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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ly Controllable Terahertz Wave Modulator Based 
on a Metamaterial and VO2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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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n electrically controllable terahertz wave modulator based on a metamaterial and vanadium dioxide (VO2) thin 
film. A square loop shape is designed to play the roles of both a resonating metamaterial and a heater to electrically control 
the conductivity of VO2.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odulator were controlled by voltage. The transmission coefficient 
of the modulator was stably changed from 0.27 to 0.80 at 470 GHz according to the conductivity values of V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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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물질 및 VO2 박막 기반의 전기적 제어 가능한 테라헤르츠파 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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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1일 받음, 2014년 9월 26일 수정본 받음, 2014년 9월 26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이산화바나듐(VO2)과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테라헤르츠 변조기를 제시하였다. 변조기 기능을 하는 메타물질 구조가 VO2의 도전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열을 

전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히터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사각고리 구조의 메타물질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VO2기반 메타

물질 변조기의 전파 투과량은 정사각고리 메타물질에 직접 연결된 전압 인가용 도선을 통한 인가 전압 변화로 조절이 가능하다. 
VO2의 도전율 변화에 따라 전파 투과계수는 470 GHz 에서 0.27에서 0.80으로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13% 주파수 대역폭에서 

투과계수 변화폭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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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테라헤르츠파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마이크로파와 원

적외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0.1~10 THz 대역의 주파수 

자원으로, 전자의 가속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생성 기술과 

반도체의 밴드갭을 이용하는 광파 생성 기술 모두 적용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미개발되어 ‘테라헤르츠 갭 (Terahertz 
Gap)’으로 불리어 왔다. 이러한 테라헤르츠파는 전파의 투과

성과 광파의 직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분자 운동의 진

동주파수 영역이 테라헤르츠파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므로 

물질의 성분 분석에 적합하여 물질의 물성, 분자, 생명 연구 

등을 위한 분광 시스템, 측정한 분광 특성을 이미지로 형상

화하는 이미징 시스템, 그리고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한 

초고속 무선 통신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6]. 그러나 대부분의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연구되는 기술은 테라헤르츠파 생성 및 검출 기술

과 테라헤르츠파의 특성을 이용한 응용 기술에 집중되어 왔

다. 그러므로 테라헤르츠파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소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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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square-loop shape terahertz metamaterial 
with a bias line (SMB).

은 마이크로파와 광파 대역에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태이

다. 테라헤르츠파 기술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종류의 능동 및 수동 소자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테라르츠파 주파수 대역에서 대부분의 자연계 물

질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이 소자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소

자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인공적으로 물질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물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타물질은 

메탈이나 유전체 물질을 이용하여 파장에 비하여 매우 작은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전체 구조를 균일한 물질로 인

식되도록 인공적으로 형성한 물질이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음굴절률, 클로킹 기술 등과 같이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7-9]. 

메타물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파장 대비 매우 작

은 크기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광학 주파수 대역보다는 일반

적인 광리소그래피 기술로 메타물질 구현이 가능한 테라헤

르츠 대역에서 그 활용도가 크므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메

타물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0].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특성은 메타물질을 형성하는 기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

로 기판의 유전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변화시킴으로 메타

물질의 공진 주파수와 공진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메타

물질을 형성하는 기판은 외부 에너지 즉, 광학적 펌핑, 전압 

인가, 온도 변화 등을 통하여 그 특성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

므로 외부 에너지 인가를 통한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특성 

조절 가능성은 테라헤르츠 소자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능동형 메타물질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 12]. 최근에는 이산화바나듐

(VO2)을 이용한 메타물질 소자가 테라헤르츠 변조기 응용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3]. VO2 물질은 절연체-금속 상전

이가 340 K 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온도에 따라서 VO2의 격

자 구조가 변하여 유전체상에서 금속상으로 변하여 물질의 

도전율 변화를 일으킨다. VO2 물질의 상 변화는 온도뿐 아

니라 광학적 또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14-17]. 

이러한 VO2 기반의 메타물질의 능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에서 인가되는 광원, 또는 열을 조절하기 위한 히터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13, 18]. 또한, VO2 기반의 메타물질의 능동 특성

을 전기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는 메타 물질 구조를 형성한 후에 

전기적 조절을 위한 전압 인가용 구조 구성이 요구된다
[16, 19].

본 논문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VO2박막 위에 테라헤르츠 대역 메타물질을 형성하여 

인가 전압 변화을 통하여 그 특성 조절이 가능한 능동형 테

라헤르츠 변조기를 제안하였다. 본 구조는 VO2의 특성 변화

를 만들어 내는 열을 전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히터를 메

타물질 구조와 공유하여 테라헤르츠 변조기의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VO2을 이용한 능동형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소자의 응용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I. 정사각고리 구조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변조기

일반적인 메타물질은 개방 루프 공진기를 기반으로 구성되

어 있지만 메타물질과 히터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폐쇄 루프 공진기 기반의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변조기의 구

조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0, 21]. 본 구조는 테라헤르츠파에 

반응하여 공진하는 정사각고리 메타구조와 정사각고리에 가

로 방향으로 직접 부착되어 있는 전압 인가용 금속 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정사각고리 메타물질은 이산화바나듐

(VO2) 박막 도전율을 인가 전압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한 히

터의 기능과 공진형 메타물질의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본 구조는 인가 전압에 따른 전류의 흐름이 단위 

격자 전체에 가능한 균일하게 분포하면서 인가 전압 변화에 

따라 생기는 열 에너지 변화가 메타물질 아래 있는 VO2 박
막의 물질 특성 변화를 균일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전압 인가가 가능한 박막 형태의 얇은 폭을 가지는 금속 도

선으로 구성된 메타 물질이 마이크로 히터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2]. Fig. 1의 메타물질의 주기길이(cell_w)는 100 

μm 이고, 단위 격자인 정사각고리 구조의 가로 길이(leng)는 70 
μm 이다. 메타물질을 형성하는 금속 도선의 폭(w)은 5 μm로 

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광리소그래피 기술로 쉽게 구현

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다. 이 금속 도선의 폭 변화는 

전류 에너지와 열 에너지 변환 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폭 변

화를 통하여 실제 인가 전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VO2 
박막 증착용 기판으로는 부도체 상태의 VO2와 유전율이 유

사하고 VO2 증착용 기판으로 많이 쓰이는 두께 430 μm의 

알루미나(Al2O3)를 사용하였고, VO2의 두께는 100 nm 로 설

정하였다. 메타물질 형성용 메탈로 두께 200 nm의 금을 이

용하였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격자의 메타물질 

구조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VO2 기
반 메타물질에 입사되는 테라헤르츠파 전계 방향에 따라 변

조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변조기 특성 계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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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Reflection coefficients (S11) and (b) transmission 
coefficients (S21) of a SMB according to a frequency for various 
conductivities of VO2 in mode 1.

Fig. 1과 같이 VO2 기반 메타물질을 형성한 위쪽 방향에서 

메타물질이 형성된 기판 방향으로 평면파를 입사하고, 평면

파의 전계 방향이 전압 인가용 금속 도선과 평행한 경우를 

모드 1, 전계가 금속 도선에 수직한 경우를 모드 2로 설정하

였다. VO2 박막과 메타물질 기반 테라헤르츠 변조기는 Ansys 
사의 HFSS 전자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절연체상에서 VO2 박막은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투명하고, 

유전상수는 9 이다. 테라헤르츠대역에서의 VO2의 유전특성

은 Drude 모델을 따르므로, VO2 박막의 유전함수는 식 1로 

표현되고 플라즈마 주파수는 식 (2)와 같이 결정된다
[18]. 여

기서, 완화시간 τ는 2.27 f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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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와 같이 VO2 박막의 유전 특성은 박막의 도전

율 변화에 의존하고 VO2 박막의 도전율은 열, 입사광, 인가

전압에 따라 변화하는데, 본 구조에서는 Fig. 1과 같이 메타

물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전압 인가용 도선에 전압을 인가

하여 간단하게 VO2 박막의 도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VO2 
박막을 이용한 Fig. 1 구조의 정사각고리 구조의 능동형 메

타물질 특성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인가된 전압 변화에 따

른 VO2의 도전율 변화는 20 S/m에서 50000 S/m 로 설정하

였다
[23, 24]. Figure 2(a)와 2(b)는 각각 메타물질 구조에 모드 

1의테라헤르츠파가 입사되었을 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낸다. Figure 2(a)의 반사계수를 보면 765 GHz 를 중심

으로 반사 특성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의 영향으로 Fig. 2(b)의 투과계수 특성에서도 같은 주파수

를 중심으로 테라헤르츠파 투과량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다. 800 GHz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반사 특성으로 인하여 

최소 투과량을 보이고, 720 GHz 주파수 대역과 그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최소화된 반사 특성으로 인하여 투과량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전율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의 품질인자(Q factor)가 낮아져서 공진

의 강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b)에서 도전율

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량이 최대인 주파수 대역(720 GHz 이
하)에서의 투과계수는 0.83에서 0.43로 줄어들고, 투과량이 

최소인 주파수 대역(800 GHz 근처)에서의 투과계수는 0.13
에서 0.53(도전율: 5000 & 10000까지)로 증가했다가 다시 

0.45(도전율: 50000)으로 줄어들었다. 모드 1을 테라헤르츠 

변조기로 사용할 경우 도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진 주파수

가 낮아지고, 투과량이 최소인 주파수 대역에서 도전율이 

10000 근처까지는 투과계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

시 낮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Figure 3(a)와 3(b)는 메타물질 구조에 모드 2의 테라헤르

츠파가 입사되었을 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낸다. 
Figure 3은 Fig. 2에 비하여 공진 특성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진 특성은 전압인가용 도선이 부착되지 않은 

정사각고리 구조 메타물질의 공진 특성과 동일하다. Figure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625 GHz 대역에서 강한 반사 특성

을 보이고, Fig. 3(b)에서 도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625 GHz 
주파수에서 투과계수는 0.04에서 0.39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설계된 변조기를 모드 2에서 동작시킬 경우에는 도전율

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계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고, 이 

경우 모드 1 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변조기 운용이 가능하지

만 투과계수의 크기가 작고 변화폭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Figure 2와 Fig. 3에서 VO2 박막과 메타물질 기반의 테라

헤르츠 변조기는 VO2 박막 도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드 1
과 모드 2에서 모두 공진주파수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VO2 박막도전율 증가하여 메타물질의 유효 유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도전율 증가에 따른 공진주파수 적색 

천이 량은 모드 2의 경우가 모드 1의 경우가 작아 모드 2가 

변조기로의 운용에 더욱 적합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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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Reflection coefficients (S11) and (b) transmission 
coefficients (S21) of a SMB according to a frequency for various 
conductivities of VO2 in mode 2.

FIG. 4. Schematic of a dual-resonating modified square-loop 
shape terahertz metamaterial with a bias line (DSMB).

(a)

(b)

FIG. 5. (a) Reflection coefficients (S11) and (b) transmission 
coefficients (S21) of a DSMB according to a frequency for 
various conductivities of VO2 in mode 1.

III. 이중 공진형 

정사각고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변조기

Figure 4는 VO2 박막을 이용한 이중 공진형 변형된 정사각

고리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변조기 구조도이다. 이중 공진형 

변형된 정사각고리 구조는 Fig. 1의 정사각고리 구조를 기본

으로 그 외부에 전압 인가용 도선에 대칭인 변형된 정사각 

패턴을 부착한 구조로 내부 정사각고리 공진기로 기본공진

을 유도하면서 외부에 부착된 패턴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공진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부의 정사각 대칭 

패턴은 그 폭이 내부 패턴의 폭과 동일하고 전압 인가용 도

선과 연결되지 않으며 그 갭(g)은 도선의 폭과 동일하게 5 μm
로 설정하였다. Fig. 4의 메타물질의 주기길이(cell_w)는 Fig. 1
의 메타물질 길이와 동일하게 100 μm로 하였고, 내부정사각

고리 구조는 Fig. 1의 구조와 동일하여 그 길이(leng-in)가 70 μm 
이다. 그러므로 외부에 부착된 변형된 정사각 패턴을 포함하

는 전체 구조의 길이(leng_out)는 90 μm이다. 
Figure 5(a)와 5(b)는 Fig. 4의 메타물질 구조에 전계 방향이 

전압인가용 도선과 평행한 모드 1의 테라헤르츠파가 입사 되

었을 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낸다. Figure 5(a)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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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a) Reflection coefficients (S11) and (b) transmission 
coefficients (S21) of a DSMB according to a frequency for various 
conductivities of VO2 in mode 2.

FIG. 7. Transmission coefficients (S21) of a DSRMB according 
to a conductivity of VO2 in the frequency range of from 440 
GHz to 500 GHz in steps of 10 GHz in mode 2.

사계수 특성에서 내부 정사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본 

공진의 위치는 800 GHz로 Fig. 2(a) 단일 공진형 정사각고리 

구조의 공진 위치와 유사하지만 외부 정사각 대칭 패턴의 영

향으로 인하여 그 공진의 주파수 폭이 약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정사각 패턴에 의한 추가 공진은 285 GHz 근
처에서 나타나고 기본 공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Fig. 5(b)에서 이중 공진형 정사각고리 메타

물질에 대한 모드 1의 테라헤르츠파 기본 공진(800 GHz 대
역) 투과 특성은 단일 공진형 정사각고리 메타물질의 투과 

특성과 유사하고, 추가 공진(285 GHz 대역) 투과 특성은 기

본 공진 특성보다 안정적인 공진 특성을 보인다. 이 경우도 

단일 공진과 마찬가지로 도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진 주파

수가 조금씩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a)와 6(b)는 메타물질 구조에 전계 방향이 전압인

가용 도선과 수직한 모드 2의 테라헤르츠파가 입사되었을 

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낸다. Figure 6(a)의 반사계

수 특성에서 기본 공진 주파수는 710 GHz 대역으로 Fig. 3(a)
의 단일 공진형 구조의 공진 주파수인 625 GHz 보다 높아졌

는데, 이는 추가 공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에 연

결된 변형된 정사각고리 구조가 기본 공진 특성에도 많은 영

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모드 2에 반응하는 추가 공진 

주파수는 300 GHz 로 모드 1의 추가 공진 주파수보다 약간 

높아졌다. Figure 6(a)와 6(b)에서 나타나는 VO2 박막의 도전

율 증가에 따른 모드 2의 공진 주파수 감소는 모드 1의 공진 

주파수 감소량에 비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VO2 박
막 기반의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변조기를 특정 주파수에서 이

용하기에 모드 2가 모드 1보다 용이함을 알 수 있다. Figure 
6(a)의 반사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공진 주파수(710 GHz)
와 추가 공진 주파수(300 GHz) 사이에 반사량이 최소화되는 

470 GHz 근처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는데, 이 대역은 Fig. 
6(b)에서와 같이 안정적인 테라헤르츠파 통과 특성을 보인

다. 이 통과 대역은 기본 공진대역과 추가 공진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이 중간 대역에서는 기본 및 추가 공진 주

파수 적색 편이 현상으로 인한 투과계수 변화가 서로 상쇄되

어 주파수에 따른 테라헤르츠파 투과 특성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b)의 테라헤르츠 통과대역에서 VO2 도전율 변화

에 따른 투과계수 변화 특성을 동작 주파수 별로 Fig. 7에 나

타내었다. VO2의 도전율이 20에서 50000으로 올라갈 때, 
VO2 기반 메타물질을 이용한 이중 공진형 변형된 정사각고

리 테라헤르츠 변조기는 470 GHz에서 투과계수(S21)가 0.80
에서 0.27로 변화하고, 440 GHz 에서 500 GHz 에 이르는 

13 %의 주파수 대역에서 도전율 변화에 따른 투과계수 변화

폭이 큰 차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특성은 VO2 기반의 메타물질을 간단한 전압 인가를 통

하여 용이하게 테라헤르츠 변조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히터의 역할을 하는 전압 인가용 도선을 메타물

질 구조와 공유하는 구조는 열 변화를 통한 VO2 도전율 변

화를 간단한 인가 전압 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다

양한 메타물질 테라헤르츠 능동형 소자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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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절연체-금속 상전이 특성을 

보이는 이산화바나듐(VO2) 박막 기반으로 테라헤르츠 대역

에서 변조기로 동작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설계하였다.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특성을 보이는 메타물질이 동시에 VO2의 

상전이를 일으키는 열 조절이 가능한 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사각고리 구조의 메타물질을 설계하고 정사각고리 

구조에 전압 인가용 도선을 직접 연결하였다. 이러한 메타물

질에 직접 연결된 도선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메타물질 겸 히

터에 발생하는 열을 변화시켜 VO2의 절연체-금속 상전이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도전율 변화를 이용하여 테라헤

르츠 투과 특성을 조절하였다. 설계한 VO2기반 이중 공진형 

변형된 정사각고리 구조 테라헤르츠 변조기의 전파 투과계

수는 470 GHz에서 0.27에서 0.80으로 안정적으로 조절이 가

능하였다. 이런 투과계수의 변화폭은 13%의 주파수 대역폭

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테라헤르츠 변조기로의 응용이 적

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압 조절용 히터와 메타물질 구

조를 공유하는 테라헤르츠 변조기는 다양하게 테라헤르츠 

능동형 메타물질 소자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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