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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테라헤르츠파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마이크로파와 원

적외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0.1~10 THz 대역의 주파수 

자원으로, 마이크로파 생성 기술과 광파 생성 기술 모두 적

용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미개발되어 ‘테라헤르츠 갭

(terahertz gap)’으로 불리어 왔다. 이러한, 테라헤르츠파는 전

파의 투과성과 광파의 직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분자 

운동의 진동주파수 영역이 테라헤르츠파 주파수 대역에 존

재하므로 물질의 성분 분석에 적합하여 물질의 물성, 분자, 

생명 연구 등을 위한 분광 시스템, 이미징 시스템, 그리고 넓

은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한 초고속 무선 통신 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 그러나 실질적으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소자의 개발은 자연계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이 테라헤

르츠파 주파수 대역에서 소자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아 

마이크로파나 광파 대역에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공적으로 전기/자기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메

타물질을 테라헤르츠파의 소자로서 활용하는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메타물질은 관심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유닛 셀을 금속이나 유전체 물질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주기

적으로 배열하여 전체 구조를 균일한 물질로 인식하도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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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이산화바나듐(VO2)를 식각한 도선과 금속 도선을 조합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을 제시하였다. 갭을 가지는 금속 사각 구조 가운데 식각된 VO2 도선을 위치시킨 구조와 VO2 

상전이 특성을 이용하여 제안된 메타물질의 가변성을 확보하였다. 설계한 VO2 기반 메타물질은 VO2의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

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1.4 THz에서 0.7 THz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제안한 메타물질의 절대 투과율은 0.7 THz와 1.4 THz에서 

각각 78.5%와 65.8%로 높은 변화율을 가지고, 전환이 가능한 두 공진 주파수 중간 대역에서 40%와 60% 사이의 안정적인 투과

율을 보이면서 균일하게 90도의 높은 차등 위상 변위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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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성질인 음의 굴절률이나 투명한 형상 

등을 탄생시킬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6]. 메타물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파장 대

비 매우 작은 크기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광학 주파수 대역

보다는 일반적인 광리소그래피 기술로 메타물질 구현이 가

능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그 활용도가 크므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메타물질 기반 필터나 센서 등의 소자로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8]. 또한,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의 특성은 메타물질을 형성하는 기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기판의 유전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변화시킴으로 메

타물질의 공진 주파수와 공진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메

타물질을 형성하는 기판은 외부 에너지 즉, 광학적 펌핑, 전

압 인가, 온도 변화 등을 통하여 그 특성 변화가 가능하므로, 

외부 에너지 인가를 통한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능동성 확

보는 테라헤르츠 소자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응용 가능하게 

한다[9-12]. 최근에는 이산화바나듐(VO2)을 이용하여 많은 메타

물질 기반의 테라헤르츠 능동 소자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VO2 물질은 절연체-금속 상전이가 340 K에서 발생하

는데, 이는 온도에 따라서 VO2의 격자 구조가 변하여 유전체

상에서 금속 상으로 변하여 물질의 도전율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VO2 물질의 도전율 변화를 활용하여 메타물질의 능

동성 확보에 적용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16].

본 논문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VO2 박막을 식각하여 라인 형태의 도선을 구현하고 

그 위에 테라헤르츠 대역 금속 메타물질을 형성하여, 온도 

변화를 통하여 특성 조절이 가능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을 제안하였다. 본 구조는 온도에 따른 VO2 박막의 

특성 변화를 통하여 메타물질을 투과하는 테라헤르츠 투과

파의 투과량 조절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투과파의 위상의 조

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능동형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 소자는 테라헤르츠파의 투과량 및 위상 조절이 필요한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II.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투과 특성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VO2 박막을 단순한 라

인 형태로 식각하고 그 위에 금속 도선을 형성하여 구성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기본 셀 구조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구조는 식각된 VO2 도선이 갭을 가지는 

사각 구조 메타물질의 가운데 위치시킨 형태로, 단순한 라인 

형태의 VO2 박막 패턴과 박막 패턴 양 쪽으로 연결되어 있

는 ㄷ-형태의 두 개의 금속 도선 공진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인 형태의 이산화바나듐(VO2) 박막은 온도에 따라 절연체

와 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므로 절연체 상태에서는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금속 상태에

서는 두 개의 공진기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공진 특

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메타물질의 기본 셀 구조는 정사각 

구조를 가지고 주기길이(cell_w)는 60 µm이다.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ㄷ-형태 공진기의 세로 길이는 50 µm

이고, 식각된 VO2 박막 라인의 폭과 연결된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의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와 동일한 50 µm이다. 일반

적인 광리소그래피 기술로 쉽게 구현하기 위하여 메타물질

을 형성하는 VO2 박막 도선과 금속 도선의 폭(w)은 모두 5 

µm로 정하였다. VO2 박막 증착용 기판으로는 부도체 상태

의 VO2와 유전율이 유사하고 VO2 증착용 기판으로 많이 쓰

이는 두께 430 µm의 알루미나(Al2O3)를 사용하였고, VO2의 

두께는 100 nm로 설정하였다. 메타물질 형성용 메탈로 두께 

200 nm의 금을 이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격자의 메타물질 구조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VO2 기반 메타물질에 입사되는 테라헤르츠파 전계 

방향에 따라 메타물질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메타물질

의 특성 계산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VO2 기반 메타물질을 

형성한 위쪽 방향에서 메타물질이 형성된 기판 방향으로 평

면파를 입사하고, 평면파의 전계 방향이 식각된 VO2 도선과 

평행한 경우를 모드 1, 전계 방향이 식각된 VO2 도선에 수

직한 경우를 모드 2로 설정하였다. 식각된 VO2 박막 도선과 

결합된 ㄷ-형태 금속 도선을 이용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은 Ansys사의 HFSS 전자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절연체 상에서 VO2 박막은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비교적 투명하고, 유전상수는 9이다. 테라헤르츠 

대역에서의 VO2의 유전특성은 Drude 모델을 따르므로, VO2 

박막의 유전함수와 플라즈마 주파수는 식 (1)로 표현된다. 

여기서, εm과 εi는 각각 VO2가 금속 상과 절연체 상일 때의 

유전상수를 나타내고, 완화시간 τ는 2.27 fs이다[17,18].

   





, where 
 



(1)

위의 식에서와 같이 VO2 박막의 유전 특성은 박막의 도전

율 변화에 의존하고 VO2 박막의 도전율은 온도에 따라 변화

Fig. 1. Configuration of a band-switchable terahertz metamaterial 

based on an etched VO2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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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식각된 VO2 박막을 이용한 그림 1 구조의 이중 ㄷ-형

태 공진기 구조의 능동형 메타물질 특성 변화를 계산하기 위

하여 인가된 전압 변화에 따른 VO2의 도전율 변화는 10 S/m

에서 100,000 S/m로 설정하였다.

제안된 메타물질 구조에 테라헤르츠파가 입사되었을 때의 

투과율 전자파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그림 2(a)와 2(b)는 각각 모드 1과 모드 2에서 동작할 경

우를 나타낸다. 그림 2(a)와 같이 모드 1의 경우 입사하는 테

라헤르츠 전계의 방향이 식각된 VO2 박막 라인 패턴의 방향

과 동일하므로,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의 세로 방향 구조에

서 기인한 0.7 THz 대역의 강한 기본 공진이 나타난다. VO2 

박막의 특성이 절연체에서 금속으로 상전이되는 과정에서 

도전율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품질인

자(Q factor)가 낮아지면서 공진의 강도는 약해지고, 완전히 

금속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긴 금속 도선의 역할로 인

하여 강한 저주파 공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b)와 같이 모드 2의 경우는 입사하는 테라헤르츠 전계의 

방향이 식각된 VO2 박막 라인 패턴의 방향과 수직하므로, 

ㄷ-형태 공진기의 가로 방향 구조에서 기본 공진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VO2 박막이 절연체 상태일 경우, 모드 2의 

기본 공진은 모드 1의 기본 공진의 두 배의 주파수 대역인 

1.4 THz 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식각된 VO2 박막 라

인과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 조합의 메타물질이 정사각 구

조를 가지므로 ㄷ-형태 공진기의 세로 대비 가로 구조에서 

야기되는 공진은 두 배의 주파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다. VO2 박막의 온도 변화를 통하여 그 특성이 절연체에서 

금속으로 상전이되는 과정에서 도전율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품질인자가 낮아져서 1.4 THz 대역 

기본 공진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공진은 새로운 0.7 THz 대

역의 공진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VO2 박

막의 상전이를 통하여 VO2 박막이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

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모드 1에서 발생한 ㄷ-형태 공진기

의 세로 구조에서 기인한 공진과 동일한 형태의 공진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VO2 박막의 절연체-금속 상전이

(a) (b)

Fig. 2. Transmittance of a band-switchable terahertz metamaterial based on an etched VO2 thin film. (a) Mode 1. (b) Mode 2.

(a) (b)

Fig. 3. Surface current density of a band-switchable terahertz metamaterial based on an etched VO2 thin film operated in mode 2. (a) 

Insulator phase (σ = 10). (b) Metal phase (σ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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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제안된 구조의 메타물질의 밴드 전환이 명확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절연체상에서 보여주는 공진이 금

속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메타물질의 투과율은 82.5%에서 

4.0%로 변화하였고, 절연체상에서 공진이 없다가 금속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메타물질의 투과율은 3.7%에서 69.5%로 

변화하였다.

그림 3(a)와 3(b)는 제안된 메타물질이 모드 2에서 동작할 

경우, 각각 VO2 박막이 절연체 상을 가지는 경우의 공진과 

금속 상을 가지는 경우의 공진일 때의 표면전류밀도를 나타

낸다. 그림 3(a)의 경우, 모드 1의 기본 공진의 두배 되는 주

파수 대역인 1.4 THz에서의 표면전류밀도로, VO2 박막의 절

연 특성으로 인하여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공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3(b)의 경우, 모드 1의 기본 공진과 정확하게 

동일한 0.7 THz에서의 표면전류밀도로, 두 개의 ㄷ-형태의 

공진기와 VO2 박막이 조합되어 정사각 구조를 이루고 박막

의 금속 특성으로 인하여 ㄷ-형태의 세로 방향 공진과 동일

한 형태의 표면전류밀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의 경우, VO2 특성이 절연체상에서 금속상으로 변

화되는 과정에서 식각된 VO2 박막 기반의 밴드-전환형 메타

물질이 동작하는 두 공진 대역에서 보여주는 투과율의 변화

율을 나타낸다. 절연체상에서 보여주는 공진이 금속으로 변

하면서 생기는 메타물질의 절대 투과율의 변화율은 65.8%, 

절연체상에서 공진이 없다가 금속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메

타물질의 절대 투과율의 변화율은 78.5%로 밴드 전환에 따

른 영향으로 매우 높은 변화율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테라

헤르츠 투과 변화율 조절 특성은 테라헤르츠 변조기 등 다양

한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을 이용한 

위상 변위 특성

제안된 메타물질 구조에 테라헤르츠파가 입사되었을 때의 

투과파의 위상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a)와 5(b)는 

각각 모드 1과 모드 2에서 동작할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5(a)와 같이 모드 1의 경우, 공진이 나타났던 0.7 THz 대역

에서 급격한 위상 변화 특성을 보이다가 VO2 박막의 도전율

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품질인자가 

낮아지면서 위상의 변화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b)에 나타낸 모드 2의 경우, VO2 박막이 절연 상태일 

경우에 발생한 1.4 THz 대역에서 큰 위상 변화 특성을 보이

다가 VO2 박막의 도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공진이 생

기는 0.7 THz 대역으로 큰 위상 변화 특성이 이동한다. 그 

결과 두 공진 주파수 대역 사이에 일정한 절대 위상 변위 특

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드 2에서 동작하는 밴

드-전환형 메타물질의 상대 위상 변위 특성을 그림 6(a)에 나

타내었다. 밴드가 전환되는 두 공진 주파수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90도의 큰 차등 위상 변위 특성을 보였다. 특히, 

1.16 THz에서 1.22 THz 대역에서는 40%와 60% 사이의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테라헤르츠 투과율을 보이면서 균일하게 

90도의 높은 차등 위상 변위 특성을 보였다. 1.16 THz와 

Fig. 4. Absolute difference in transmittance in mode 2 of a band-

switchable terahertz metamaterial based on an etched VO2 thin film.

(a) (b)

Fig. 5. Phas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mitted wave through a band-switchable terahertz metamaterial based on an etched VO2 thin film. (a) 

Mode 1. (b) Mo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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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THz 대역의 테라헤르츠 투과율 특성은 그림 6(b)에 나

타내었다. 이러한, 안정적으로 일정한 투과율을 가지면서 높

은 차등 위상 변위 특성을 가지는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은 테

라헤르츠 빔 포밍 응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

을 보이는 이산화바나듐(VO2)을 식각한 도선과 메타물질을 

조합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을 제시하였다. 본 

구조는 단순한 라인 형태의 VO2 박막 패턴과 박막 패턴 양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ㄷ-형태의 두 개의 금속 도선 공진기

로 구성되어 있다. 식각된 VO2 도선은 VO2 온도에 따라 절

연체 또는 금속 도선으로 조절되어, 두 개의 ㄷ-형태 공진기

의 전기적 연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VO2의 절

연체-금속 상전이에 특성에 따라 제안한 메타물질의 공진 주

파수 밴드가 1.4 THz 대역에서 0.7 THz 대역으로 명확한 전

환이 가능하였다. 이때, 메타물질의 절대 투과율이 0.7 THz와 

1.4 THz에서 각각 78.5%와 65.8%의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또한, 전환이 가능한 두 공진 주파수 밴드 중간 대역에서 

40%와 6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투과율을 보이면

서 균일하게 90도의 높은 차등 위상 변위가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밴드-전환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은 테라헤르

츠 변조기 및 빔 포밍 등 테라헤르츠파의 투과량 및 위상 조

절이 필요한 다양한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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