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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ICT R&D 동향

테라헤르츠 전자파를 이용한 실시간 이미징 시스템 개발
김 문 일

고려대학교

Ⅰ. R&D 개요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눈으로 물건의 형체를 판별할 수 있는 가시

광선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밀리미터 및 테라헤르

츠 전자파는 포장용 박스나 옷과 같은 절연체를 반사 없이

통과하고, 금속류나 고유전체 물질에서는 반사파를 발생시
키게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300 GHz∼3 THz의 주파수를
지칭하는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자파는 낮은 밀리미터파에

비해 짧은 1 mm 미만의 파장을 보유함으로 상대적으로 인
체에 무해하며,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작은 크기의 부품과
렌즈를 사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시
광선과 테라헤르츠 전자파를 동시에 활용하여 이미지를 취

득할 경우, 보안 및 검색이 필요한 공공장소에서 은닉된 물
체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Ⅱ. 테라헤르츠 전자파 생성기

어두운 장소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 
플래시가 필요하듯이 테라헤르츠 이미징 시스템에서도 자

체적으로 생성된 전자파를 물체에 입사시키는 능동 모드로

가동할 경우, 더욱 선명한 이미지 신호의 채집이 가능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능동 이미징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자파의
총 생성 전력은 같은 시스템의 탐지기의 성능에 따라 결정

되는데, 1 m의 이격 거리에 놓여진 1 m2 정도 면적을 보유
한 물체에 조명하는 경우, 수십 m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데, 이러한 수치를 제공하는 테라헤르츠 부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테라헤르츠 전자파 성분을 발생시키는 Free- 
Electron 또는 Quantum well 레이저의 경우, 과다한 크기와

설치비용이 문제가 되며, Diode 체배기의 경우 600 GHz에서
복잡한 모듈 체인을 사용하여 1 mW 정도를 생성하는데 그
치고 있으며, 판매되는 제품은 정밀 가공과 조립에 따라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밀리미터파 대역과 같은 능동 전자소자를 테라헤

르츠 주파수에서 사용할 경우 저비용 제작이 가능하며, 주
변 회로와의 집적화도 용이하고, 기존의 초고주파 회로설계
기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중반, 해
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테라헤르츠 대역 트랜

지스터 소자의 개발로, 현재는 600 GHz를 상회하는 동작수
를 보유한 HEMT 및 HBT 소자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학
술 논문에 발표되고 있다. 고려대의 테라헤르츠 전자회로
연구팀은 테라헤르츠 대역 HBT 소자 제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텔레다인 연구소(Teledyne Scientific Com- 
pany)와 2008년도 이후의 협력 연구를 통해 300 GHz 대역의
증폭기 개발에 추진해 왔으며, 2010년도 세계 최초의 300 
GHz 증폭기의 동작 시연에 이어 2015년도에는 도파관 모듈
형태의 50 mW 신호 생성기의 개발을 완성할 예정이다.

Ⅲ. 테라헤르츠 전자파 탐지기

개발되는 이미징 시스템은 물체의 이미지를 시스템의 일

부인 렌즈의 반대편 Focal Plane에 전자파로서 주입하게 되
는데, 단일 탐지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며, 이미지를 채
집하는 Raster-Scan 모드에 대신 다수의 탐지기를 배열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Refresh하는 Real-Time 시스
템이 실용적이다. 각각의 전자파 탐지기는 안테나와 함께
수신된 전자파를 DC 전압으로 전환하는 변환기 회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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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높은 이동성을 보유한 테레헤르츠 이
미징 시스템 조감도

   
(b) 고려대 테라헤르츠 전자회로 연구팀에서 개발한 300 GHz 

25 mW급 증폭기 및 도파관 모듈

(c) RF CMOS 배열 탐지기 샘플
   

(d) 단일 탐지기를 300 GHz에서 스
캔 모드로 동작하여 얻은 이미지

[그림 1] 테라헤르츠 이미징 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구성 부품

성 되는데, 실시간 이미징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탐
지기의 개수 즉 픽셀 카운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에서는이미변환기와안테나를결합한 300 GHz 단

일 탐지기를 RF CMOS 공정을 통해 제작하여 기존의 Bolo- 
meter 타입의 열 탐지기에 비해 매우 민감한 반응도(Noise 
Equivalent Power = 20∼40 pW/Hz0.5)를 측정하는데 성공하였
으며, 2015년도 과제 종료 시점까지 4×4 mm2의 면적 위에

총 10×10 개의 집적화된 배열 탐지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0.5 mm에 달하는 온-칩 안
테나의 크기를 축소하고, 각 픽셀의 전압 값을 동시에 읽어
내는 주변회로를 완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Ⅳ. R&D 시장동향 및 전망

우주 천체 과학 분야에서 시작된 테라헤르츠 기술이 적

용된 시스템의 시장화는 적절한 신호원(source)과 탐지기

(detector)와 관련된 상용부품의 부재 및 기존 통신 시스템과

의 하드웨어 연계성 결여로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급
격한 발전을 보이는 고성능 트랜지스터와 그를 이용한 전자

부품의 개발에 따라 본격적인 상용화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공항에서 X-ray를 대체 중인 전자파
보안 검색 시스템의 경우, 밀리미터파 대역 스캔 시스템과
수동 모드 테라헤르츠 실시간 시스템이 병행되어 사용되는

추세인데, 이들 장비의 비용은 개당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징 시스템과 관련된 의료 및 바이오, 보안 관련
시장의 규모는 2016년도에는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이와는 별도로 100 Gbps의 대용량 데이터의 근거리
무선 통신시스템의 개발도 진행 중에 있으며, 수년 내에 새
로운 시장이 창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Ⅴ. 요  약

주요 미래 전파자원으로 주목 받아온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은 최근 향상된 성능과 낮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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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

김  문  일

1987년: 일리노이공대 (공학사)
1992년: 캘텍 (공학박사)
2000년∼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초고주파 회로 및 안테나

용으로 제공되는 능동 전자소자의 대두로 현실화 가능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며, 향상된 정밀도를
제공하는 테라헤르츠 전자파의 특성을 활용한 은닉 무기 탐

지시스템을낮은제작비용에이동이용이한소형구조로 구

현하는연구과제를 2012년이후고려대에서수행중에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