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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파 메타물질의 경우, 2 차원 평면구조에 제작된 각 메타입자 공진기는 공명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피가 작으므로 공진모드가 자유공간과 결합하여 공진기 품질계수(Q-factor)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열린 모드(open mode)라고 한다. 품질계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진기의 대칭성을 

불균형하게 깸으로써 자유공간과의 결합이 현저히 줄어드는 닫힌 모드(closed mode)를 여기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 최근에는 mm 크기의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GHz 영역에서 닫힌 

모드의 매우 좁은 주파수 영역에서 투과/반사 공명특성을 관찰한 연구가 발표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μm 크기의 2 차원 메타물질 시료를 제작하여 THz 영역에서 불균형 대칭구조에 의한 닫힌 모드 여기 

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메타물질은 p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 위에 200nm 두께의 금으로 패터닝하여 

제작했다. 두 개의 슬릿을 가진 직경 36μm 선폭 4μm 의 원형 공진기를 50μm 의 격자주기로 

배열하였다. 시료는 3 가지로 그림 1 의 (a),(b),(c) 이다. (a)시료는 대칭축이 x 축과 y 축, 즉 2 개이고, 

(b)와 (c) 시료의 경우 불균형 대칭이 부여되어 대칭축이 각각 y 축, x 축 1 개이다. 투과스펙트럼을 

선평광된 시간영역 테라파 분광법(Time Domain THz Spectroscopy)으로 측정하였으며, 편광이 x 축에 

평행할 때를 0 도로 두었다. 닫힌 모드의 여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를 입사편광에 대해 0 도와 90 도 

회전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 의  (d), (e), (f)는 각각 (a), (b), (c)의 측정결과 이다.  

(d)의 결과와 달리 (e)에서는 0 도 편광에서 (f)에서는 90 도 편광에서 1.15THz 부근에, 좁은 

공명 피크가 보이는 닫힌 모드가 나타나며, 편광이 대칭축에 수직인 경우 불균형 대칭 구조의 성질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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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b)(c)는 각 슬릿의 각도와 불균형 대칭성을 갖는 메타 입자 한 개의 모양  

(d)(e)(f) 는  a, ,b, c시료의 Time Domain THz Spectroscopy 측정 투과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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