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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이 인 근․최 은 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 출연 재원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주요 사업과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국책연구사업임(No. 2014M1A7A1A0-3029874).

Ⅰ. 서  론

마이크로공정 기술은 초정밀 공정기술 중의 하나로 미세

소자 및 초소형 기계 부품의 상용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

으며, 여전히 새로운 고정밀, 초미세 공정기술의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첨단 마이크로공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테
라헤르츠 주파수 대역(0.3～3×1012 Hz) 응용 분야(이미징, 의
료, 핵융합, 통신, 보안), 재료공학 분야, 바이오 센서, 전지, 
소형 로봇 분야의 연구․개발이 가속화되었고, 많은 연구
성과가 앞다투어 보고되고 있다[1]～[11]. 그 중에서도 테라헤
르츠 응용 분야는 미래 유망 기술 분야로 무궁무진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다. 테라헤르츠는 전자기파 주파수 스펙트
럼에서 미개척 영역으로 파장이 1 mm에서 0.1 mm인 신호
이며, 전자적 및 광학적 접근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최근
활발하다. 테라헤르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출력 테라헤르츠 신호원을 개발

하는 것인데, 가장 유망한 신호원으로 꼽히는 것이 테라헤
르츠 진공 소자이다[12].
진공 소자는 크게 전자총, 상호작용 회로, 콜렉터, 자석시

스템의 네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3]. 전자총은 전
자빔을 방출하는 장치이며, 상호작용 회로는 전자총으로부
터 방출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시

켜 전자기파를 발진하거나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콜렉터
는 전자총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자석시스템은 전자빔이 콜렉터까지 안
정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전자빔을 일정한 반경으로 집속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진공 소자는 전자기파의 위상속도와 전
자의운동 속도를기준으로 fast wave 진공 소자와 slow wave 
진공 소자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slow wave 진공 소
자만을 다룬다. 대표적인 slow wave 진공 소자로는 Traveling 

Wave Tube(TWT, 진행파관)와 Backward Wave Oscillator 
(BWO, 후진파발진관) 등이 있으며, 이 장치들은 테라헤르츠
파 영역에서 수～수십 와트 수준의 출력을 낸다.
진공 소자 개발에 있어서 마이크로 공정은 전자총, 상호

작용 회로, 콜렉터 제작에 두루 쓰이지만, 특히 상호작용 회
로 제작에 최신 마이크로공정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쓰인

다. 상호작용 회로 제작에 사용되는 대표적 마이크로공정
기술은 Lithography(LIGA), deep reactive ion etching(DRIE), 
micro-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micro-EDM), micro 3D 
printing, 그리고 nanoscale precision 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ing(Nano-CNC machining) 등이 있다[14]. 제작할 회로
의 구조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만들며, 
기계적․전기적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회로의 성능

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공 소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마이크로

공정을 이용하여 개발된 테라헤르츠 진공 소자의 현황과 향

후 전망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진공 소자

진공 소자는 전자총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의 에너지를

전자기파 에너지로 바꿔 radio frequency(RF) 신호를 만들어
내거나 증폭해주는 장치이다. 1904년 Fleming의 진공 다이
오드를 발명을 시작으로 전자빔의 속도 변조 방법을 통한

새로운 진공관 소자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Bell 
연구소에서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현재의 반도

체 기반 전자 소자가 주를 이루기 전까지 1921년 Magnetron, 
1939년 Klystron, 1943년 TWT, 1964년 Gyrotron이 개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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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WT 단면도[16]

고, 대부분 세계 2차 대전 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
되었다[15]. 현재는 고주파수, 고출력의 신호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덕분
에 국방, 우주 통신, 플라즈마 진단, 핵융합 연구 등에서 많
이 쓰이고 있다. 진공 소자는 전자총 동작 시 고전압 사용과
높은 전력 소모, 시스템 전체의 크기가 반도체 기반 전자 소
자에 비해 큰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밀리미터파 및 테라
헤르츠파 영역에서 높은 효율과 넓은 대역폭 특성, 마이크
로 공정으로 인한 소형화 덕분에 최근 테라헤르츠파 대역에

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2 신호 발생/증폭 원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slow wave 진공 소자
만을 다룬다. 그 중에서 TWT와 BWO의 개념과 신호 발생
원리를 간단히 소개하여 마이크로 공정 기술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TWT는 대표적인 선형 전자빔
진공관이다. 대부분은 RF 신호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고출
력증폭기로널리사용되는데, 우주인공위성, 레이더시스템, 
미사일 탐색기, 전자 계수기(ECM) 등에서 활용된다. TWT
와 BWO의 동작 원리는 Cherenkov radiation의 상호작용 메
카니즘을 통해 [그림 1]의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기가 전자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RF 신호를 발생/증폭
하는 것이다. Radiation 조건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동일
매질 내에서 전파의 위상속도를 전자의 수평운동 속도까지

지연시키는 주기적인 delay line이 필요한데, 이 구조를 slow- 
wave structure(SWS, 저속파 구조)라고 부르며, 다양한 형태
가 TWT와 BWO 내에 쓰이고 있다. 대표적 구조인 나선형

(helix) 도파관 구조가 [그림 1]에 나와 있다. 저속파 구조로
인해 전파의 위상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RF 신호가 전자빔
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전자빔이 저속파 구조 내에서 가․
감속이 되면서 전자묶음 현상이 발생하고, 뭉쳐진 전자들에
서 발생된 전자기파가 RF 신호를 발생 및 증폭시킨다.

2-3 마이크로공정을 이용한 초소형 테라헤르츠 진공 

소자

저속파 구조는 동작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파수
가 높아질 경우, 파장이 짧아지면서 저속파 구조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또한, 저속파 구조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직
경도 작아져야만 한다. 즉, 전자총의 크기가 작아지며, 전류
값도 낮아진다. 아울러 전자총 크기가 작아지면서 고전압
운전 시 전자총 내부의 Arc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저전압
운전이 요구된다. 결국, 동작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
템 규모가 소형화되고, 저전압 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
로 진공 소자의 단점이 약화된다.
테라헤르츠파 진공 소자 개발은 국내외 대표적인 연구기

관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마이크로공
정 기법을 이용하여 저속파 구조의 제작이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제작 공법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저속파
구조외에 새로운 저속파 구조를 제안하며, 테라헤르츠 진공 
소자 연구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연
구팀은 해외 US Naval Research Laboratory team(NRL)과 UC 
Davis Group, Lancaster University team,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그리고국내울산과학기술원 THz Vacuum Electro-
nics and Electrodynamics(TEE) Lab, 그리고 광운대학교 연구
팀이 있다.
테라헤르츠 진공 소자 제작에 사용된 마이크로공정 기법

은제작공차, 정렬오차, 표면조도, 제작정밀도, 재현성, 편
평도, 직진도, 실현 가능한 종횡비 등에서 저속파 구조 제작
에 요구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표면 조도는 진공 소
자의 동작 주파수와 RF 전달률에 관계된 전기전도도 (σ)와
연관되어 실제 출력을 예측하는데 쓰는 중요한 변수이다.

2-3-1 해외 개발 현황

테라헤르츠파 기술은 초고해상 레이다, 대용량 데이터 통
신 기술 등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기술로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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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8 도포 (d) 필라멘트(F)를 이용한
빔터널(BTH) 구조 형성

(b) UV 패턴닝 후 SU-8
몰드 활성화(APR)

(e) (b)～(c)의 과정 반복

(c) 무산소동 금속화 과정 (f) 필라멘트 제거 및
뚜껑 납땜.

[그림 2] UV-LIGA 마이크로 공정 순서[17]. [그림 3] UV-LIGA로 제작된 folded waveguide[17]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유럽
등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오고 있
다. 중국도 초소형 진공소자 개발에 착수했으며, 많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 보고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미국
과 유럽에서 초소형 진공소자의 성공적 개발을 발표하였다.

2-3-1-1 UV-LIGA, 220 GHz Traveling Wave Amplifier, US NRL 
team, 2014년

LIGA(Lithography)는 반도체 제작 공법 중 하나로 일정한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에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Photoresist 
물질로 SU-8을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몰딩을 만들어내고, 
미세한 패턴까지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hotoresist 
(PR) 물질을 활성화하는 광원에 따라 UV-LIGA(Ultraviolent, 
자외선), X-ray LIGA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는 UV-LIGA 
공법을 이용해 Folded waveguide를 제작하는 순서에 대해 간
단히보여주고있다. Cu-substrate 위에 PR을 도포후 패턴 가
공된 마스크와 UV-Light를 이용해 PR을 활성화 시킨다. 그
리고 금속화 과정을 진행한 후 나머지 구조도 반복적인 공

정을 통해 만들어낸다. 만들어진 Molding의 측벽 산술 평균

거칠기는 50 nm 정도이나, Folded waveguide 측벽 산술 평균
거칠기는 금속화 과정에서 쓰인 무산소동 알갱이의 크기인

150～200 nm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면 조도는
주파수에따른 RF의전달률과밀접한관련이있다. UV-LIGA
로 제작된 저속파 구조는 0.4 THz 이상의 대역에서 무산소

동의 전기전도도(  ×Sm )가 이상 값에 비해 45 
% 이상 감소하게 되면서 단위 길이 당 손실률이 높아진다. 
위 논문에서 측벽의 산술 평균 거칠기의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NRL에서 개발한 220 GHz의 TWT 증폭 소자는 12.1 kV, 

118 mA의 전자빔 조건에서 63 W 이상의 출력을 보였다. 증
폭기의 Gain은 약 14 dB이며, 3 dB 대역폭은 15 GHz로 실험
을 통해 확인되었다. 저속파 구조에서 발생한 RF 손실은 총
5.3 dB로 측정되었다. [그림 3]은 UV-LIGA 공법으로 제작된
Folded waveguide의 전체 사진이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제작된 Folded waveguide의 치수를 측정하고, 벡터회로망분
석기(Vector Network Analyzer)를 이용해 Folded waveguide의
RF 전달률도 측정하여 제작된 저속파 구조의 성능을 평가
한다.

2-3-1-2 DRIE, 1.03 THz Traveling Wave Amplifier LIGA,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2016년

DRIE는 높은 종횡비 구조의 미세 가공이 가능하다. DRIE 
공정 순서가 [그림 4]에 그려져 있다. 높은 종횡비 구조를
얻기 위하여 SF6 식각 공정과 S4F6의 Passivation 공정을 번
갈아 사용하여 이방성 식각을 실현하였다. 가공 순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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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RIE 공정 순서[18].

[그림 5] DRIE를 이용해 만든 folded waveguide의 전자현미경
이미지[19]

저 PR을 도포하여 식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호
한 뒤 노출된 부분을 SF6 플라즈마로 식각하고, 식각된 표면
을 S4F6 passivation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반복공정을 통해
원하는 종횡비만큼 식각한다. 식각이 진행되는 동안 측벽에
는 scallops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는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준다. Scallops에 의한 표면의 거칠기는 DRIE의 식각 변수를
조정하여 제어가 가능한데, 보고된 측벽의 산술 평균 거칠
기는 최고 5～50 nm 정도이나, 일반적으로는 50～200 nm로
0.3 THz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저속파 구조 제작에
도 쓰이고 있다.

Northrop Grumman Corporation에서 개발한 1.03 THz 증폭
기는 DRIE로 제작한 Folded waveguide를 사용하여 12.1 kV, 
2.3 mA의 전자빔 조건에서 0.3 mW의 입력 신호를 29 mW 
출력 신호로 증폭시켜준다. 이득 값은 19.85 dB이며, 3 dB 
대역폭은 5 GHz로 매우 좁다. 제작된 Folded waveguide의 전
자현미경 이미지를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다. 파란색 화
살표 부분이 전자빔이 지나가는 자리이며, 구불구불한 구
조에 RF 신호가 전달된다. 이 진공 소자는 현재 DRIE로 저
속파 구조를 제작하여 실험까지 완료된 가장 높은 주파수

에서 동작하는 진공 소자이다. 이 외에도 Northrop Grumman 
Corporation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테라헤르츠 증폭기는 0.67 
THz 및 0.85 THz 대역이 추가로 있다.

2-3-1-3 Micro-EDM, 0.1 THz TWT, Beijing Vacuum Electronics 
Research Institute (BVERI), 2011년

EDM은 가느다란 금속선에 전압을 인가하여 방전 현상을
이용해 구조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종횡비에 제한이 없으나, 
금속선의 직경보다 작은 구조는 만들 수 없으며, 방전 갭이
가공되는 동안에도 수 μm 정도 변하기 때문에 제작 공차도

다른 가공법에 비해 큰 편이다. 방전을 이용하여 금속을 녹
이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거칠어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동작

하는 진공 소자의 제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0.3 THz 
이하에서 동작하는 저속파 구조의 제작에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EDM으로 제작된 측벽의 산술 평균 거칠기는 보통
100～500 nm 정도이며, 표면거칠기를개선하기위해 Chemi-
cal polishing으로 약 50 nm의 표면 거칠기를 얻을 수 있으나, 
다른 부분도 동시에 변형이 오게 되므로 최적의 조건을 찾

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Beijing Vacuum Electronics Research Insitute(BVERI)에서개

발한 TWT는 16 kV, 50 mA의 빔 조건에서 96～102 GHz까
지 10 W 이상의 출력을 보이며, 96 GHz에서 최대 15 W의
출력성능을 보였다. 빔 터널의 정렬방법을 개선하여 최대
97.5 %의 전자빔이 콜렉터까지 전달되며, 약 7 GHz의 대역
폭을 가진다. 이 그룹에서 제작한 Folded waveguide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UC Davis 그룹에서 제작
한 0.27 THz용 Folded waveguide이며, 아직 이를 활용한 진
공 소자는 개발되지 않았다.

2-3-1-4 Dry Nano-CNC Machining, 0.22 THz TWT, UC Davis, 2017년

Nano-CNC machining은 2010년대 초반부터 UC Davis 그
룹과 NRL팀에서저속파구조제작에쓰이기시작하였다. 제
어 가능한 단위가 수 nm까지이며, 최대 120,000 rpm의 속도
로 회전하며 절삭툴을 이용하여 구조를 제작한다.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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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0.1 THz folded waveguide 이미지[20]

[그림 8] Nano-CNC machining으로 제작된 DSG 저속파 구
조[21]

[그림 7] UC Davis에서 micro-EDM을 이용하여 제작한 0.27 
THz folded waveguide 전자 현미경 이미지

드 절삭툴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가 매우

좋고, 제작 공차도 1 μm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제작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속파 구조 제작이 가능하며, 
윤활유 사용 유무에 따라 건식가공과 습식 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 가능한 구조는 절삭툴의 치수에 의해 결정되
며, 종횡비도 마찬가지이다. Nano-CNC machining은 종횡비
를 높게 제작하기가 힘든 단점 때문에 기존의 Folded wave-
guide 및 그 외 새로운 저속파 구조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이
고 있다. 학계에 보고된 저속파 구조의 측벽 산술 평균 거칠
기는 50～200 nm 수준이다.

UC Davis에서 개발한 TWT는 Sheet beam 전자총에서 나
오는 전자빔과 동작하며, 음극에서 방출 가능한 전류밀도가

최대 100 A/cm2으로 굉장히 높은 음극 물질이 사용되었다. 
21.8 kV, 190 mA의 빔 조건에서 110 W 출력을 213.85 GHz 
주파수대역에서발생시켰으며, 채택된저속파구조는 double 
staggered vane grating(DSG)로 [그림 8]에서 그 세부 구조와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진공 소자의 최대 이득 값
은 25 dB 그리고 예측한 3 dB 대역폭은 약 50 GHz로 넓은
대역폭 특성을 보인다.

2-3-1-5 Dry Nano-CNC Machining, 0.346 THz BWO, UC Davis & 
Lancaster University, 2018년

UC Davis와 Lancaster university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0.346 THz BWO는 플라즈마 진단용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Nano-CNC machining으로 제작
가능한 구조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저속파 구조가 제

안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에는 실제 출력을 측정한
결과는 없으나, 시스템 구성이 끝난 상태로 곧 실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진공소자이다. 22 kV, 50 mA의 전자빔과 동
작하여 double corrugated waveguide(DCW)와 grooved single 
grating의 저속파 구조에서는 각각 1 W와 5 W 정도의 최대
출력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9]의 DCW 구조는
Nano-CNC machining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1열과 2열
의 사각기둥 사이로 전자빔이 지나가게 된다. 측정된 측벽
의 산술 평균 거칠기는 약 120～200 nm로 측정되었고,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약   ×Sm정도의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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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0.346 THz용 DCW의 전자현미경 이미지[22]

[그림 10] 국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제작한 0.27 THz(좌측 
상단), 0.41 THz(우측 상단) folded waveguide 및
0.3 THz sine waveguide 전자현미경 이미지

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3-2 국내 개발 현황.

국내에서도 마이크로공정을 이용한 진공 소자 개발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비교적 낮은 주파수 대역인
35 GHz와 95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TWT가 서울대 연구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연구 개발 투자가 재개
되어 0.3 T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초소형 진공 소자 관련 연
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2-3-2-1 습식 Nano-CNC Machining, 0.27, 0.41 THz Folded wave-
guide 및 0.3 THz sine waveguide, 울산과학기술원 

(UNIST), 2018년

건식 Nano-CNC machining을 이용한 제작은 제작 속도나
표면 거칠기, 칩 제거 등에서 윤활유를 이용하였을 때 보다
제작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진공 소자가 동작할 주파수 대
역에서의 윤활유 RF 전달 특성 검증이 이루어진 안전한 윤
활유를저속파 구조제작에 사용하고, 잔유 세척이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우수한 표면 거칠기를 가진 저속파 구조 제작
이 더 빠르게 가능해진다. 울산과학기술원 TEE 연구팀은
Nano-CNC machine에 쓰이는 윤활유의 RF 전달 특성을 0.2
2～0.5 THz까지 확인 후 습식 가공으로 Folded waveguide 및
sine waveguide를 제작하였다[23],[24]. 제작된 저속파 구조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좌측 상단 사진은 0.27 THz 대역에
서 동작 가능한 folded waveguide이며, 우측 상단 사진은

0.41 THz 대역에서 동작 가능한 folded waveguide이다. 0.41 
THz의 경우, 절삭 툴의 부재로 빔터널 구조는 가공하지 않
았다. [그림 10]의 하단 그림은 0.3 THz에서 sheet beam 전자
총과 동작하는 sine waveguide이다. Sheet beam 전자빔은 두
구조의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다. 측정된 저속파 구조의 측
벽 산술 평균 거칠기는 9～25 nm 수준으로 측정 결과 중 최
상의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표면 거칠기 측정을
위해 추가 공정이 필요하므로 표면의 오염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여 깨끗한 부분의 면 조도를 측정했을 때 최고 7.11 
nm([그림 11](b))의 산술 평균 거칠기를 기록하였다. 이는 현
재까지 보고된 nano-CNC machining을 이용하여 얻은 표면
거칠기 중 가장 우수한 결과이다[25]. 이 표면 거칠기에서는
1 THz에서 무산소동의 전기전도도 이상 값에 비해 9 % 정
도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에서는 제작한 저속파 구조를 진공

소자와함께 실험하여 얻은결과는없으나, Folded waveguide
의 경우, 11 kV, 100 mA의 전자빔 조건에서 저항 손실을 고
려하여 예측하였을 때 0.272 THz에서 43 W의 출력을 낼 것
으로 예측하였다. Sine waveguide의 경우, sheet beam 전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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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면거칠기 측정 면

(b) 측정된 표면 거칠기

[그림 11] 제작한 folded waveguide

[그림 12] X-ray LIGA로 제작된 0.85 THz folded waveguide 
구조[26]

과 함께 동작하며, 11.7 kV, 40 mA의 빔 조건에서 0.293 GHz
에서 10 W의 출력을 낼 것으로 예측하였다[23],[24].

2-3-2-2 X-ray LIGA, 0.85 THz Folded Waveguide 제작, 광운대학

교, 2017년

국내에서 제작한 저속파 구조 중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제작된 Folded waveguide이다. X-ray LIGA 
공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방법은 UV-LIGA와 동일하다. 
동작 주파수 대역은 0.85 THz로 아쉽게도 이를 평가할 신호
원이 없어 평가 실험이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Molding을 성
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금속화 과정까지 성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빔터널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측벽의
표면 거칠기도 보고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림 12]는 제작된 folded waveguide의 전체 사진과
세부 전자현미경 이미지이다.

Ⅲ.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여전히 0.4 THz 이상에서 동작하는 테라헤르
츠파진공 소자의 개발은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 THz 

까지 동작하는 진공 소자의 개발도 보고되었지만, 출력은
여전히 낮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그
러나 초소형 진공 소자 연구․개발은 아래 두 가지 측면에

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첫째로, 마이크로 / 나노공정 기술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정 기술이 등장할 것이며, 제작 가
능한 저속파 구조의 한계는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에서는 고찰하지 않았지만 향후 초소형 진공 소자 제작에

3-D 프린트 기술이나 Electron beam melting 기술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0.1 nm로 조절이 가능한
Ultra precision CNC machine이 FANUC Corportation, Japan에
의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향후 공정기술의 발달로 발생
가능한 신호원의 영역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로, 서브밀리미터파 /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응용기

술이 대표적 미래 산업이라는 점이다. 응용 연구를 위해 신
호원 개발 기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술적 가치도 충
분하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로는 플
라즈마 진단,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고해상도 레이다 기
술, 암진단 기술, 고해상 이미징 기술 등이 있다. 특히, 테라
헤르츠를 이용한 이미징 시스템은 인체 검색이나 폭발물

검출 등의 보안 분야, 테라헤르츠파 기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DNP-MRI(Dynamic Nuclear Polariza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의 의료 분야, 산업용 비파
괴 검사, 재료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테라
헤르츠 신호 발생원의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갈수록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진공 소자 개발 연구도 탄력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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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Ⅳ. 맺음말

테라헤르츠 대역은전 세계적으로미래의 중요한전파 자

원으로 손꼽히며, 관련 기술 개발을 앞다투어 연구하고 있
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분야이다. 고출력 테라헤르츠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공 소자 연구는 테라헤르츠 응

용 분야를 위한 기초 연구 분야이며, 진공 소자 개발이 가져
올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
럽 등의 비해 후발주자이나 최근 지속적인 테라헤르츠 진공

소자 분야 기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더 나아가
테라헤르츠 관련 산업의 발굴을 통해 미래 먹거리 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국방 분야의 응용이 높은 만큼
진공 소자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발전가능성

이 무궁무진한 테라헤르츠 분야의 기초기술력을 확보해 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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