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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라헤르츠(Terahertz, THz) 공학기술은 현대광학에서 최근 연구

가 시작된 신생분야로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잘 알려

진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광학(optic) 영역과 라디오파와 마

이크로파를 포함하는 전파(electron) 영역 사이의 0.1∼30 THz 대

역의 테라헤르츠파(THz wave)를 기반으로 한다.1,2 광학 영역의 빛

에 비하여 파장이 10 μm에서 3 mm에 이르는 긴 파장의 테라헤르츠

파는 직진성과 투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새로운 많은 응용 가능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빛이라는 뜻에서 티-레이

(T-ray)라고 불리고 있다.1,3  

그러나 기존의 전자공학 기술과 광학 기술로는 신뢰성 있는 고효율 

광대역 광원(신호원, emitter) 및 고감도 검출원(detector)의 개발이 

미미하여 “THz Gap”으로 알려져 왔다.4 최근 펨토초(femto-second) 

레이저의 소형화 및 저가격화에 의해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테라헤르츠파 공학기술이 주목받고 있

다. 현재 독특한 T-ray의 특성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공학기술은 

보안, 재료, 바이오/의료영상, 환경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

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6-10 

테라헤르츠파 영역은 잘 알려진 일반적인 광학 영역과 전파 영역

의 특성과는 달리 1) 분자 전체의 진동과 관련된 포논(phonon) 영역

으로서 분자 전체의 진동과 회전, 비틀림(torsion), 수소결합과 이온결

합 등의 분자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고유한 테라헤르츠 지문(finger-

print)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분광기, near IR-Vis-UV 분광기, Raman 분광기에서 제공

하지 못하는 분자간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테라헤르츠파

를 이용한 광범위한 화합물의 물질 분석 및 검출이 가능하다.9,10 2) 물

질의 경도 차이만을 검출할 수 있는 X-ray와는 달리 T-ray는 경도 

차이에 무관하게 물질의 전도도 특성에 따른 투과 및 흡수 특성을 보

인다. 전도성을 가지는 유무기의 반도체 물질과 도전성 물질에는 강하

게 흡수되고 플라스틱, 종이, 고무 등과 같은 비전도성 물질은 잘 투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X-선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여 

바이오 공학과 관련된 많은 응용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1-8  

이러한 T-ray만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 테라헤르츠 공학기술은 

현재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기술(THz TDS(time-domain spec-

troscopy))과 이를 응용한 이미징 기술을 바탕으로 재료 및 제품 분석, 

THz 바이오 센서, THz 의료 영상기술, 환경 기술, 공해감시 및 보안검

색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3,6-10 그 응용 예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테라헤르츠 분광 및 영상 기술은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이용함에 따라 T-ray의 시간 영역 방법(time-domain method)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 방법(frequency-domain method)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12 또한 투

과기법(transmission method)과 반사기법(reflection method)을 모

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분석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여 그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13,14 

현재 T-ray 기술은 T-ray 광원 및 검출원을 위한 소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분광 및 영상 응용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테라헤르츠 공학기술은 미국, 일본, 유

럽 등의 유수 대학과 연구소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teraview, rainbow photonics, teravision, 

T-ray science, JASCO 등과 같은 많은 회사에서 테라헤르츠 기

술을 상용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림 3에 현재 상용화된 테라

티-레이(T-ray) 광원 및 검출원을 위한 유기소재 

권오필

일반총설

Organic Materials for THz Generator and Detector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Kwon O Pil, Department of Molecular Science and Technology, Ajou University, San 5 Woncheon- 
dong,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e-mail: opilkwon@ajou.ac.kr 

권오필

1997 
1999 
1999∼

2003
2002∼

2002
2003∼

2007
2007∼

현재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학사)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석사)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박사) 
 
ETH Zurich 방문연구원 
 
ETH Zurich 연구원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조교수 

 

그림 1. 광학 및 전파 영역 사이의 독특한 성질을 가진 테라헤르츠(THz)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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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츠 시간영역 분광기 및 이미징 시스템의 예를 나타내었다.15,16 

현재 고출력/고감도, 저가의 포터블 테라헤르츠파 광원 및 발생원

의 부재는 다양한 테라헤르츠파 시스템의 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다.1 

이 글에서는 최근 개발된 테라헤르츠파의 광원 및 검출원을 위한 유

기소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광대역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는 광원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

법은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물질의 전기광학(electro-optic) 

성질을 이용한 광정류 방법(optical rectification)과 광전도성(pho-

toconductivity)을 이용한 광전도 안테나 방법(photoconductive 

antennas method)이다.1 광정류법은 전기광학효과의 역순(inverse 

process)으로 발생이 되며,17 그 발생 효율은 전기광학 물질의 전기광

학 계수(electro-optic coefficient)와 광학 영역과 테라헤르츠파 영

역의 위상 매칭(phase matching)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광정류법은 

동일 소재의 광원을 사용하더라도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주파

수, 펄스 에너지, 펄스의 폭 등 레이저 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테

라헤르츠파의 특성이 변하는 특징이 있으며, 광전도 방법과 비교하여 

다양한 T-ray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 

테라헤르츠파 발생을 위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테라헤르츠파 검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광전도 안테나를 이용한 광전도 표본추출법(photo-

conductive sampling) 및 전기광학 효과를 이용한 전기광학 표본추

출법(electro-optic sampling)이 주로 사용된다. 

그림 4에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5 광원으로는 GaAs 광전도 스위치, 반도체(InAs, ZnTe, GaSe)

와 비선형광학 결정(DAST, OH1) 등이 사용되며, 검출원으로는 GaAs 

광전도 스위치, 전기광학결정(ZnTe, GaSe, GaAs, DAST, OH1) 등

이 주로 사용된다.2 THz-TDS 시스템에서 p-InAs와 DAST를 광

원으로 사용하고, GaAs 광전도 안테나를 검출원으로 사용하여 얻어

진 테라헤르츠 펄스와 주파수 스펙트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2,19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시 전기광학 효과를 이용하는 광정류 방

법 및 전기광학 표본추출법은 광전도 방법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다양한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고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를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하여 이의 기초 소재가 되는 전기광학 유기소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유기 전기광학 소재 
다양한 테라헤르츠파 분광 및 영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효

율/고감도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를 발생/검출시킬 수 있는, 높은 전

기광학 성질을 가지는 전기광학 소재가 광정류법 및 전기광학 표본

추출법 이용을 위한 필수소재이다. 그러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T-ray 광원용 소재는 4 pm/V 정도의 낮은 전기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ZnTe와 같은 무기물이 사용됨에 따라 테라헤르츠파의 광범위

한 적용에 제약이 되어왔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낮은 

전기광학효과를 나타내는 무기물 재료 대신 높은 전기광학 효과를 가

지고 있으며, 가공 및 합성이 용이한 유기 전기광학 재료를 이용하려

그림 2. 테라헤르츠 응용기술의 예: (a) THz-TDS의 finger print를 이용

한 폭발물과 그 유사체의 구별,
3
 (b) 여행 가방과 구두의 테라헤르츠 영상,

3

(c) 편지 봉투 안의 신용카드 숫자 (0013) 판독,
5
 (d) THz를 이용한 의료 영

상(종양 검출).
11
 

 
그림 3. (a) Compact THz-TDS system,

15
 (b) 3차원 THz imaging

system.
16
 

 

그림 4. 테라헤르츠 발생과 검출 시스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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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을 위한 유기 전기광학 재료로는 주

로 전기광학 고분자계와 유기결정 소재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20 유

기 전기광학 소재의 기본이 되는 발색단(chromophore)의 기본 구

조는 전자주게(electron donor)와 전자받게(electron acceptor)가 

비편재화된 파이 공액계의 양 말단에 존재하는 구조이다(그림 6). 

발색단의 분자비선형성이 증가할수록 최대 흡수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기소재가 높은 전기광학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분자내에

서나 결정구조 내에서 발색단 분자들이 높은 밀도로 높은 거시적인 

비대칭 배열을 이루어야 한다(그림 7). 그러나 강한 전자주게와 전자

받게가 존재하는 발색단은 높은 다이폴 모먼트(dipole moment)를 가

지게 됨에 따라 거시적으로 비대칭 배열이 아닌, 대칭 분자배열을 하려

는 경향이 강해진다.  

전기광학 고분자 소재는 발색단을 고분자 매트릭스에 혼합시키는 

주인-손님계 고분자, 발색단을 곁가지나 주사슬에 도입시키는 고분

자계, 공유결합을 통해 발색단을 도입시키는 가교형 고분자계가 있다. 

이렇게 고분자에 도입된 발색단 분자는 스스로 비대칭 배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전이온도(Tg) 이상의 온도에서 전기장을 가해 분자

를 배향시켜주는 폴링(poling) 과정이 필수적이다.21-23 그러나 높은 

가공성에도 불구하고 고분자계는 전기장에 의해 배향된 발색단 분자

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하게 이완(relaxation)이 일어나 비대칭 

배열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유기 결정 재료는 고분자 계와는 달리 전기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배향과정이 필요 없고, 분자 스스로 비대칭 배열을 이루기 때문에 배

열된 분자의 이완이 일어나지 않는 높은 배향 안정성을 나타내며, 또

한 높은 광화학적 안정성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24-27 그러나 유기 전

기광학 결정은 낮은 가공성 및 결정 성장의 어려움 등의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2.3 유기 전기광학 고분자 

무기 전기광학 소재는 고유격자 공명(intrinsic lattice resonance) 

및 광학과 테라헤르츠파 영역의 위상 비매칭(phase mismatch)에 

의하여 강한 흡수 대역이 존재하고 광대역 테라헤르츠파 발생/검출 

특성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무정형 전기광학 고분자는 격자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NIR(near infrared)에서 FIR(far infrared)

에 이르기까지 굴절률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20 고분자계는 

무기물에 비하여 가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고, 특정 응용을 위한 소

재의 다양한 설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광학 고분자를 이용한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실험은 

Nahata에 의하여 처음 구현되었으며,28,29 이후 무정형 폴리카보네이

트(APC)와 PMMA 고분자 등과 같은 광학 특성이 우수한 고분자를 

주인계로 하고, 높은 분자비선형성을 지닌 다양한 발색단을 손님계

로 한 고분자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30-32 최근 개발된 300 pm/V 

이상의 높은 전기광학 계수를 지닌 고분자계는 고효율의 테라헤르츠

파 발생 및 고감도 검출 특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림 8에 130 μm 

두께의 DCDHF/APC 고분자계를 이용한 광대역 테라헤르츠파 발생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31 

전기광학 고분자는 발색단 분자들의 비대칭 배열을 유발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폴링이 필요함에 따라 전극 위에 필름을 형성하고 폴링 

 

그림 5. THz 발생 펄스와 스펙트라.
2,19

 

그림 6. 전기광학 발색단의 구조 및 흡수특성. 

 

그림 7. (a) 추가적인 폴링 과정이 필요한 유기계 고분자, (b) 분자간 특정

상호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비대칭 배열하는 유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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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주로 ITO 또는 금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금속 전극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형태의 필름을 제조하게 된다. 그러나 

테라헤르츠파는 금속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폴링 후 금속 전극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테라헤르츠파가 통상적인 광학 영역의 파

장보다 긴 10 μm에서 3 mm의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고감도의 테라헤르츠파 발생/검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0.1 mm에

서 수 mm에 이르는 두께의 시료가 필요하다. 전기광학 고분자계가 비

록 높은 전기광학 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두꺼운 필름의 제조와 이의 폴

링과정, 그리고 전극제거 과정을 통하여 균일하고 높은 전기광학 효과

를 가지는 시료를 제조하는 것은 비대칭 배열의 이완과 함께 현재 풀

어야 할 숙제중 하나이다. 

2.4 유기 전기광학 결정 

2.4.1 유기 전기광학 결정의 특징 
유기 전기광학 결정의 구성분자는 전자주게와 전자받게가 있는 비

편재화된 파이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8 D 이상의 높은 다이폴 모먼트를 가

지는 발색단 구성분자는 다이폴-다이폴 상호작용에 의하여 대칭 배

열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계에서도 스스로 비대칭 배열을 하

는 분자는 수 퍼센트 정도로 아주 적은 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는 구성분자를 이용하여 스스로 비대칭 배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폴-다이폴 상호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수

소결합과 이온-다이폴 결합과 같은 이차결합을 형성하기 위한 분자간 

상호작용 그룹을 도입하여야 한다.26  

유기결정 내에서 자발적으로 높은 비대칭 분자배열을 구현하는 대

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비대칭 형태의 분

자(molecular asymmetry) 이용, 2) Coulomb interaction을 이용한 

이온성 분자, 3) 굽은 형태의 분자구조 사용, 4) 공결정 방법(co- 

crystallization) 등이 있다.26  

현재 상용화된 테라헤르츠 분광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는 유기결정

은 이온성 DAST 유도체 결정들과33-35 수소결합과 분자 비대칭성 

조절방법을 이용한 CLP(configurationally locked polyene)36-38 

결정들이다. 그림 10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온성 DAST와 DSTMS, 

비이온성 OH1 유기 결정의 사진들이다.15 

2.4.2 이온성 유기광학 결정 
현재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원으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유기결정은 이온성 DAST 결정이다. DAST 결정은 N,N-dimethyl-

amino-N′-methylstilbazolium 양이온과 음이온 p-toluenesul-

fonate의 이온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림 11과 같이 비대칭 배열

을 이루고 있다. DAST 결정은 전기광학 계수가 53 pm/V로 가장 높

은 전기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24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

액에서의 뛰어난 결정성장 특성을 보여준다. DAST 결정이 1989년 

개발된 이후 뛰어난 특성에 기반하여 많은 DAST 유도체들이 개발되

었다. N-Methyl-stilbazolium 양이온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음이

온을 변화시켜 2,4,6-trimethylbenzenesulfonate 음이온을 바탕으

로 하는 DSTMS와35 2-naphthalenesulfonate 음이온을 바탕으로 

하는 DSNS 결정41 등이 개발되었으며, N-aryl stilbazolium 양이온

 

그림 8. DCDHF/APC 고분자를 이용한 광대역 테라헤르츠파 발생.
31
 

그림 9. 유기결정 내에서 비대칭 분자배열을 유도하기 위한 분자구조.
26

 
그림 10. 상용화된 유기 전기광학 결정: DAST,

15
 DSTMS,

35
 OH1.

39
 

 

그림 11. DAST 결정의 이온성 분자배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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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하여 hexafluorophosphate 음이온을 바탕으로 하는 

DAPSH42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온성 DAST 유도체는 녹는점이 분해온도와 비슷한 250 ℃ 

정도로 낮은 열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용융 결정 성장법의 적용이 

어렵다. DAST 유도체들은 물에 용해성을 지니고 있어 공기 중의 수

분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물이 존재하는 경우 비대칭 분자

배열에서 대칭 분자배열을 가지는 다른 결정구조(polymorph)로 상

변화가 일어나는 등 안정성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또한 대칭성 N-methyl stilbazolium과 N-aryl stilbazolium 양

이온 중심구조에 의하여 결정구조 내에서 과도한 π-π 중첩(stacking)

으로 인한 분자 비선형광학 특성의 감소가 일어나 이론적 특성의 2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시적 비선형성을 나타낸다.43 따라서 전기광학 

결정을 구성하는 분자의 대칭성 핵심구조를 변화시켜 최적화된 분

자간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이 이온성 유기결정의 당면 과제이다.  

최근 굽은 형태의 비극성 치환체를 DAST 유도체에 도입한 N- 

benzyl stilbazolium 유도체가 개발되었으며, 비극성 치환체에 의하

여 물에 대한 용해도는 1/1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물이 존재하는 조

건에서도 대칭성 수화물이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내에서의 굽은 형태의 분자구조는 과도한 양

이온과 음이온간의 상호작용을 막아 막대형의 N-methyl stilba-

zolium 유도체에 비하여 결정구조 내에서 향상된 분자비선형성을 나

타내었다.44  

양이온의 분자구조 조절을 통하여 환경적 안정성 및 결정구조 

내에서의 분자비선형성 감소를 향상시켰으나 양이온과 음이온의 포

논 공명에 의한 흡수 특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DAST 결정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발생 실험에

서 1.1 THz 영역에서 이온들의 포논모드에 의한 강한 흡수가 나타났

다.38 

2.4.3 비이온성 유기광학 결정 

많은 연구가 되어온 이온성 DAST 결정에 필적할만한 전기광학 

특성 및 결정성장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유기 결정은 최근 개발된 

CLP 결정 유도체이다.36-38,45-51 높은 분자 비선형성을 가지는 비이

온성 폴리엔(polyene)에 비대칭 중심구조를 도입하기 위하여 cyclo-

hexene ring이 사용되었다(그림 14). 또한 이 cyclohexene ring은 

폴리엔의 시스-트랜스 이성질화(cis-trans isomerization)를 막아 

높은 열적 안정성 및 광화학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36 이러한 CLP 

유도체를 이용하여 높은 전기광학 효과를 나타내고, 높은 열적 안정성

을 가지는 여러 가지 유기 결정이 개발되었다. 또한 용액, 용융, 기상 결

정 성장법 등의 다양한 결정 성장법을 이용하여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 

밀리미터 두께에 이르는 테라헤르츠 응용이 가능한 단결정의 성장이 

보고되었다.45-51 

 
그림 12. 굽은 형태의 N-benzyl stilbazolium 유도체: BP3.

44
 

 

그림 13. 이온성 DAST와 비이온성 OH1 결정을 이용한 THz 발생 실험.
38

 
그림 14. CLP 분자 구조 및 강한 수소결합 주게가 없는 CLP 결정구조.

35,46

그림 15. Aliphatic OH 수소결합 주게가 있는 CLP 결정구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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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LP 결정에서는 전자받게인 CN 

그룹이 수소결합 받게로 작용하고, 전자주게와 사이클로헥센의 메틸

그룹의 C-H 그룹이 수소결합 주게로 작용을 하여 복잡한 3차원의 

수소결합을 형성한다.36 강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aliphatic OH 그

룹을 수소결합 주게의 반대편 끝에 도입한 경우 지그재그 형태의 

head-to-tail의 수소결합이 형성됨이 나타났다(그림 15).37 

CLP 분자에 전자주게인 phenolic OH 그룹을 도입하여 더욱 강한 

수소결합 주게의 역할을 도입한 OH1 결정은 CLP 분자의 또 다른 말

단에 존재하는 전자받게 그룹인 CN 그룹이 수소결합 받게로 작용하여 

더욱 선형적인 head-to-tail의 수소결합을 형성하였다(그림 16). 

이러한 분자 배열은 DAST에 필적하는 52 pm/V에 이르는 높은 전

기광학 효과을 나타내었다.38 또한 OH1 단결정은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수한 결정성장 특성을 보여 주었으며, 테라헤르츠 발생 

실험(그림 13)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 전기광학 특성을 나타내

는 DAST 보다 높은 테라헤르츠파 발생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1.1 

THz에서 나타나는 포논모드에 의한 흡수도 나타나지 않았다.38 또한 

물에 녹는 DAST 이온성 결정과는 달리 물에 녹지않아 높은 환경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고효율의 테라헤르츠파 광원 및 검출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또 다른 

비이온성 유기결정은 선형 구조를 가지지 않은 하이드라존(hydra-

zone) 유도체이다.52-54 Nitrophenylhydrazone 유도체들은 nitro-

phenyl 그룹의 N-O 그룹과 하이드라존(-C=N-NH-) 그룹의 

N-H 그룹간의 강한 수소결합에 의하여 분자들 스스로 지그재그 형

태의 비대칭 배열을 하는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그림 17). 하이드라

존 유도체의 경우도 CLP 유도체들과 마찬가지로 더 강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phenolic OH 그룹을 도입한 경우 더욱 선형적인 head- 

to-tail의 수소결합을 형성함이 나타났다(그림 18).  
 

 

3. 결론 
 

현재까지 고효율/고감도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 광원 및 검출원의 

부재는 다양한 테라헤르츠파의 응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기광

학 유기결정 및 고분자는 테라헤르츠파의 광원 및 검출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핵심소재이다. 고효율 유기소재를 바탕으로 한 고효율/고

감도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 광원 및 검출원의 개발은 다양한 테라

헤르츠 시간영역 분광기술과 영상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보안, 재료, 바이오, 의료, 환경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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