
- 잡음

펄스파

(PW)
광원

- 펨토초 레이저
- EO 디바이스
- 광전도 스위치
- 양자 캐스케이드
레이저(QCL)

- 반도체 디바이스

- 피크 파워
- 주파수
- 펄스폭
- 전계 강도
- 펄스 에너지

검출기

- 볼로미터
- 파일로미터
- EO 디바이스
- 광전도 스위치

- 절대 파워
- 스펙트럼 응답
- 파워 선형성
- 스펙트럼 감도
- 전계강도/위상

관련

디바

이스

- 렌즈
- 편광소자
- 업소버
- 업/다운 컨버터

- 빔 형상
- 전파 특성
- 반사 특성

일반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THz 대역의 계량 표준
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THz 전자기파
의 발생 및 검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 기술에

대한 산업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계측의 신뢰성을 보증하

기 위한 THz-파 표준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THz 대
역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량에 대해 측정 대상을 광

원, 검출기 및 관련 기기(소자)로 분류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3-1 주파수 표준

3-1-1 주파수 표준 현황

시간 및 주파수의 1차 표준에서는 세슘 원자(Cs)
의 초미세 구조 천이(Structural Transition) 시에 흡수,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9.2 GHz)를 이용해 시
간 단위인 “초(秒)”가 정의되어 있다. 즉, ‘초는 세슘
133 원자의 기저 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 구조 준
위 간 천이에 대응하는 방사 주기 9,192,631,770 배의
지속시간(CGPM 결의1안: 1967년)’이다. 마이크로파
에서부터 밀리미터파 영역(～300 GHz)까지는 다양
한 계측장비가 시판되고 있으며, 실용상 충분한 정
밀도로서 주파수 계측이 실시되는 트레이서빌리티

(traceability)가 보장되어 있다.
마이크로파 영역에 있는 1차 표준에서부터 광 영

역으로는 주파수 체인(chain)에 의해 Cs(세슘) 표준
(9.2 GHz)과 광 영역의 칼슘 원자(Ca): 455.9 THz) 표
준이 접속되어 있다. 주파수 체인은 다수의 레이저
를 이용하고 다양한 원자 천이에 관계를 부여하는

매우 거대한 장치이므로 특정 기관에서만 실현이 가

능하다. 또한 불확실성도 누적되어, 10－12 정도의 정

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레이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마이크

로파에 대한 주파수 표준의 정밀도를 손상시키지 않

고, 직접 테라헤르츠 대역을 뛰어넘어 광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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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는 기술이 확립되었다. 상술하면, 모드록 레
이저(Mode-locking Laser)의 반복 주파수를 마이크로
파 표준에 맞게 제어하고, 마이크로파에 대한 표준

정밀도의 주파수 간격을 가진 광 빗살(comb)을 발생
시킨다. 이어서 발생한 광 빗살을 비선형 광섬유에
통과시켜 파장 대역을 1옥타브 이상으로 확대시킨
다. 안정화 레이저를 사용하여 기본파와 2배수 조화
파를 발생시킨 광 빗살과 비교해 광 빗살이 갖는 오

프셋(offset)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광 빗살에 대한
각 주파수의 절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확립되어 있는 두 가지 주파수 표준

기술에서 한편으로는 “커다란 희생(거대 장치, 정밀
도의 열화)”을 지불해서 테라헤르츠 대역을 극복하
고, 다른한편으로는테라헤르츠대역을 “뛰어넘음으
로써”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다.

3-1-2 THz 대역 주파수 표준을 위해 달린다

향후, 수년 내에 THz 대역의 연구개발이 더욱 진
행될 것이고, THz 대역의 주파수 표준에 대한 구체
적인 요구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어
떤 방법을강구하여 THz 대역의 주파수 표준을 정비
할것인지, 또한 그 경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은 무엇
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

고 있다.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각국 내 연구
기관 간의 협력 체제 구축, 연구 체제 정비, 연구 요
소 정리 및 연구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여기서 언급된 중요한 요소 기술로서 (1) 표준
용 신호원, (2) 절대 주파수 측정 시스템, (3) 정밀 분
광용 THz 전자기파 신서사이저(Synthesizer) 등의 실
현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며, 연구자들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
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3-2 파워 에너지 표준

전자기파 계측에서 파워 등의 에너지량은 가장

기본적인 측정량 중의 하나이다. 파워미터나 스펙트
럼 애널라이저(분석기) 등의 전자기파 계측기는 전
자기파의 파워와 강도를 측정 대상으로 하며, 측정
치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측정기의 교정(calibration)
은 필수적이다.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마이크로파나 레이저 등과 관련된 전자기파 영역에

서는 계측 기술 보급과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한 전

자기파 파워의 측정 기준 등에 대하여 국가 표준이

정비되어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제도에따른교
정 서비스(한국표준과학원에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테라헤르츠 대역에서는 지금까지 범용적인

발생/검출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에
서 THz-파의 이용은 일반적이지 않고, 파워 표준도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자
기파 이용 기술이 주목을 받고, THz 전자기파의 계
측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

려할 때, 미개척 주파수 영역의 계측 기반기술로서
THz-파 파워(출력)의 표준 확립은 필수불가결하다.
미국, 유럽의 국가표준기관에서는 테라헤르츠파

파워표준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향
후 테라헤르츠 대역에 대한 계측 기술의 국제 정합

성(matching)이나 산업계 대응의 국제 경쟁력 향상
을 위해서는 한-중-일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산업계
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대

역에 대한 파워와 에너지 표준의 조기 정비가 중요

한 과제이다.

Ⅳ.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정비에 

대한 과제

4-1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위해

최근, THz-파 기술에 대한 응용 분야 개발(창출)
이 국내/외에서 정력적으로 동시에 경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발생소
자와 검출 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응용 분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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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자기파 에너지 및 회로 표준에 대한 개발 동향

이 지연(미흡)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테라헤르
츠 전자기파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이용되지 못하였

지만, 새로운 발생 소자와 검출 소자의 발전과 함께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응용
가능한 분야로는 재료(반도체, 유기물, 바이오 및세
라믹 등) 분야, 보안/검색 분야,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 의료영상 및 진단/치료 분야 등 매우 다양하며, 
향후 대단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테라헤르
츠 전자기파를 이용한 분광 및 영상(이미징) 연구는
전 세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분야를 확대해 가면서, 산업화로 이행
시키기 위해서는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의 각

종 재료의 물성값 데이터베이스, 표준적인 측정 방
법, 각종 규격 등의 정비가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러

한 정비를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에서 간편하게 각종

재료의 물성값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 시스템이 구

축(상용화)되어야 한다.
한편, 전자기파의 투과, 반사, 흡수 정도 등을 종

축에 배치하고,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횡축에 나타낸
것을 분광 스펙트럼(Spectroscopic Spectrum) 이라고
한다.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종 스펙트럼의
데이터베이스이다.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의 스펙
트럼에는 분자의 진동(요동)이나 회전 등 분자 내 진
동 및 분자간 진동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들 진동에 의해 전자기파가 흡수를 받아 다양한 스

펙트럼을 나타내며, 동시에 다양한 시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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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량은 방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펙트럼
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국가 간을 초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적외선 영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
한 스펙트럼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며[5], 이것에
의해 산업 분야에서는 일상적인 분석 등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 데이터베이스로서 중요
한 물리상수는 광학상수(굴절률) 또는 고체상수(유
전율) 등의 물성값이다. 굴절률과 유전율은 공업(세
라믹) 재료, 나노(박막) 금속, 유전체/자성체, 생체 관
련 물질 등 다양한 소재를 평가할 때 중요한 물성값

이 된다. 또한 중요한 물성값으로서는 투과율, 반사
율, 흡수 계수가 있고, 화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흡광
도도 이러한 물성값에 포함하면 폭넓은 분야에서 이

용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펙
트럼이나 물성값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측정법의 확

립도 중요하다.

4-2 물성값 데이터베이스(DB)

지금까지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은 미개척 전파

자원 영역 또는 미답의 광학 영역으로서 존재하였

는 바, 이유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발생 소자나 검출
소자의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까지 취득된 분광 스펙트럼의 수효도 적으며, 분광
스펙트럼이나 재료의 물성값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도 구축되지 않았다. 가시광선 영역이나 적외선 영
역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학상수 핸드북이나 스펙트럼의 데이터베이스 자

료집 등이 존재한다. 향후, THz-파 기술을 산업에 직
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의 분광

스펙트럼이나 물성값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진

다. 분광 스펙트럼데이터베이스가있으면미지의 재
료에 대한 측정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미지의 시료
가 무엇인지를 조사/판단할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
에 나타나는 흡수 밴드가 분자 구조의 어느 부분진

동에 의한 전자기파의 흡수인지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미지 시료의 화학 구조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물질의 굴절률이나 유전율은 물질의 화학구조
와 내부구조를 탐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성값이다. 
굴절률이나 유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를

측정재료에 조사해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측정하

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성값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에 확립된 테라헤르츠 펄스파(pulse wave)를

사용한 새로운 분광법인 테라헤르츠 시간 영역 분광

(THz-TDS)법을 이용하면 진폭과 위상치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굴절률와 유전율을 비교적 간단

하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굴절률이나
유전율은 상수가 아니며,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따라
서 다른 값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주파수 의존성). 
이를 분산(分散)이라고 하며,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테라헤르츠 주파수영역에서 물질의굴절률또
는 유전율은 각각 다른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가시
광선 영역에서의 물의 굴절률은 1.3이지만 마이크로
파 영역에서는 8정도이다. 또한 굴절률이나 유전율

은 복소수로 표시하므로, 복소 굴절률은 (ω)=n
(ω)+ ik(ω), 복소 유전율은 ε(ω)=ε'(ω)+iε''(ω)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복소 굴절률과 복소 유전율의 관

계는=ε로결합된다. 결국, 복소유전율측정이가
능하면복소굴절률을 유도할 수 있다. 역으로, 복소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으면 복소 유전율을 구할 수

있다.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광 측정 목
적은 다양한 재료의 복소 굴절률의 주파수 의존성

및 복소 유전율의 주파수 의존성을 구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복소 유전율이 결정되면
재료의 전기전도도(s(ω))를 구할 수 있다. 광학상수
(굴절률)와 유전율은 다양한 재료를 평가할 때 중요
한 물성값이 되는데, 그 밖의 중요한 물성값으로서
는 투과율 T(ω), 반사율 R(ω), 흡수 계수 α (ω)이다.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잘 활용되는 흡광도 －logT
(ω)도 물성값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면 다양하고
광대한 분야로 응용을 확대/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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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양한 재료의 굴절률과 유전율 등의 물
성값이 데이터베이스(DB)화되면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의 통신용 소자 재료와 테라헤르츠 시스템

용 광학계에 들어가는 광학 재료 선정이 용이해진다

고 판단된다.

4-3 측정법

현재, THz-파를 이용한 분광 및 영상 연구가 전
세계에서 정력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로
응용 분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산업화하기 위해서

는 분광 스펙트럼의 데이터베이스와 물성값의 데이

터베이스 정비가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러한 정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렴하면서 간편한 분광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표준적인 측정법을 확립하는동시에표
준 시료를 선정할 필요도 반드시 있다.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광 측정법은 일반적인 분광법

과 마찬가지로 투과 측정법과 반사 측정법이 있다. 
전자기파의 흡수가 약한 시료는 투과 측정법에 의해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투과 스펙트럼 T(ω)을 구
하면 A(ω)=－logT(ω)를 이용하여 흡광도도 구할 수
있다. 전자기파의 흡수가 강한 시료는 반사 측정법
을 이용해 반사 스펙트럼을 얻는다. 한편, 기체 재료
는 기체 셀을 이용해 투과 측정법으로 측정하고, 고
체 시료는 평판 형태로 제작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분말 시료는 프레스해서(press) 정제화
한(tablet) 후에 측정한다. 반면, 투과하기 어려운 분
말 시료는 폴리에틸렌 분말과 혼합한 후, 정제화하
여투과측정을할수있다. 그리고액체시료는액체
셀을 이용해 측정하는데, 액체 셀을 이용한 스펙트
럼 측정에서는 흡수가 적은 최적의 창재(窓材, win-
dow materials)를이용해야만한다. 테라헤르츠주파수
영역의 창재로서는 저항이 높은 실리콘이나 불순물

농도가 낮은 합성석영(SiO2) 등이이용된다. 그 밖에
중요한 측정으로서는 시료의 온도를 극저온에서 고

온까지 변화시키면서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경

우가 있다. 극저온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 분광 스펙
트럼의 온도 변화(의존성)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연구진전에의해, 감쇠전반사(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측정법도 가능해지고 있는데, ART 
측정법은투과측정법으로는어려웠던시료의측정이

나 반사 측정에서의 위상차 측정에 위력을 발휘한다

고 알려져 있다.
표준적인측정법을확립할때, 실제로중요한것은

표준 시료의 선정이다. 표준 시료의 분광 스펙트럼
을 측정해 스펙트럼이 올바르게 측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동시에 분광 시스템의 정상 작

동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테라헤르츠 전자
기파를 산업에 응용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물성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지점(적어도 3~4개의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테라헤르
츠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하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측정법 확립, 각종 규격을 결정
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가까운미래에범용의테
라헤르츠 분광 시스템이 국내/외의 제조회사에 의해
판매될 것으로(실제로, 영국의 (주)TeraView에서 판
매되고 있음[6]) 판단되는데, 표준시료를 측정함으로
써 분광 시스템의 신뢰성도 평가할 수 있다. 표준 시
료 후보로서는 안전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손
에 넣기 쉬운 물질이 요망된다. 현재로는 실리콘 웨
이퍼, 석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 횡축의
정밀도를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수증기의 회

전 스펙트럼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4-4 각종 규격

테라헤르츠 전자기파의 응용 분야를 새로이 개척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은 분광이다.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중요한 항목으로서는 측정 주파수 영역, 
신호 누적 시간, 스펙트럼 측정 시간, 분해능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분광 시스템에서 측정 가능한 주파
수 영역은 발생 소자의 방사 특성, 광학계의 투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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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출 소자의 감도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신호 누적 시간, 스펙트럼 측정 시간, 분해능 설정
등은 스펙트럼이 변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

의 하에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흡수 밴드(band)의
형상을 정확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해능

을 높게 설정하고 측정해야 한다. 
산업 응용 분야에서 분광 시스템은 투과율, 반사

율, 굴절률, 유전율, 흡수 계수 및 흡광도 등의 물성
값을 계측(측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물성값
을 얻기 위해서는 분광 시스템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필요가 있다. 처음에 측정 시료를 광로

(optical path) 상에 삽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파수에
대한 전자기파의 강도 분포 Tref(ω)를 측정한다. 이
를 기준(reference)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기준 스
펙트럼에는 분광 시스템의 장치함수(裝置函數)가 포
함된다. 이어서 측정 시료를 광로 상에 삽입한 조건
하에서 주파수에 대한 전자파의 강도 분포 Tsam(ω)
를 측정한다. 이 강도 분포에는 분광 시스템의 장치
함수 이외에 측정 시료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측정 시료의 분광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 시료

를 삽입했을 때의 강도 분포(Tsam(ω))를 측정 시료가
없을 때의 강도 분포(Tref(ω))로 규격화하면 된다. 
분광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면 이러한 규

격화 작업에 의해 장치함수가 제거되므로 측정 시료

의 분광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분광 시스템의 안정성
은 재현성과 신호 대비 잡음비(SNR)로 평가된다. 따

라서 이상적인 분광 시스템에서는 장치함수가 충분

히 안정적이어야 한다. 최근에 범용의 분광 시스템
이 국내/외의 제조회사에 의해서 개발/판매되고 있
으므로, 다른 분광 시스템을 평가할 때 공통 가이드
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
면, THz 분광 시스템에 관해서 측정 가능한 주파수
영역을 구하는 방법, 재현성, 주파수 정밀도, 스펙트
럼 측정 시간, 분해능에 관한 표시 방법이나 단위 등
의 규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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