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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기파 공명 조건에서의 의료 바이오융합 분야의 응용

연구는 과거 단순한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야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이슈(Issue)를
넘어서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
역을 넘어설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의 감마분산
영역 대역(10 GHz～1 THz, γ-dispersion)에서의 복합된 화
학적 반응들을 유도하는 간섭(Interference), 여기(Excitation), 
쌍극성(Dipolarity), 진동(Oscillation), 공진(Resonance) 등의 분
자 상호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최근 활발하고, 이를
응용한 바이오 의료 분야의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추세이

다. 비열성(Non-thermal effect) 효과 조건에서 생체 분자의
회전(Rotation), 진동(Vibration), 전이(Transition) 등의 효과를
보이는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영역의 다중복합노출에 의
한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독창
적이고 혁신적인 치료 기술 개발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라모어 상자성 공명(Larmor Paramagnetic Resonance: LPR) 
주파수 기반 상자성 물질(Paramagnetic substance) 유입 조절
단백질 기작(Mechanism) 제어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
열성(Non-thermal effect) 효과 조건에서 펄스폭은 수십-나노
초(ns), 전자기파의 출력을 메가와트(MW)～기가와트(GW)
의 수준까지 높이면서 생체 분자에 대한 간섭 체제 주파수

대역(10 GHz～1 THz, 감마분산영역, γ-dispersion)의 다중
복합노출 효과 등에 대한 치료 시스템 원천 기술과 관련이

있다.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에 대한 칼슘 유입 조절 단백질

기작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에서 칼슘-단
백질 결합 연구를 통한 치료 시스템 개발 분야는 미비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약한 극저대역 주파수

(Weak Extremely Low Frequency; ～MHz)에서의 전자기파
라모어 공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MHz
주파수 이하의 전자파 노출 조건에서는 생체 분자의 회전

(Rotation), 진동(Vibration), 전이(Transition) 등의 효과를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체 분자의 감마 분산 영역
(γ-dispersion: 10 GHz～1 THz)에서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
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라모어 상자성 공명 현상
조건에서 상자성의 이온 채널(Paramagnetic Ion Channel) 제
어를 통한 세포 신호 전달(Cell Signaling) 조절 메커니즘 규
명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기파의 비열성(Non-thermal effect) 
효과조건에서 스트레스 유전자인 열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s: HSP)들의 발현을 분석하거나, 스트레스 신호 전달
에 관련된 단백질의 인산화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방식을

뛰어넘어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라모어 상자성 공명 현상

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분자 상호작용
과 관계가 있고, 단백질의 생체 분자 운동 영향 연구에 적합
하다([그림 1]).
라모어 상자성 공명의 외부 환경 변수 및 조건에서 생체

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Cell Signaling)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자성체인 칼슘 유입 조절 단백질 기

작활성조절을받는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NFAT)
은 전사조절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인산화 단백질 억제에
의한 핵내 단백질 전사 억제 기작을 통해 종양 혈관 신생과

종양 성장의 억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NFAT 단백질은
복잡한 작용 기작으로 면역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칼슘 신
호 전달(Calcium Signaling)과 다른 신호 전달(Signaling)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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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마분산 대역과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서의 생체 분자의 특징

호 작용에 의해 면역 반응을 조절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이

용한 비 임상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칼슘 유
입 조절 단백질 기작에 의해 암세포의 혈관과 가까운 곳엔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만 혈관과 먼 곳에 있는 세포

는 영양분과 산소가 불충분하고 모자라게 하여, 혈관생성
억제(Angiogenesis Inhibition)를 유도함으로써 Apoptosis(암
세포 자살) 유도 기술과 관련이 있다.
분자들의 세차운동(Precession)과 연관된 라모어(Larmor) 

상자성 공명 조건에서 이온화된 상자성 물질 유입 및 조절

단백질과의 반응을 제어 기작을 이해하는 것은 물리학의 근

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생명공학과 바이오의료 분야와의

융합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중장기 기술 사업화를 가능하

게 하여 바이오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암을 비롯한 치매 질환, 유전성 난치병 등 세
포 내 단백질과 반응을 하는 이온화된 칼슘과 관련된 칼

슘신호전달(Calcium Signaling)이 비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여
러 질병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질병
치료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백질 및 생체 구성
분자들 간의 공명 현상 조건에서 세포내의 칼슘 신호전달

메커니즘의 이해와 칼슘-단백질 결합연구에서 칼슘 이온
채널(Calcium ion channel) 제어 조절 원천 기술 확보 및 치
료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의 상자

성 신호 전달 기반 치료 정밀 의료 플랫폼 목적의 딥 러닝

(Deep Learning) 기반 빅 데이터(Big Data)와 바이오-인포매
틱스(Bio-informatics) 구축을 통한 공개 활용을 통하여 4차
산업 혁명의 로봇기술, IT 기술과 융합을 시도할 수 있으며, 
외부 아이디어와 연구 개발 자원을 함께 활용해 기술을 발

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시장 구축
과 함께 미래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연계
분야와 개방형 크라우드(Open Crowd) 기술 교류 및 사업도
가능하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암, 뇌질환(치매질환, 파킨

슨병, 알츠하이머병), 유전성 난치병 등 치명적 질병들은 차
세대 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
존의 항암제(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방사선 의료용 선형
가속기 치료는 재발 위험성, 후유증과 환자와 가족의 고통
이 있다. 최근에 암 정복의 희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싱
크로트론 원형가속기 기반 탄소 이온을 기반으로 한 중입

자 가속기, 의료용 선형 가속기 기반 붕소 중성자 포획치료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 그리고 사이클로트
론 기반 양성자 가속기 치료는 현재 국내 인프라 시설 부족

및 일본, 독일 등의 해외원정 치료 등으로 인한 높은 치료
비가 부담이고, 암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다. 단백질의 열적
인 영향이 없고,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없으며, 방사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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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파수에 따른 생체 내 단백질의 유전율 분포[21]

험이 없는 비열성(Non-thermal) 조건의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원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의 의료 분야에
쓰이는 치료 시스템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해 라모어 상자성

공명 발생 장치 연구 개발을 통해 상자성 물질의 이온화와

및 이들의 유입 조절 단백질 기작 치료 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하여 위의 언급한 각종 질병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시스템(라모어 상자성 공명을 이용한 새로운
질병 치료 시스템) 개발 현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을 소개
하고자 한다.

Ⅱ. 라모어 상자성 자기 공명의 개요

라모어 상자성(자기) 공명(Larmor Paramagnetic Resonance: 
LPR)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자기장을 동시에 발생하게 하여, 표적이 되는 생체의
부위나 지점에 상자성 물질에 공명 조건을 주어서 이온화

하게 하여 생체 내 또는 세포 내의 단백질과 반응을 하도록

하게 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AC 자기장
은 감마분산 대역(10 GHz～1 THz)의 전자기파에서 발생
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DC 자기장은 헬름홀츠 코
일(Helmholtz Coil)에서 발생한다. 상자성 물질은 생체 내에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칼슘을 비롯하여, 칼륨, 나트
륨, 마그네슘 등이다. 그리고 상자성 물질을 이온화하기 위
한 공명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인 라모어 주파수

(   , 자기회전비율)는 물리학에서 양자역

학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상자성 물질의 최외각 전자들의 총

각운동량(=궤도각운동량+스핀각운동량), Lande g-factor, 자
기쌍극자모멘트(Magnetic Dipole Moment), 세차운동(Preces-
sion), 장동운동(Nutation), 그리고 비정상 제만효과(Abnormal 
Zeeman Effect)처럼의 RF 에너지 흡수에 의한 스핀반전현상
(Spin-flip)과 선택규칙(Selection Rule)에 의한 상자성체 이온
화 전이(Transition) 확률 등의 어려운 양자물리학을 이해해
야 한다. 한편,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 의해 이온화된 상자성
물질의 생존시간(life time), 이온 유입 속도, 단백질 체와 반
응 시간, AC/DC 자기장 크기 비율, 이온화된 상자성 물질들
의 수화작용(Hydration) 등도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 의한 상
자성물질과 단백질 제어 및 조절 기작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이러한 라모어 상자성 공명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들 다

음의 세부 항목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쉬운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2-1 감마분산영역(Gamma Dispersion Region)

[그림 2]는 생체 분자 내의 단백질의 유전율 분포를 나타
낸다. 이와 더불어 생체 내 수분(물)의 유전율 분포도 비교
하고자 함께 표시하였다. 주파수에 따른 생체 분자 내의 구
성성분들에 의한 유전율 분포는 주파수 대역에 따른 유전율

분포의 경향성에 따라 α, β, , δ의 대역으로 나눌 수 있다. 
α 분산 대역은 100 kHz 이하의 대역으로 유전율이 매우 높
은데, 이것은 수분 속의 졸(Sol) 입자나 미셀(Micelle) 같은
거대한 이온 혹은 고분자 전해질의 거대분자 이온 주위에는

이것과 당량으로 반대 부호의 저분자 이온이 이온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대이온(Counter Ion) 이
완이 형성되는 것이며, 전기이동(Electrophoretic) 이완(Relax-
ation) 효과로 때때로 콜로이드 구조 속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완효과는 생체 내 고분자 물질을 뜨게 하는
수분의 높은 점성 때문에 공진을 약화시킨다. β 분산영역은

105 Hz～108 Hz 대역에 걸쳐서 분포하는데, 주로 세포막과
막 결합 세포 내 체액의 용량성 충전(Capacitive Charging)과 
관련이 있다. 계면 분극(Interfacial Polarization)이라고도 하
는 이 현상은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연구되었다. 세포막에
손상이 이 영역의 특징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계면 분극은 생체 분자의 구성 요소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분극화에 추가로 또는 변칙적으로

발생하는경계 효과이다. 이는 β 분산영역은비 균질(Hetero-
geneous; Amorphous)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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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포 내에서 세포막과 그것의 결합된 내부와 세포질

의 유기체는 가장 중요하다. δ 분산 영역은 β 분산영역과 

분산영역 사이에 있는 대역으로 108 Hz～109 Hz 대역에 걸
쳐서 분포한다. 여기서 가능한 메커니즘은 결합수의 쌍극
성 이완, 작은 쌍극성 세그먼트 또는 생물 분자의 측쇄(Side 
Chain)의 이완 및 대전된 표면의 작은 영역을 통한 역 이온
확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분리된 메
커니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
도 어렵다. 종종 β 분산영역의 꼬리 끝 또는  분산영역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영역은 1010 Hz～
1012 Hz의 대역에서 분포하는데, 조직 수분(Tissue Water)의
쌍극성 분극(Dipolar Polarization)으로 인한 것이다. 이 대역
에서는 생체 분자 내의 복합된 화학적 반응들을 유도하는

간섭(Interference), 여기(Excitation), 쌍극성(Dipolarity), 진동
(Oscillation), 공진(Resonance) 등의 분자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 이는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
백질의 생체 분자 운동 영향 연구에 적합하다. 특히 감마 분
산영역에서는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

진 단백질의 생체 분자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열충격 Client 단백질(Heat Shock Protein: HSP)의
신경종말 그룹의 구성 분자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종말 그룹(Terminal Groups)의 내
부의 회전은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미노와 수산기는
영향을 받을 수있지만, 수소결합은 이회전을방해한다. 또
한, 단일 물분자 회전이 나타나고 그 결과, 대부분의 흡수작
용이 일어난다. γ-dispersion 영역에서 물분자와 단백질의 분
포 및 유전율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

를가진다. 이간섭체제주파수의감마분산영역(γ-dispersion) 
에서는 생체 분자의 회전(rotation), 진동(vibration), 전이(tran-
sition)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10 GHz～1 THz 주파수
영역에서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라모어(Larmor) 
상자성 공명 현상 조건에서 칼슘신호전달(Calcium Signaling)
이라는 세포 내외의 단백질 전사(Transcription) 및 조절/제어
와 수화 작용(Hydration) 기작 규명이 가능하다.

2-2 상자성체(Paramagnet)의 라모어(Larmor) 공명

상자성체 원소들은 영구자기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자기쌍극자모멘트는 물질 내부에서 임의의 방향

성을 가지므로 전체적으로는 알짜 자기장이 없다. 외부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알짜 자기장이 생기도록 자기쌍극자모

멘트는 부분적으로 배열되지만, 자기장이 없어지면 이러한
배열이 흩어지면서 알짜자기장이 없어진다. 이러한 상자성
물질에 대하여, 세포와 세포를 둘러싼 외부에 DC 자기장
(Helmholtz Coil)과 AC 자기장(EM waves RF/mm/THz waves 
Exposure)에 의한 라모어 세차운동 공명 주파수 조건(전자
스핀 공명 현상을 유도한다)을 형성하면 상자성 물질의 자
기 공명 효과에 의한 전이(Transition) 작용으로 이온화(전리) 
작용이 일어나 이온화된 상자성체로 해리된다. 따라서 세포
질 내에 있는 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들과 반응하

여 해당 이온화된 상자성체들이 세포질 내로 끌려와 세포내

에 해당 상자성 물질의 이온 농도가 높아진다. 이는 원형질
막의 세포질(Plasma Membrane)뿐만 아니라, 세포질 내에 있
는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를 통해서도 핵 주위의 이
온화된 상자성 물질의 농도 증가를 유도한다. 자기장 안에
서 비정상 제만효과(Abnormal Zeeman Effect)에 의해 분리된
스핀 에너지준위 사이의 자기공명과 원리가 비슷하다. 이는
내부자기장에 의한 경우나 외부자기장에 의한 경우 등에 따

라 공명하는 전자기파가 달라진다. 이 때 공명 흡수되는 전
자기파의 주파수는 라모어 주파수이다. 강자성체․페리자
성체에서의 내부 자기장에 의한 경우에는 적외선이 되고, 
외부자기장의 경우, 전자스핀에서는 공명이 마이크로파 영
역, 밀리미터파 영역, 테라헤르츠파 영역을 포함하는 감마
분산영역에서는 상자성체 공명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공명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이온결정의 결정 속 자기장이
나 이온 에너지 준위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유기
물질에서는 공유결합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에서 상자성 공명 조건을 만들기 위해, 스핀양자
수가 1/2인 각운동량 자기화를 고려한다. [그림 3]의 자기장
이 B(t)=(B1cosωt, B1sinωt, B0)와 같이 3차원적으로 자기장이
변한다(B0≫B1, B0=B1=constant). 이러한 경우에 상자성 물질
의 경우, 감마분산 대역에서 전자스핀 공명이 일어난다. 이
는 양자역학적으로 [그림 3]에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시간에 의존하는 해밀토니안(Hamiltonian)을 설정하고, 시간
에 의존하는 섭동론(Perturbation)을 고려한다. 그리고 자기
장 B값이, z-축 주위로 —ωt의 각으로 회전하므로, 이것과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자기장 B가 고정된 것과 같게



특집…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기반 생체 내 신호 전달을 통한 치료 응용

38

[그림 3] 라모어 상자성 자기 공명의 3차원 좌표 구성

[그림 4]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서의 스핀반전(Spin-flip)현상

되어 보다 쉽게 인산칼슘의 공유결합의 풀림이 예상된다. 
시간에 의존하는 파동 함수를 고려하여, 해밀토니안(Hamil-
tonian)과 파동함수를 계산한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z-축 방향으로 인가된 자기장에 대한 자기모멘트의 기댓값
은 식 (1)과 같다.

(1)

위의 수식을 참조하면, 상자성 공명 조건은 ω=ω0일 때

이다. 라모어 세차(Precession) 운동을 하는 입자에 자기장
Bdc=B0의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같은 주파수 ω0의 고주파

자기장 Bac를 걸면 입자는 이 고주파자기장의 에너지를 흡

수하여 공명흡수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자기공명이다. 전자
스핀 공명에서 전자는 페르미온(Fermion)이고 반정수의 스
핀양자수를 가지므로, 이 때 시간 t가 지난 후 스핀이 ↑상
태에서↓상태로 전이할 확률을 가지게 된다. 그 확률(P(↓))
은 식 (2)와 같이 Rabi 공식으로 정리된다.

(2)

B0(ω0)를 연속적으로 바꾸어서(마이크로 주파수 or radio- 
frequency 대역의 반복률을 가지고), ω=ω0일 때, 스핀이 뒤바

뀔 확률이 제일 커서 시간적인 평균이 1/2이 된다. 이 때의
자기장이 공명 자기장이고, 이 때 라모어 주파수가 된다.

(3)

2-3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 따른 생체 내 기작 연구

앞의 2-1과 2-2절에서 감마분산 영역 또는 테라헤르츠 주
파수 영역의 전자기파 기반, 헬름홀츠 코일의 직류 자기장
성분과 동시에 노출된 조건에서 라모어 주파수에 공진 조건

을 만족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생체 내의 상자성 물질

을 이온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체 내
이온화된 상자성체와 단백질의 기작 조절 및 제어를 위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kW～GW
급의 펄스형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원의 개발도 필수적

이다. 연속형 테라헤르츠파 발생원은 단백질의 열변성으로
인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3차원적인 구조를 파괴하므로 여기서 사용은 지
양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출력과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가장의 세기와 생체 내 구성분자들이 열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비열성(Non-thermal) 펄스 지속 시간의 함수 관계를 [그
림 5]와 같이 보여준다.
또한 [그림 6]은 생체 내 비열성 효과를 위한 주파수와 출

력 파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사양
은 전자기파 발생장치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23].

[그림 6]에서 굵은 빨간색 점선내의 영역에서 비열성 조
건의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테라헤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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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열성효과를위한펄스폭과전기장세기의함수 관계

[그림 6] 비열성효과를 위한 주파수과 출력파워의 함수관계[23]

파 발생 장치에 대한 사양분포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앞 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그림 5]와 [그림 6]을

바탕으로 생체 내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 대한 기작에 대하

여 설명을 한다. 여기서 생체 내에 어떤 특이 단백질들과 반
응 기작에 잘 참여하는 대표적인 상자성체 칼슘을 언급하

여본다.
칼슘 자체는 인체에서 인산칼슘 화합물의 형태로 분포되

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된 칼슘-칼모듈린 인산화 반응(Ca2+ 
Calmodulin Phosphorylation, Ca-CaM Phosphorylation)을 라모

어 상자성 공명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으켜, 원형질세포막
(Plasma Membrane)을 통한 Ca2+ 이동을 통해, Ca2+의 농도를

변화하게 하고, 세포질(cytoplasm) 내의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에도 칼슘-칼모듈린 인산화반응(Ca-CaM Pho-
sphorylation) 반응을 유도하여 세포(Cell)의 핵(Nucleus)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칼슘 신호 전달(Calcium 
Signaling)이라고 하며, 보통 림프구(Lymphocyte)에서 T세포
(T-Cell)를 샘플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칼슘-
칼모듈린 인산화 반응(Ca-CaM Phosphorylation)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샘플 주위에 약한 외부 자기장(Cell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열성 효과(Non-thermal Effect)의 상황을 만들
어야 한다.) 보통 0.1 μT～1 mT의 CW/Pulsed Magnetic Fields
영역의 범위에서 실험을 한다.

(2) 원형질세포막(Plasma Membrane) 외부의 칼슘인산물
질에서 이온화 작용을 유도하여 Ca2+, K+, Na+, Mg2+ 이온들

의 상자성체의 이동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각 구성 원소들의 전자에 대한 스핀(자기) 공명을 일으켜 라
모어 세차 주파수(Larmor Precession Frequency) 영역에서 세
차운동과 함께 장동운동(Nutation Motion)과 이온화 작용을
일으켜 각 구성 요소간의 배위자(Ligand)들 간의 생화학적
인 작용을 유도한다.
이때, AC(THz 전자기파기반) & DC 자기장(Magnetic Field)

에 의한 라모어 자기 세차 공명(Larmor Magnetic Precession 
Resonance)은 자기 모멘트를 가진 입자의 에너지 준위가 정
자기장 속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그 간격에 대응하는 진동
수의 진동 자기장 또는 전자기파와의 사이에 생기는 공명

현상이 주로 공명 흡수를 가리키며, 공명 주파수는 라모어
세차 운동의 라모어 주파수로 주어진다([그림 7]).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하에서 Ca-CaM 의존성 미오

신 인산화(Myosin Phosphorylation)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는
Ca2+가 감소된 조건과 반응의 비평형(Nonequilibrium) 단계
에서만 발생한다. 칼슘 이온의 순간 전위 교환 속도 v(t)는
순간 자유 Ca2+ 농도 [Ca2+(t)]에 의존하고, [Ca2+(t)] 값이 증
가하면 미오신 인산화가 증가한다(식 (4) 참조)[24]～[26].

(4)



특집…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기반 생체 내 신호 전달을 통한 치료 응용

40

[그림 7] 테라헤르츠(감마분산) 주파수 대역의 라모어 공명 조건에서의 칼슘에 대한 공명 현상(공진에서 세차/장동/회전 운동 발생)

[그림 8] 라모어 공명 조건에서 칼슘-칼모듈린 인산화 반응

여기서 kb는 결합 과정의 속도 상수이고, δcell은 세포 성분

(Cytoplasm, Membrane, and Extracellular-medium)의 전도도
(Conductivity)를 나타낸다. 미오신 인산화는 반응 속도와 속
도 결정 농도 [Ca2+(t)]에 대한 반응 속도의 의존성을 설명한
다. CaM에 대한 Ca2+ 결합은 낮은 무선 주파수 범위에서 훨
씬 더 높은 속도로 발생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기장
효과에 대한 속도 결정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식 (5)에서 texcited는 세포 외 칼슘 이온(Ca2+)의 수명과 관
련이 있고, tground는 생물학적 활성 분자에 결합된 세포 내

이온을 나타낸다. 즉, 순간 교환 반응 속도(v(t)) 식으로부터
여기된(Excited; 들뜬) 칼슘 이온의 수명에 의존한다. 여기
된 칼슘 이온의 수명이 길수록 칼슘 농도와 v(t)가 증가한다.
또한,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기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세포의 전기 전도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Ca-CaM 반응 속도의 증가는 AC 주파수의 증가에 의존한다. 
이 기작은 [그림 8]에서와 같이 약간의 진동 에너지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전하를 띤 발진기로서 단백질의 표면에 있는

트랩(Trap)이나 결합 부위에서 이온 결합으로 간주된다.
생물학적 효과(Biological Effects)는 자기적으로 방해된

결합 이온과 단백질 사이의 전기적 상호 작용 에너지 전달

에 의해 야기된 2차 효과로서 얻어지기 위해 가정된다. 간

단한 고전적 개념에서 잠재적 우물(Well)에 있는 이온의 궤
도 자기 모멘트는 라모어 세차 운동 중에 정적 자기장에서

세차 운동을 나타낼 것이다. 라모어 세차 운동은 정적(Static) 
자기장으로인해나타나며, 정적자기장과평행한진동(Oscil-
lation) 자기장에의해보정(Correction)된다. 양자역학에서이
온은 기저(Ground) 상태에서 여기(Excited) 상태로 열적으로
여기된다. 이 상태는 외부 전자기장이 없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축퇴(Degeneracy)한다. 작은 정적 자기장은 축퇴를
제거하고, 여기 상태는 [그림 9]에서와 같이 두 개의 하위
레벨로나누어진다. 진동 상태의 주파수 사이의 차이와 동일
한 주기성을 갖는 AC 자기장이 이제 DC 자기장에 평행하
게 부가되면, 낮은 준위의 상태들 사이의 간섭은 이온 기저
상태로 되고 방출된(Emitted) 에너지는 단백질에 의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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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칼슘의 라모어 공명 주파수 조건: AC+DC 자기장

(a) Hydrated Ca2+—binding sites[35]

(b) Dihydropyridine binding site with the antagonism of
hydrated calcium ion[36]

[그림 10] 이온화된 칼슘의 수화(Hydration)

되며,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평면에서 상자성 물질
의 전이(Transition)의 확률의 변화는 관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생물학적 기작이 가능하다.
칼슘 등의 상자성 물질들이 라모어 주파수를 가지는 자

기장에 의한 공명으로 에너지 갈라짐(Split) 만큼의 에너지
흡수를 하면서 이온화하여 특이 단백질 칼모듈린과 반응을

하여치료기작에잠재적인응용가능성이있다는부분을양

자역학을 기반으로 생체 내의 주파수에 따른 유전율 그리고

비열성 조건을 위한 주파수와 출력 파워에 대한 기술적인

언급을 하였다. 그동안의 사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신개념
의 한 차원 높은 영역의 분야가 수화(Hydration)된 이온화된
상자성 물질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 칼슘 등의 상자성 물질
이 이온화 되었다고 바로 칼모듈린의 단백질 등과 바로 반

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또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 이
는 이온화된 칼슘들이 세포 내의 단백질, 혈액 그리고 뇌 안
으로 흡수되는 것을 통제하는 막는 물분자와 또 다른 단백

질 들이 있는 생체 내의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앞서 언급한 생체 분자의 회전(Rotation), 진동(Vibration), 
전이(Transition) 등의 효과를 보이는 테라헤르츠(THz) 주파
수 영역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라헤르츠파와
생체와의 상호작용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생체분자에 붙

어있는 수분 운동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어, 생체분자에 붙
어있는 물은 일반적인 물과는 매우 다른 운동을 한다는 것

을테라헤르츠파를이용하여분석을하고, 세포막(Membrane)
에 붙어있는 물분자들의 운동을 온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포막(Membrane)에 붙어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
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여 테라헤르츠파의 생체응용 가

능성이 있다. 지질(Lipid) 2중층의 상(Phase)변화 동안에 발
생하는 수화(Hydration)의 특성을 테라헤르츠 분광으로 관측
함으로 앞으로 물의 움직임이 생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는 것이다.
단백질과 효소가 결합할 때 물분자의 거동이 비정상적으

로 느려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생체반응과 물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단백질의 기능과 물분자의 거동변화
사이에강한상관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세포레벨에서의 물
의 거동 변화 또한 보고되었다. 세포막의 구조변화 시 그에
상응하는 물분자의 거동변화를 관찰하였으며, DNA 분자
와 상호작용하는 물분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는 것(Longer Range)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
은 강력한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여 생체복합계 내의 물분

자를 조작, 즉 물분자 구조에 비선형 결맞음(Nonlinear Co-
herence) 현상을일으킴으로써, 이로 인해나타나는생체분자
의 구조 및 기능변화의 관찰을 통해 물분자의 능동적인 역

할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별성이 있다. 라모어 상자성 공명에서
수화된 상자성 물질과 단백질 간의 결합 기작을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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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1]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의 형성

에 대한 제어와 조절을 위해, 생체복합계의 매질인 물분자
의 특성이 생체기능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규명된다면 생체복합계의 분자반응(Molecular Recognition)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치료 연구가 될

것이다[27]～[34]. 이러한 연구들은 생체복합체내 수화된 상자
성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조작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증명함

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선택적 물분자 조작을 위해서는 비
선형 현상을 일으킬만한 라모어 상자성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Ⅲ. THz 자기공명을 통한 생물학적 기전 치료 연구

앞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테라헤르츠(THz) 라모어 자기
공명 기반 상자성 물질의 전이 조건에서 생체분자를 이용한

이온화된 상자성체 채널 생성 및 제어 단백질 조절은 암, 뇌
질환, 유전성 난치병 등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기능을 하는
신개념의 새로운 차세대 치료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생
체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온채널 등에 대한

라모의 상자성 공명의 영향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진단, 
치료 시장에 중요한 과학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고, 물리학
적 제어 메커니즘을 활용한 생체 조절을 내세운 치료 분야

의 융복합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기작은 라모어
상자성 공명의 체내 항상성 유지 목적의 이온채널에 대한

영향 메커니즘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온
채널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해석의 선행 요구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한 채널의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과같은질환들을분류하여어떠한메커니즘으로라모의상

자성 공명 생체분자 기능을 증명 및 각 질환의 치료 가능성

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칼슘 이온 신호전달 기반 암세포 사멸 및 치료

대표적인 상자성체인 칼슘을 통하여 테라헤르츠 자기공

명 조건하에서 라모어 주파수의 공진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

들어 자기 공명에 의한 에너지 갈라짐(Energy Split)으로 인
한 전이(Transition)현상, 스핀반전(Spin-flip), 칼슘의 최외각 
오비탈(Orbital) 구조에서의 양자화 된 각운동량 세차운동
(Precession )과 장동운동(Nutation) 등의 양자역학적인 원리
를 기반으로 이온화된 칼슘은 생체 내 또는 세포 내의 칼모

듈린(Calmodulin) 등의 특이 단백질들과 반응을 하여 다양한
효과와 더불어 암치료 효과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주조직적합성 분자(Major Histocompatability Molecules)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 후 활성화되어 감염

세포를 인식하고 활성화되면 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암세포 또는 외부 세포를 인식하고 파
괴할수있는세포독성 T 세포(Cytotoxic T Lymphocytes: CTL)
와 면역화 과정 없이 세포 용해 작용을 일으키는 작은 림프

구 모양의 세포로 종양 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자발

적으로 죽이며, 인터페론감마(Interferon-γ)에 의해 활성이 증
진되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NK)에 의한 암세포사멸
은 매우 중요하다. 세포 내 칼슘 농도에 의한 암세포 분화와
사멸 그리고 내부 칼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이온채널의 발현은 암과 상관관계가 매우 밀

접하다. 효과적인 CTL, NK 세포의기능을 위해 세포내부의 
THz-LPR 상자성 자기 공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온화된 칼
슘의 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칼슘 이온 채널의 제어 및
농도의 조절 기작을 통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칼슘이온이 CTL과 NK 세포에 암세포 사멸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자기 공명 조건으로 칼슘이온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요 핵심 기술이다.
[그림 11]처럼 악성 흑색종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종양

혈관 생성(Angiogenesis)으로 발현된 악성 흑색종(Mali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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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3] 암세포 사멸을 위한 CTL세포와 NK세포의 기작

(a)

(c)(b)

(d) (e)

[그림 12] CTL 세포와 NK 세포에 의한 암세포 사멸

Melanoma)의 예를 들어, 칼슘 이온 채널의 제어 및 농도의
조절기작을통해 CTL과 NK 세포가어떻게표적화(Targeted)
된 암 세포에 작용해서 죽게 만드는지를 [그림 12]와 [그림
13]을 통해서 보여준다. 보통 세포와 세포사이 칼슘 신호전
달은 ORAI, CRAC 등의 칼슘 이동 채널을 통해 이동한다. 
NK 세포와 CTL 세포 같은 경우는 ORAI 채널을 통하여 칼
슘 이온 유입을 이후 암세포의 표적화를 위한 혈관 내 이동
및 전사(Transcription) 작용을 하여 암세포 사멸에 관여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NK 세포와 CTL 세포의운동성은 칼슘이
온과 채널에 의존하고, 일종의 에너지원처럼 사용될 수 있
다. 칼슘 이온 농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는 NK 세포
와 CTL 세포를 통한 암세포의 사멸(Apoptosis)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칼슘농도가 적을 때, 용해 과립제(Lytic 
Granules)가 방출되지 않아서 암세포의 사멸이 적절하게 이
루어지지 않아 암세포는 계속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칼슘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 비정상적인 소수포(vesicle) 
방출로 인해 세포사멸로 연결되는 암세포도 있지만, 세포사
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암으로 변형이 된다. 이는 결
국 THz 라모어 상자성체 자기 공명을 통해 칼슘 유입 농도
조절 및 세포내 전사 작용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

는 것이다.
칼슘 신호 전달에 따른 전사작용으로 [그림 12](b)에서 혈

액에포함된백혈구의하나로수지상돌기를가지며, 면역계
에서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 APC)로서 기능
을 하는 수지상세포(가지세포; Dendritic Cell: DC)에 의해, 
세포막 항원성 단백질인 MHC I(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와 동시에 T 세포 수용체(TCR)의 공동수용체 역할
을 하는 막관통 당단백질인 CD8(Cluster of Differentiation 8)
은 I형 MHC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기작을 통해
수지상세포는 CTL 세포와 결합을 한다. [그림 12](c)를 보
면, 감염된 세포의 MHC1을 인식하고, LFA-1와 ICAM-1 인
식을 같이해서 시냅스를 만들어 그 시냅스로 Granule을 뿜
어내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여기서 CTL 세포는 크게 3가
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Granzyme은 타깃 세포의 미토콘드리
아 Caspase-3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사멸이 진
행하게 하고, Perforin은 타깃 세포벽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Serglycin도 있는데, 이는 위에 언급된
두 물질을 서로 같이 포장해서 복합체(Complex)를 이루게
하는 물질이다. THz-LPR의 물리학적인 자기공명 시스템을
통해 세포 신호전달을 위한 상자성 공진 현상으로 발생한

칼슘 이온 농도 조절 작용에 따라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들

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37],[38].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면 p53이라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데, p53은 세포의 수명에 관여한다. 관여하는 종양억제는 단
백질(Apoptosis)이다. 수명을 다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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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테라헤르츠 라모어 자기 공명 조건에서의 칼슘 신호전달과 프로테아좀 활성화에 따른 HSP90 억제효과 및 암치료 효과

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p53의 유지 기능이 떨어지면 수명을
다한 세포는 죽지 않고 암세포로 변하게 된다. 특히,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분자생물학적 표적으로서 열충격단백질(Heat 
Shock Protein)인 HSP90 억제 기전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THz-LPR에 의해칼슘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 분열조절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좀(Proteasome)이 활성화된다. 
HSP90을 발현하는 암 조직에 대한 증식억제 기전은 HSP90
과 결합하는 항세포자멸사 단백질 복합체로부터 HSP90을
유리시켜 프로테아좀(Proteasome)에 의한 분해효과뿐만 아
니라,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효과 및 단백질인산화효소 B 
(Protein Kinase B; Akt)에 의한 세포증식 신호를 억제하는 효
과가 있다[39]. 즉, HSP90 Client Protein들은 프로테아좀(Pro-
teasome)에 의해 분해된다. 따라서 칼슘 신호전달과 프로테
아좀(Proteasome) 활성화에 따른 HSP90 활성 억제 기전은
다양한 암 유발 단백질들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으므로 폭넓은 종류의 암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

는 매개변수(Parameter)로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다. HSP90이 
[그림 14]와같이샤페로닌(chaperonine)의도움을받아 HSP90
의 ATPase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이 때 프로테아좀이 활성
화하여 HSP90 단백질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3-2 칼슘신호전달 기작에 의한 뇌질환 및 퇴행성 신경

질환 치료

HSP90 억제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파킨슨
씨병(Parkinson's disease), 뇌졸중(Stroke) 등의 뇌질환에 대해
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이는 HSP90 억
제가 이들 질병의 원인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는 HSP90 억제에 의해 세포사멸 억제를 비롯하여 스트레스
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HSP70 등의
분자 샤페론(Molecular Chaperone)들의 발현이 유도됨으로써
나타난 세포보호 기작 때문이다[40].
샤페론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전사조절 인자인 HSF 

(Heat Shock Factor)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HSP90 억제는 HSF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분자 샤페론의 기
능을 가진 HSP들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된다[41]. 한편, HSP90
에 의해 조절되는 인산화효소(Kinase) 작용에 의해 퇴행성
신경질환의 발병이 촉진되는 경우, HSP90 억제가 간접적으
로 질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칼슘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뇌의 내부에 존재
하는 세포신호전달의 장애와 연관된 칼슘이온은 알츠하이

머병의 발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서 보이는 퇴행된 신경세포에서 칼슘의 양이

증가되어있다는보고가있다[42].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Aβ) 전구 단백질(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은 내재 막
단백질로 알츠하이머병의 병인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 항상성의 불균형이 APP 대사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43],[44]. 이런 칼슘과 APP 대사과정간의 중요
성에도불구하고, 이와관련된세부적인 기작은 최근까지 밝
혀진 바는 없다. 알츠하이머병에서 프로테아좀 비활성 상황
하에 APP가 소포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포체에 비정상
적 축적과 더불어 뇌 내 변질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서 프로테아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조절이 알

츠하이머병의 발생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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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칼슘 패러독스(Calcium Paradox)

다[45],[46].
칼슘이온조절과 베타아밀로이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CALHM1(Calcium Homeostasis Modulator 1)이 유전자의 다
형(Polymorphism)이 산발성, 지발성(Sporadic Late-onset) 알츠
하이머병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즉, CALHM1이
칼슘의 세포 내로의 이동을 방해하여 베타아밀로이드의 농

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알츠하이머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
[47],[48]. 이와 더불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칼슘조절장애
가설(Calcium Dysregulation Hypothesis)을 강력하게 입증하
는 PS1과 PS2(Presenilin 1과 2) 단백질들은 세포 내부의 구
획에 존재하는 칼슘방출통로(calcium release channel)와 상호
작용하고, 뉴런 내부의 칼슘이동을 방해한다. 돌연변이 된
PS1, PS2를 보유한 세포는 형질내세망(ER)에 존재하는 칼슘
채널 즉 insP3R(inositol triphosphate receptor)을 통한 칼슘신
호전달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세포 내의 칼슘조절
장애가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칼슘신호전달경로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

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표적임을 시사한다[49].
한편, 칼슘 패러독스(Calcium Paradox)라는 용어가 있는

데, 이는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 같은 경우, 칼슘 이온 농도
를 높이면 치료의 가능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얘기이다([그림 15]). 칼슘 패러독스(Calcium 
Paradox)를 통해, THz 라모어 상자성 공명 조건에서의 칼슘
유입/유출 단백질 기작 조절 및 제어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
자 목적이 된다.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측색 경
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글루탐산(Glutamic Acid)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로 인한 현재로서는 난치병이다. 글루
탐산은 신경계에서는 글루탐산 수용체를 통해 흥분성 자극

을 신경시냅스 사이에서 전달하는 물질로, 기억․학습 등

뇌 교차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뇌 허혈 등으로
세포 밖으로 방출될 경우 신경독으로 작용하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일으킨다. 글루탐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상승하고, 세포사멸이 유도된다[50],[51]. 즉, 칼슘
이온 농도 증가로 인하여 신경세포가 죽는다. 이는 신경 세
포에 특정 단백질 TDP-43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축적되는
것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다[52]. 전두엽
치매(신경계 질환)와 루게릭병(근육계 질환)은 TDP-43 단백
질이 핵 안에서 발현하지 못하고 세포질에 침착을 일으키는

점에서 공통 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칼슘 이온 농도
가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내로 유입하여 미토콘드리아에 과

다 유입 영향을 주는 사멸을 촉진하는 카스파아제(Apoptotic 
Caspases) 활성화로 인해 TDP-43 단백질의 분열(Cleavage)을
가속화 시켜 악영향을 미친다[53]～[55]([그림 16]). 이는 칼슘
이온 농도 조절에 칼모듈린(Calmodulin)이라는 칼슘 결합
특이 단백질이 참여를 하며,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내의 칼
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TDP-43 
분열 및 증식을 가지고 오게 되어 루게릭병을 악화시킨다
[56],[57].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Ubiquitin Proteasome System: 

UPS)는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의 순환을 위한 세포 내의 주
요한 경로이면서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헌팅턴병, 파킨
슨병, 프리온병 그리고 루게릭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퇴
행성 신경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리고 UPS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
을 분해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프로테아좀은 손상된 단백질
이나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여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

는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되
어야 하는 세포주기 과정이나 전사 조절 과정에도 참여한

다. 세포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테아좀에 의한 사이클린
(Cyclins) 단백질의 분해는 세포 분열 후기(Anaphase)에서 중
기(Metaphase)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c-fos, c-myc, c-jun
과 같이 반감기가 짧은 전사인자를 분해시켜 전사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 분화, DNA 손
상 회복 과정을 조절하며, MHC class I 분자에 의한 항원 펩
타이드 형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8],[59]. 
이는 프로테아좀과 결합하는 여러 단백질들에 의해서도 그

기능이조절된다. 이러한 결합단백질들은 기질 특이성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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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칼슘 유입으로 인한 칼슘 이온 농도 증가로 인한 TDP-34 분열(Cleavage)[54]

론이거니와 프로테아좀의 형성과정을 조절한다. 또한, 프로
테아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

다. 이와 같이 UPS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여 THz 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뇌질환 및 퇴행성 신경질환 등의 치료 시
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유비퀴틴 시스템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유비퀴틴 활성화 단계와 분해 단계일 것이다. 활성
화 단계에서는 ATP를 사용하고, 분해단계는단백질분해효
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자성 물질인 칼슘을 이온화 하여, 
단백질 분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표적화할 수 있다. 
암세포가 단백질 분해 과정의 저해에 더 민감하다는 점과

이미 성공한 프로테아좀 저해제가 암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비퀴틴 시스템의 경로를 타깃으로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힘이 실릴 수 있다[60]～[63].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에너

지 합성 및 신호 전달 등 생존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그러나 칼슘 유입에 대한 자세
한 기전은 최근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미토콘드리
아 내막에 있는 막단백질인 미토콘드리아 칼슘 유니포터

(Mitochondrial Calcium Uniporter)가 칼슘 유입의 통로 역할
을한다는사실이학계에최근에보고되었으며, 이것이제기

능을 하지 못하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

약품 개발 분야에서 표적 단백질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64]～

[67]. 생체 내부는 음식을 통하여 섭취된 칼슘이 혈액과 뇌 안
으로 흡수되는 것을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식사를 통하여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알츠하

이머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테라헤르츠 주파수 또는 감마분산 영역의 라모어 상자성 공

명에 의한 칼슘 이온 결합 단백질 조절 및 제어 연구 기반

치매 질환 치료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림 17]
과 같이, 상자성체 전이유도를통한칼슘신호전달 제어 실험 
구상을 하여 칼슘신호전달제어작용을 통해, 치매질환(알츠
하이머병)의 치료 가능을 위한 장치를 구성한다. 미토콘드
리아는칼슘이온으로에너지생산을조절하는데, 이시스템
에 문제가 생겨 필요 이상으로 칼슘이 많이 만들어지면 뇌

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발생하는데, 칼슘 신호 전달 제어
기작방법을 통해치매치유가 가능하도록 세포에서나트륨-
칼슘 교환기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정상 세포와 거

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ATP가 증가하고, 활성산소는
줄어들면서 사멸되는 신경세포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한

다. 또한, [그림 18]처럼 THz-LPR 발생 장치를 활용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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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Hz-LPR 장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동물실험 구성

[그림 18] THz-LPR 발생 장치 치매 질환 치료 시스템 계획

질환 치료 시스템도 계획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생체 내의 세포 내외에 칼슘 이온 농도를 높

이기 위해서 THz-LPR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적으로 칼슘으
로만 공진 효과를 만들어 내면, 암세포 사멸 및 퇴행성 신경
질환 등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테라헤르
츠 자기공명 기반 칼슘 신호전달 기작을 통해 표적화된 생

체 내 부위에 칼슘 이온 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치료에 도움

이 되는 것이 아니다. NK 세포와 CTL 세포의 기전 현상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칼슘 신호 전달 체계 및 칼슘 이온 동
도 조절 및 관련 전사 특이 단백질과의 반응 적절한 제어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루게릭병 같은 경우, 칼슘의 이온 농도를 낮추는 것이 관

건인데, 이것은 칼슘이온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칼슘 항상성 및 생존에 필수적인 세
포 내 미토콘드리아 나트륨이온과 칼슘이온의 교환을 통하

여 칼슘 이온을 낮춤으로서 TDP-43 단백질 발현 억제가 가
능하다. 나트륨도 상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상자성 공명을 위한 나트륨에 대한 물리학적인 특성을 바탕

으로 한 양자역학적인 계산과 테라헤르츠 자기공명 기법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Na+/Ca2+ 교환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TDP-43로 유발되는 신경 및 근육 세포 사멸이 억제
된다. 미토콘드리아 나트륨/칼슘 교환이 치매질환, 심장질
환 및 퇴행성 신경질환 질환에서 미토콘드리아 조절 메커니

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치료 기법이 될 수 있다[68]. 다시 말
해, THz-LPR를 통한 세포 신호전달 기작을 통해 표적된 신
경세포와 근육세포의 칼슘이온농도를 낮추기 위한 Na+/Ca2+ 

교환자 메커니즘과 함께 단백질 기작 조절 및 제어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테라헤르츠파 공명 장치 개발이 중요
한 이유이다.

Ⅳ. 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시스템 구축 및 실험

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라모어 세차
운동을 위한 공진(Larmor Precession Resonance) 조건을 만들
어 주기 위해서는 라모어 주파수의 개념과 공명 조건을 알

아야 한다. 이는 자기 모멘트를 가진 입자의 에너지 준위가
정자기장 속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그 간격에 대응하는 진
동수의 진동 자기장 또는 전자기파와의 사이에 생기는 공명

현상으로 주로 공명 흡수를 가리키며, 공명 주파수는 라모
어 세차 운동의 라모어 주파수로 주어진다. 라모어세차운동 
공명 주파수 조건(전자스핀 공명 현상을 유도한다)을 형성
하면 인산칼슘에서 칼슘 이온 농도 조절로 인산화작용으

로 인해 생체 내 칼슘-칼모듈린(CaCaM) 등의 단백질 결합
작용, 세포 및 칼슘 신호 전달 기작을 통한 제어 및 전사 조
절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다.

4-1 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THz-LPR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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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Hz-LPR 장치 시스템의 공진 현상

[그림 19] THz-LPR 장치 실험 시스템(서울대학교 소재)

[그림 22] THz-LPR 장치 생체영향분석 실험 구성(in vitro)

[그림 21] CaCaM 반응으로 인한 세포질 내의 퍼텐셜 변화

[그림 19]는 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THz-LPR 시스템으
로 in vivo에서 생체 내 샘플에 THz-LPR 조건에 대한 칼슘
신호 전달 기작을 통하여 생체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20]은 AC 자기장의 조건과 라모어 주파수의 조건
을 달리하여, 각각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칼슘이온의
반응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에서 2번 조
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자성 물질인 칼슘이온의 고유 자기

회전 비율에 맞춘 라모어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AC
자기장과 DC 자기장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림 7]과 [그림
9]를 참고하여 공명 흡수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 때 라모어 공명 현상이 발생하여 칼슘 이온 속도가 급격

하게 증가하여 세포질 내에 있는 칼묘둘린(Calmodulin) 등
특이 단백질과 결합반응을 하게 된다([그림 8] 참조).

[그림 21]은 [그림 20]의 과정에서 세포질을 중심으로하
여 라모어 공명 조건에 따른 퍼텐셜 변화의 차이를 보여준

다. 대조군의 퍼텐셜 차이보다 확실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응 칼슘 이온의 속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4-2 THz-LPR 시스템을 통한 생체 영향 분석 실험

본 기초 연구 성격의 생체 영향분석 연구에서는 HaCaT 
이라는 사람각질형성세포주를 이용하였다. 피부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중 90 % 이상을 차지하
는 세포가 각질형성세포이며, HaCaT는 이 각질형성세포를
불멸화시킨 세포주로서 각질형성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구에 자주 사용

되는 세포주이다. 본 실험에서는 THz-LPR 공전 조건의 전
자기파를 배양하고 있는 HaCaT에 충분히 조사한 후, 이 전
자기파가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에 어떤영향을미치며, 그 기
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계획하였다. 실험 장치는 [그
림 22]와 같은 모양으로 구축되었으며, 가운데 표적화된 노
출 부위에 HaCaT 세포를 배양하도록 위치시키고, 6시간 동
안 아래쪽으로부터 THz-wave를 조사한 후유전자 발현의양
상에변화가있는지를관찰하였다. 가장 뚜렷하고 일관성 있
게 나타난 변화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의 감소이다([그
림 23]).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는 보통 대단히 복잡한
세포 신호 전달이 관여되어 있다. 기존 혈관내피성장인자
(VEGF) 억제제들은대부분단순히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와 결합하거나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의 세포 수용체 결
합을 차단해 항혈관성 작용을 하며, 일단 혈관내피성장인자
(VEGF)가세포수용체와결합한후혈관내피성장인자(VEGF)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9卷 第5號 2018年 9月

49

[그림 23] [그림 22]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24] THz-LPR 장치 생체영향분석 실험 구성(in vivo)

[그림 25] [그림 24]에 대한 실험 결과

가 활성화하는 내부경로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다. 실제로 칼세뉴린(Calcineurin) 신호 전달 경로를 타깃으
로 하였더니 내피세포가 증식하고 혈관을 형성하는 능력이

억제되었다고 보인다. 즉,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억제
를 통해 암세포의 혈관생성억제(Angiogenesis Inhibition)가
가능하다.

[그림 24]의 실험 구성에서의 사용된 고출력(감마분산대
역) 전자기파 사양은 THz-GW(20-30ns)의 사양이어서 매우
높은 출력 파워를 가지고 있게 때문에 생체 내의 전자파 생

체 흡수율은 일반 실험에서보다 매우 높다. SAR는 쥐의 부
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므로, 평균적으로 4.95 kW/kg
이고, 최대는 13.5 kW/kg, 최소는 2.25 kW/kg이다. 이는 국제
기준인 0.08 mW/kg～2 W/kg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림
25]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HSP90에서 감소를 볼 수 있다. 
생체 영향 분석에서 주요 쟁점은 열충격단백질인 HSP90의
발현의 억제 여부이다. 고온이나 심한 스트레스성 환경에서
주로 생체 내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이고, 인산화
반응, DNA 전사, 신호전달, 효소 등의 안정화와 활성을 조
절하며, 세포 내에 불안정한 단백질의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불안정한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HSP90에 의해 안정

화됨으로써 보호하여 암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칼슘 신호 전달의 전사과정
을 통하여 분자 샤페론(Molecular Chaperone)들의 발현이 유
도와 프로테아좀(Proteasome)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γ)에 의해 활성이 증진되고, HSP90 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Ⅴ. 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

생체 내의 고출력 전자파 노출에 대하여 온도에 의한 열

적 섭동(Perturbation)에 의한 교란에 의해 DNA 변질, 신경
계의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

측이나 분석이 미흡했다. 이는 생체가 받는 요인이 전자파
자체에 의한 영향인지, 전자파 노출에 의해 온도 상승에 의
한 열적 교란에 의한 영향인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내리기

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THz-LPR 고출력 방사/
복사(Radiation) 노출(Exposure) 실험 장치는 다른 일반적인
실험 장치들와 달리 펄스폭(Pulse Width)이 20～30 ns로 매
우 짧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의한 효과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어 있게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온도 상승에 의한 효과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는 1 Shot에 100 ns 
동안 평균 0.3℃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방사 복사 평
균 출력 세기 관련 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였으

나, 생체 실험을 위한 실험용 쥐의 국소 부위와 전체 실험
실 공간에 대해 매우 작은 크기의 면적을 고려하면 실제로

IR-온도측정계(IR Temperature Meter)도 측정을 하여 보면
온도 상승은 노출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기 전에 전자파 노출이 끝나 0.1℃수준 이내의 온도 상승
을 고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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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에서 발현이 변화된 유전자들과 세포들은 발현이 
변화된 유전자들이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변화는 전체 유
전자의 1 % 미만의 변화이다. 그동안 THz-LPR 고출력 전
자파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는 외국 학회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 저널지에도 발표된 바가 거의 없었고, 현재까지
는 마이크로파 주파수 대역(S-band)에서의 전자파 생체영
향 분석 실험에도 그 재현성과 반복성이 증명된 바는 없

다. 수 만개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알아보는 매우 민감한
실험 방법으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감지된 각각의 유전

자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
실험 성격인 본 연구의 생체영향 분석 이외에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해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감지된 경우, 이것이 직접
적인 THz-LPR 고출력 전자파의 영향인지를 추가 분석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테라헤르츠파 자기공명 발생장치

가 치료 시스템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표본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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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이박박사)
2006년 6월～2009년 6월: 연세대학교 BK21 물
리및응용물리 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2009년 9월～2011년 2월: 경희대학교 의료산업
연구원 수석연구원

2011년 3월～2014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학물
리 레지던트

2014년 1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RI응용부 방사선기기연구팀 선
임연구원

[주 관심분야] 고에너지 입자 물리, 방사선치료물리, 방사선치료, 방사선
수술, 의료기기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김  병  수

2001년 2월: 부산대학교 지능기계공학과 (공학석
사)

2002년 4월~2015년 4월: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15년 5월~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주 관심분야] 의료기기 ICT 융합기술, 강화학습
기반기술에 의한 로보틱스 응용기술, 의료 보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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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희  중 

1999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2004년 2월: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이학석사)
2009년 8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
공 (이학박사)

2008년 12월～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RI 응용
부 방사선기기연구팀 선임연구원

[주 관심분야] 가속기 빔 물리, 전자석 설계, 의료
용가속기 설계, 핵물리 실험

김  은  주 

2007년 8월: 경희대학교 기초의과학전공 (이학박
사)

2007년 10월～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
생명연구부 생체반응연구팀 선임연구원

2015년 3월～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주 관심분야] 후생유전 연구를 통한 방사선 반응
평가 기술 개발, 방사선에 반응하는 민감성 유전자를 이용한 방사선
반응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체에너지 대사 변화 연구

이  민  영 

2006년 2월: 경희대학교 MRC (의학박사)
2006년 3월~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의
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6년 3월~2019년 2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학교 (UST) 방사선 종양 의과학 부교수

[주 관심분야] 방사선 생물학 및 방사선 종양학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 모델 확립, 방사선에 의
한 당쇄화 변화 연구

박  건  식

1978년 2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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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c) 연구원
1995년 9월～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2007년～현재: 한국 테라헤르츠파 포럼 부회장
2009년 9월～2016년 2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테라헤르츠파
기반생체응용시스템연구 센터장

2014년 9월～2017년 8월: 세계 적외선․밀리미터파․테라헤르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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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 회장

2016년 7월～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테라헤르츠파 생체제어
연구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