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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02 비휘발성 메모리 메타물질

1. 서론

메타물질(metamaterial)이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광학적 성질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계된 물질이며, 음굴절률 [1], 고굴절률 [2], 투명

망토 [3], 변환광학 [3] 및 강한 카이랄성 [5] 등 다

양한 광학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메타

물질은 유전체에 삽입된 금속 구조체 배열로써 구

성되는데, 그의 기본 단위구조체는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스케일로 제작된다. 금속 구조

체는 일반적인 경우 LC 회로로 모델링될 수 있으므

로 공진주파수는 간략히 ωo ~ (LC)-1/2로 나타낼 수 

있는데, 구조체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고정된 구조체에 대해서는 광

학적 특성이 일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능동 메타물질이라는 개

념은 기존의 메타물질의 활용 범위

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능

동 메타물질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 자기, 열 및 광학적인 자극에 

의해 메타물질의 공진주파수를 변

화시켜 메타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바꿀 수 있는 메타물질이다. 그림 1

에 대표적인 능동 메타물질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n형 GaAs 기판 상

에 주기적으로 배열된 끊어진 고리 

공진기(split-ring, SRR)로 이루어

져 있고, SRR을 통해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6]. 금속성 SRR은 n형 GaAs 기판

과 정류성 접합을 이루어 금속-반도체 계면에 접합 

커패시턴스가 형성된다. 이 접합 커패시턴스는 공

핍층의 폭에 따라 가변되고, 공핍층의 폭은 외부에

서 인가하는 전압의 크기에 의해 조절되므로 결과

적으로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에 의해 메타물질의 

광학적 특성이 조절되는 것이다. 능동 메타물질은 

메타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광학적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인가해야 하

는 단점이 있다 [7]. 즉, 외부에서 인가하는 자극을 

그림 1. 능동 메타물질 단위구조체의 구조 및 원리 (a) SRR의 구조, (b) 메타물질의 등가
회로, (c) 메타물질의 구조. SRR과 기판은 정류성 접합을 이루고 반대 전극은 기판
과 저항성 접촉을 이룸. 입사하는 테라헤르츠 파의 전기장 방향(E), 자기장 방향(H) 
및 진행 방향(k), (d) 메타물질의 단면도. Semi-insulating GaAs(SI-GaAs) 상에 n 
형 GaAs가 위치하고, 캐리어 농도는 n형 GaAs의 짙은 정도로 표시함, (e) 테라헤
르츠 파의 투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 [6].

(a)

(b) (d)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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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면 변형된 광학적 특성은 초기화 상태로 돌

아가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

며 또한 자극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메타물질의 공간적인 이동성을 제한하므로 현실적

인 응용에 한계가 있다.

메모리 메타물질은 이러한 능동 메타물질에 메모

리 기능을 첨가하여 지속적인 외부 자극 없이도 변

조된 광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메타물질이다. 그러

므로 능동 메타물질의 단점을 보완하여 저전력 고

효율의 소자를 구현할 수 있어, 실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메타물질 설계에 따

라 빛의 위상이나 편광 등 다양한 물리량도 변조/유

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메모리 메타물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메모리 기능을 나타내는 매개물질을 기준으

로 분류하여 요약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대표

적인 메모리 메타물질은 주로 3가지 매개물질로 분

류될 수 있는데, 바나듐산화물(VO2), 칼코게나이드

(chalcogenide), 그래핀-강유전체 복합구조체가 그것

이다. 본론에서는 이 매개물질들을 이용하여 구현한 

메모리 메타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2. 본론

2.1 바나듐산화물 기반 메모리 메타물질

바나듐(V)과 산소의 조성은 비율에 따라 대표적

으로 VO, V2O3, VO2, V2O5로 이루어지며 V2O5와 

VO2 사이의 VnO2n+1 (V3O7, V4O9, V6O13 등), VO2

와 V2O3 사이의 VnO2n-1 (V4O7, V5O9, V6O11, V7O13, 

V8O15 등) 와 같이 매우 다양한 상으로 존재할 수 있

다. 메모리 메타물질에의 응용은 VO2의 경우에 대

해서만 보고되었으므로 본고에서 기술하는 바나듐

산화물은 조성비가 V : O = 1 : 2인 경우(VO2)로 

한정할 것이다. 바나듐산화물은 상온에서 절연체인 

Monoclinic 구조로 존재하고, 섭씨 68도에서 금속

성인 Rutile 구조로 변환되는데 상변화 시간이 1 ps 

(1조분의 1초) 이하로 매우 빠르다. 절연체-금속 전

이가 된 후, 전도도가 1만배 정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적외선 영역에서 광학적 투과도가 급격히 감소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 [7]. 

그림 2에는 VO2 기반으로 보고된 최초의 메모리 

메타물질을 나타내고 있다 [8]. 메타물질의 구조는 

산화알루미늄 기판 위에 90 nm 두께의 VO2를 증착

하고, SRR을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메타물질의 양단에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두 전극

을 배치시켜 전류를 흘림으로써 메타물질을 가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상온(300 K)에서는 약 1.65 

THz의 공진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판이 338 

K까지 가열되어도 공진주파수를 거의 유지하다가 

상전이 온도에 도달하면서 급격히 VO2가 금속성으

로 바뀌면서 약 20%의 공진주파수 적색편이(red-

shift) 현상을 보인다. 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용

한 기판의 열용량이 10분 정도까지는 충분하여 메

모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VO2

는 상온에서는 절연체로 되돌아가므로 충분한 메모

리 유지시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열적으로 

고립된 시스템에서의 보관이 요구된다. 

메모리 메타물질의 가능성이 시연된 후, VO2의 

상변화를 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변구조형

그림 2. 메모리 메타물질 (a) SRR이 VO2 위에 제작되어 있고 메
타물질은 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스테이지 상에 올려놓았
음, (b) 직류전류에 의한 메타물질의 온도에 따른 저항 값 
및 공진주파수, (c) 메타물질의 테라헤리츠 파 스펙트럼. 
(b)에서의 가열 (heating) 구조 [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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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gurable) 메타물질이 보고되었다. 그림 3은 

공간적으로 굴절률을 변형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보고한 내용인데, 그림 2의 메모리 메타물질 구조

에서의 외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극 형태를 변화

시켜 공간적으로 전류를 불균일하게 흐르게 함으로

써 공간적인 온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9]. 그림 2와 

달리, 점접촉 전극이 메타물질의 두 곳에 형성되어

있다.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직선 방향으로 가장 많이 흐르게 되고 이때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게 되어 광학 스펙트럼에서 이 부

분이 가장 많은 공진주파수 적색 편이 현상을 보이

게 된다. 반면 전극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류가 적

게 흐르게 되를 것이므로 온도가 적게 올라가게 되

어 공진주파수 적색편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

게 된다. 이 때, 가장 가까운 지점(0 mm)에서는 약 

342 K, 먼 곳(3.5 mm)은 340 K이 된다.

VO2 기반 메모리 메타물질에서 공간상에 전류가 

유입될 수 있는 전극의 수를 늘리고 각각에 흐를 수 

있는 전류 양을 제어함으로써 절연체-금속 전이의 

공간적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보고되었다. 

그림 4는 공통 전극을 메타물질의 가운데에 위치시

키고 원형으로 전극을 배치시킨 후, 외부에 연결된 

저항값 및 인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굴절률의 공간적 분포 및 변화량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구조형 메타물질이다 [10]. 기본 원리는 메타물

질의 온도 분포를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참고자료 9

와 유사하므로 자세한 동작은 참고자료 10을 읽어

보기 바란다.

2.2 칼코게나이드 기반 메모리 메타물질

칼 코 게 나 이 드 ( c h a co g e n i d e ) 란  칼 코 겐

(chacogen, 주기율표 16족원소)과 양이온으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황화물(sulfide), 셀레늄화물

(selenide), 텔루륨화물(telluride) 등이 있는데, 산

소만 포함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칼코게나이드라고 

부르지 않는다. 칼코게나이드는 열에 의해 결정질

과 비정질 상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두 상태의 

물성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 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광학적 특성으로는 결정질 상태의 반사도가 

비정질 상태보다 높고 전기적 특성으로는 결정질 

상태의 전도도가 더 높다. DVD 플레이어 및 상변화

메모리(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PRAM)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메모리 메타물질의 매개물질로는 갈륨-란타늄-

그림 3. 339.5 K에서 메타물질의 투과도 특성 두 전극을 가상의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가운데 지점이 0 mm로 표시됨. 0 
mm 지점에서 가상의 직선의 수직방향으로 0.5 mm 지점
마다 측정함 [9].

그림 4. 전압을 인가한 후에 샘플내 위치별로 나타낸 공진주파수 
분포. 붉은색일수록 공진주파수의 적색편이가 심한 정도를 
의미함. (a) 1.5초간 140 V, 한 번 전압 인가한 후에 1.5초
간 125V, 두 번 전압 인가함. (b) 1.5초간 150 V, 4번 전압 
인가함. (c) 1.5초간 115 V, 4번 전압 인가함 [1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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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물(GaLaS, GLS), 저메늄-안티몬-텔루륨화물

(GeSbTe, GST) 의 경우에 대해서 보고되었다. GLS

는, 녹는점이 섭씨 900도 정도로 GST 물질에 비해 

약 300도 정도가 더 높아 높은 열적 안정성을 보이

지만 [11], 상당수의 메모리 메타물질이 GST를 이

용한 경우이므로 본고에서는 GST 기반 메모리 메

타물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림 5는 칼코게나이드인 Ge2Sb2Te5를 이용한 메

모리 메타물질을 나타내고 있다 [12]. Ge, Sb, Te의 

조성비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데 인용자료에서는 

Ge : Sb : Te = 2 : 2 : 5인 경우이다. GST는 결정

화 온도가 약 섭씨 160도, 녹는점이 섭씨 약 600도

인데 상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60 

nm 파장의 강한 펄스 빛(control pulse) 를 조사하

면, GST에서 흡수되어 GST의 온도가 녹는점에 도

달하게 된다. 그림 5에 나타나있듯이, 50 ns의 폭

을 가지는 약 0.25 mW/μm2의 펄스 빛이 조사되면 

GST가 녹는점에 도달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만 빛이 조사되고 냉각되면 GST가 결정화되지 못

하고 비정질 상태가 된다. 이런 비정질 상태에서, 다

시 100 ns 동안의 0.1 mW/μm2의 펄스 빛을 조사

하면 GST는 결정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결정질

이 되어 투과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초기화 상

태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강한 펄스 빛을 조사하면 

된다. 펄스 빛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mid-IR 영

역에서 투과도의 비율을 4 : 1을 얻을 수 있었다. 추

가적으로 양방향성, 반복성(50회)을 보고하였는데, 

전광 신호처리 (all optical processing)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샘플 두께의 최적화로 

투과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산소와 GST 물질

의 반응 차단을 위한 아연황화물(ZnS)과 같은 봉지

그림 5. 광학적, 비휘발성, 칼코게나이드 메타물질 스위치 : 
Control pulse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칼코게나이드의 
상변화를 유도하고 output signal로 control pulse에 의
해 기록된 상태를 검출함. 초기의 비정질 상태에서는 투과
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control pulse에 의해 결정화되면 
투과도가 감소하고, 다시 비정질화되면 투과도가 증가함 
[12].

그림 6. GST 박막을 이용해 광학적으로 기록된 이중상태
(binary),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소자, (a) 633 nm 파
장에서 이미지화된 프레넬 패턴, (b) 730 nm 파장에서 프
레넬 렌즈에 의해 초점이 맞춰진 현미경 이미지, (c) 633 
nm 파장에서 이미지화된 이중상태 초진동 렌즈 패턴, (d) 
730 nm 파장에서 이중상태 초진동 렌즈에 의해 초점이 맞
춰진 현미경 이미지, (e) V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제작된 
8단계 그래이스케일 홀로그램 이미지, (f) 투과모드에서 V
자가 형성된 현미경이미지 [15].

(a)

(c)

(e)

(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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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passivation layer)을 추가한다면 더 높은 성능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펄스 빛의 세기 및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다중 상

태의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메타물질로의 응용도 

보고되었다. 참고자료 13은 GST를 이용하여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를 시연하고 있

는데, 730 nm 파장에서 85 fs 광펄스를 가지는 Ti : 

Sapphire 팸토초 레이져를 이용하여 그레이스케일

로 광특성을 변조하였다. 0.21 nJ 광펄스를 이용할 

경우, 펄스 횟수가 45회 이상부터 반사도가 변화되

기 시작하며 0.36 nJ에서는 초기부터 급격히 변화

를 일으켜 10회에서 결정화를 유도한다. 이를 이용

하여 8단계 반사도 변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Ge : Sb : Te 의 조성을 3 : 2 : 6으로 제

작할 경우 (Ge3Sb2Te6), 적외선 영역에서의 손실을 

줄여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기

도 하였다 [14].

GST를 이용한 가변구조형 (reconfigurable) 공

간 광 변조기를 이용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공간

상의 굴절률을 변화시켜서 프레넬 렌즈(Fresnel 

lens), 초진동 렌즈 (super-oscillatory lens), 

그레이스케일 홀로그램 이미지 등 다양한 응용

이 가능하다 [15]. 이 밖에도 전자기 유도 투과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현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변조 가능한 메타물질 [16]도 

보고되는 등 GST의 메모리 성능을 이용한 많은 보

고가 이어지고 있다.

2.3 그래핀-강유전체 복합구조체 기반 메모리 메

타물질

그래핀은 탄소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 물

질이며, 테라헤르츠 파 영역에서의 그래핀을 기반

으로 한 메타물질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래

핀 기반 메타물질에서 메모리 메타물질의 가능성이 

보인 것은 2012년 Nature Materials에 보고된 그

래핀 기반 능동 메타물질이다 [17]. 전압에 따라 주

변 절연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불순물 및 공기중

의 수분 흡착에 의해 그래핀 캐리어 농도차이가 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기적인 전압 파형에 대해 테

라헤르츠 파의 광학적 특성이 이력곡선(hysteresis 

loop)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므로 광특성 변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메모리 유지시간을 줄이는 현상의 원인

이 된다. 최근 그래핀 메타물질에 신뢰성 있는 메모

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폴리이미드를 강유전체 

고분자로 대체하는 메타물질이 제안되었다 [18]. 강

유전체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기장에 의해 분자들

이 전기장을 따라 정렬할 수 있어서 유전체 표면에 

전기적인 분극(polarization)이 유도되는 물질인데, 

외부 전기장이 제거되어도 이 분자의 정렬상태가 

유지되므로 메모리 소자로의 응용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특히 강유전체 고분자인 폴리 (비닐리딘 

플로라이드 – 트리플로로에틸렌) (poly(vinylidene 

fluoride-trifluoroethylene), 이하 P(VDF-TrFE))

은 수많은 유기물 강유전체 중에서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물질이다. 최근 그래핀에 P(VDF-TrFE)를 

접목시킴으로써 그래핀에 캐리어 농도를 비휘발적

으로 주입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9]. 

그림 7은 그래핀-강유전체 메모리 메타물질의 

구조 및 메모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물질은 

폴리이미드 기판, 육각형 메타원자 배열, 그래핀, 강

유전체 및 테라헤르츠파 투명 전극(TTE)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래핀을 접지에 두고 TTE에 전압을 

인가하였다. p형 그래핀은 그림 7 (b)에 나타나 있

듯이 양의 분극(+PR)에 의해서는 정공이 밀려나게 

되고 음의 분극(-PR)에서는 그래핀의 캐리어 농도

가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투과도 스팩트럼에서는 

양의 분극의 경우보다 음의 분극이 접촉될 때 공진

주파수의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17]. 0.5 THz 지점에서의 인가하는 전압에 따른 투

과도 값은 강유전체 전자소자처럼 이력 곡선이 나

타나고 계산된 페르미 레벨 역시 이력곡선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두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강유전체의 분극 값 변화에 따른 그래핀 캐리어 농

도 변화가 메타물질의 광학적 특성 변조의 원인임

을 알 수 있다. 다중상태로의 변조 및 긴 데이터 유

지 시간(외삽 결과 10년 이상)을 보면 신뢰도 측면

에서는 분명 바나듐산화물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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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빛의 편광 상태도 저장가능함이 시연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논문 18을 확인하기 바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메모리 메타물질을 매개물질 관점에서 

분류하여 크게 바나듐산화물, 칼코게나이드 및 그

래핀-강유전체 복합구조체의 경우를 사례별로 소

개하였다. 바나듐산화물 기반 메모리 메타물질은 

최초로 보고된 메모리 메타물질로써 바나듐산화물

의 절연체-금속 상전이 현상에 기반하여 매우 큰 

광학적 변조가 가능하여 스위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나듐산화물의 상

전이 온도가 상온보다 높으므로 메모리 메타물질의 

메모리 유지시간 측면에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텅스텐 주입을 통해 상전이 온도를 낮출 수 있음도 

보고되었으므로 물질 개선을 통해 고온 동작이라

는 단점을 극복할 여지가 있다 [20]. 열적으로 고립

된 시스템을 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설 비용은 

실용화 측면에서 분명히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칼

코게나이드 기반 메모리 메타물질은 칼코게나이드 

물질의 결정질-비정질 상태에 따른 물질 특성의 차

이를 이용한 메모리 메타물질인데, 상온에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바나듐산화물에 비

해 장점으로 작용한다. 광학적인 펄스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상부 전극이 불필요하므로 소자 제작 측

면에서는 매우 유연하다. 또한 광학적인 펄스의 인

가 시간 및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성능도 구

현가능하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고온으로 가열되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산소 등에 의한 열화 현상이 

예상되지만 최적화된 봉지공정을 통해 극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15].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학

적 장치의 부피가 전기적 장치보다 크기 때문에 소

형장치와 접목가능한 메타물질 응용을 위해서는 개

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핀-강유전체 복합구조체 기

반 메모리 메타물질은 구성하는 두 물질의 특성에 

의해 메타물질의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핀은 

전기적으로 캐리어 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완벽

한 차단상태(off 상태)를 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메

타물질은 바나듐산화물에 비해서는 변조폭이 좁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강유전체 고분자는 공기중에

서 매우 안정된 물질이고 상온에서 분극 상태를 오

랜 시간 동안 유지가능하며 전기적으로 분극이 조

절 가능하므로 메타물질의 메모리 기능 및 실용화 

가능성 면에서는 우수하다. 

이상 세가지 메모리 메타물질 유형을 비교해보면 

메타물질의 변조폭, 메모리 신뢰도, 구동장치의 휴

대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메모리 메타물질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7. 그래핀-강유전체 메모리 메타물질, (a) 메모리 메타물질
의 구조(TTE는 테라헤르츠 파 투명 전극의 약자임). 입사
하는 테라헤르츠 파의 전기장 방향(E), 자기장 방향(H) 및 
빛의 진행 방향(k)임. (b) 강유전체 고분자에 의한 그래핀의 
캐리어 농도 조절의 개념도, (c) 강유전체의 분극에 의한 테
라헤르츠파 스팩트럼. (d) 0.5 THz에서의 외부에서 인가하
는 전압에 따른 투과도 값 변화 및 계산된 페르미 레벨, (e) 
0.5THz 에서의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에 따른 다중 상태
로 변조가능한 투과도 값, (f) 0.5 THz에서의 4가지 투과도 
값의 메모리 유지시간 측정결과 [18].

(a)

(c)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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