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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l Structural Phase Transition of VO2 Studied Using EX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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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structural properties around a vanadium atom from a VO2 film were quantitatively
determined using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measurements at K edge of
vanadium at different temperatures. A VO2 film was synthesized using a DC sputtering deposi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model dependence in EXAFS data analysis, we applied the M1-, M2-, and
R-phase models to all temperature data. EXAFS revealed that VO2 was in the M2 phase over a
wide temperature range from 40 to 100 ◦ C, although the M1 and the R phases were dominant at low
and high temperatures, respectively. This result is somewhat in contrast to previous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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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샆스를 이용한 VO2 의 한곳 구조적 상전이 연구
한상욱∗ · 황인희
과학교육학부와 융합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전주 54896, 대한민국
(2019년 3월 12일 받음, 2019년 5월 02일 수정본 받음, 2019년 7월 02일 게재 확정)

여러 온도에서 VO2 박막의 바나듐 (V) 원자 주위의 한곳 구조적인 특성을 바나듐 K 흡수 문턱에서
측정한 엑샆스 측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VO2 박막은 DC 스퍼터링 증착 기법을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엑샆스 분석에서 모델 의존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온도의 데이터 분석에 M1-, M2- 그리고
R-상 모델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엑샆스는 비록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는 M1과 R 상이 각각
우세하지만, VO2 가 40 ◦ C – 100 ◦ C의 넓은 온도 영역에서 M2 상을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 결과는
기존에 관찰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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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 개

후, VO2 의 전기 및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다 [1–5]. 금속-절연체 전이 물질인 VO2 는 유사한

1959년 M. Morin에 의하여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
(metal-insulator transition) 특성이 처음으로 보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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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절연체 전이 물질인 Ti2 O3 등과 비교할 때 전후로 전
이 온도 전후로 전기적 저항이 104 –105 Ω-cm의 큰 차이를
보이며, 전이 온도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4–7].
단결정 VO2 로부터 관측된 전이 온도 구간이 1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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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날카로운 전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다 [2–
5].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에서 큰 폭의 전기적인 저항
변화와 급격한 전이 특성을 보이는 것은 VO2 가 구조적인
전이를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4,5].
절연체인 VO2 는 모노클리닉 구조 (M1) 를 가지며, 금속
VO2 는 루틸 구조(R)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5].
또한 전이온도 구간에서 VO2 는 M1과 R이 섞인 M2 구조를
갖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 M2 구조인 VO2 가 낮
은 온도에서는 절연체 특성을 그리고 조금 높은 온도에서는
금속 특성을 가짐으로써 금속-절연체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도 있다 [9,10]. 금속 특성을 갖는 VO2 의
R 구조는 직육면체 구조로 격자 상수 a = b = 4.5546 Å,
c = 2.851 Å를 갖는다. 반면에 절연체 특성을 갖는 VO2
의 M1 구조의 격자 상수 a = 5.743 Å, b = 4.517 Å, c =
5.375 Å이며, α = γ = 90◦ 이며, β = 122.6◦ 이다 [2, 8].
즉 R 구조에서 c-축을 따라 곧게 배열된 원자들이 M1 구조
에서는 원자들이 c-축으로부터 지그재그로 약간씩 벗어난
곳에 위치한구조이다 [2]. M2 구조는 R과 M1 구조가 섞인
구조로, 한쪽은 M1과 같이 원자들이 지그재그로 배열된
모양이고, 다른 한 쪽은 R과 같이 직선을 따라 곧게 배열된
형태를 가진 구조이다 [4,8].
VO2 의 구조적인 특징은 엑스선 에돌이 (X-ray diffraction, XRD) 나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측정을 통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VO2 의 금속-절
연체 전이를 설명하는 주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M1 상의 VO2 는 밴드갭으로 인하여 절연체이지만,
R 상이 되면 밴드갭이 없어지면서 금속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모델은 밴드갭이 없는 R 상에서
구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M1 상으로 바뀌었을 때,
0.68 eV 정도의 밴드갭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전도 전자-전자 상호 작용에 의하여
절연체가 된다는 Mott-Hubbard 절연체이다 [10]. 낮은 온
도에서는 전도띠의 전자-전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전류가 흐
르지 못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약
해져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다. 작은 온도 차이에도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갑자기 약해지기 위해서는 불순물 밴드의
도입이나 전자의 스핀-스핀 상호작용 등이 작용했다는 증거
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모델은 바나듐-바나듐 이합체화 (VV dimerization) 로 인하여 절연체가 금속성으로 바뀐다는
Peierls 전이 모델이다. M1 상의 VO2 는 지그재그 형태를
가지므로 가장 가까이 이웃하는 V-V의 거리는 긴 것과 짧은
것으로 두 가지가 된다. 즉 긴 V-V와 짧은 V-V로 인하여
밴드 갭이 만들어져서 절연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R
상 VO2 는 직육면체 구조이므로 V-V 거리가 균일해져서
밴드 갭이 없어지면서 금속 특성을 띤다는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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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시된 세 모델 중 어떤 모델이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VO2 의 V 원자 근처의 한곳 구조를 (local structure)
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엑스선 에돌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기법이지만, VO2
의 온도 변화에 따른 V-V 간의 미소한 거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TEM 이나 STM 기법은 원소의 종류를 구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VO2 내의 V-V 간의 미세한 결합거리
의 차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엑샆스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는 화합물 내 특정한 종
류의 원소 주위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12–14]. VO2 의 V K 흡수문턱에서 측정한 엑샆스는 V 원
자 주위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엑샆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초기
원자 구조 모델에 따라서 엑샆스 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에 엑샆스를 이용한 VO2 의 미세구조에 대한 연
구에서는 전이온도 전과 후에 M1과 R 상 모델을 각각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이온도 근처에서 미세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4]. 미세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분석 모델에 의존한 결과로 보이며, 또한 전이온도
근처에서의 미세 구조를 M1 또는 R 상 모델로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VO2 의 금속-절연체 임계
온도와 그 전후에서 측정된 엑샆스 데이터를 M1, M2, R 상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M1 상 모델로 전체 온도
구간의 엑샆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M2 상 모델로 그리고 R
상 모델로 같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였다. 이렇게 각 구조
모델로 전체 온도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
의 모델 의존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모델로 엑샆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M1
과 M2 상 구조로 분석이 가능했으며,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M2와 R 상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II. 실 험
엑샆스 분석을 위하여 VO2 박막을 Al2 O3 기판 위에 DC스퍼터링 증착 방법으로 성장시켰다. VO2 성장 조건과 절
차는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VO2 박막에 대한
엑스선 에돌이 분석을 통하여 VO2 박막은 (010) 방향으로
성장된 결정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VO2 박막의 두께와
표면 구조는 SEM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VO2 박막
증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15]. VO2 박막의 한곳 구조 분석을 위하여 방사광 가속
기 엑스선을 이용하여 엑샆스를 측정하였다. 엑샆스는 V
K 흡수문턱 (5469 eV) 근처에서 반디빛 모드(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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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Normalized x-ray absorption
(µt) from the VO2 film at V K edge as a function of the
incident x-ray energy at 40, 70, 100 ◦ C. (b) EXAFS as
a function of photoelectron wavenumber, k, after atomic
background absorption was removed from µt, (c) DC
electric resistance from the VO2 film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mode) 로 측정하였다. V의 1s 상태의 전자들이 엑스선을
흡수하고 빛전자 (photoelectron) 로 바뀌면, 2p 상태의 전
자가 1s 상태로 전이하면서 발산하는 반디빛의 세기를 들
어오는 엑스선의 에너지의 함수로 측정하여 반디빛 엑샆스
데이터를 얻었다 [16]. 들어오는 엑스선의 에너지는 약 25%
정도 덜 맞추어진 (detune) 이중-결정 한빛만들개 (doublecrystal monochromator) 를 이용하여 선택되었으며, 엑스
선의 에너지 해상도는 약 0.5 eV였다. 하나의 엑샆스 데이
터를 얻는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고, 엑샆스를 측정
하고 있는 동안 VO2 의 온도를 ± 0.1도 이내로 제어하였다
[4].

III. 결과 및 논의
VO2 박막의 엑스선 흡수계수를 들어오는 엑스선의 에너
지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후 흡수계수의 세기를 1로 틀맞
춤한(normalization) 결과를 fig. 1 (a)에 나타내었다. 엑스
선 흡수 계수 스펙트럼은 구조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70 ◦ C
를 전후하여 40 ◦ C, 70 ◦ C 그리고 100 ◦ C에서 측정하였다.
Figure 1 (b) 는 (a) 의 엑스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원자배경
흡수를 (atomic background absorption) 제거한 후 얻은
엑샆스 데이터를 빛전자의 파수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배경복사 함수는 AUTOBK 프로그램(IFEFFIT 프로
그램의 일부)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17]. Figure 1 (c)는
엑샆스 측정과 동시에 측정한 전기 저항이다. 저항 곡선은
금속-절연체 전이 구간은 65 ◦ C – 80 ◦ C이며, 임계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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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Magnitude of Fourier transformed EXAFS (|F T (k 3 χ)|) measured from the VO2 film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a V atom. (b) Structure
of R-phase VO2 . (c), (d), (e) The first, second, and third
neighboring atoms from a V atoms in R-phase VO2 .
약 72.5 ◦ C이고, 이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절연체,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는 금속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
수 함수(k)로 나타낸 엑샆스는 온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다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려면
거리의 함수로 푸리에 변환한 후에 정량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16].
Figure 2 (a) 는 빛전자의 파수 함수로 얻은 엑샆스 데이
터를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엑샆스 데이터는 온도에 따라서 상당
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Figure 2
(a)에서 1.5 Å근처의 첫 번째 봉우리는 Fig. 2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V 원자 주위에 존재하는 6개의 산소를 나타내고,
2.4 Å근처의 두 번째 봉우리는 Fig. 2 (d) 에 나타낸 것과
같이 2 개의 V 원자, 그리고 3.0 Å근처의 세 번째 봉우리는
Fig. 2 (e) 에 나타낸 것과 같이 8개의 V와자와 일치하는
것이다. 봉우리의 위치는 빛전자가 주위 원자들에 의하여
되튀김될 때 생기는 위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실
제 원자들이 존재하는 거리에 비하여 약 0.3 Å정도 짧다.
낮은 온도에서 엑샆스 봉우리의 세기는 약하고 폭이 넓은
반면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봉우리의 세기는 강해지고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부터 원자들 간의 거리가 다소 다른 M1
상에서 직육면체 구조인 R 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미세한 구조의 변화는 엑샆스
데이터 맞추기 (fitting) 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
다. 엑샆스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형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맞추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8].
Figure 3은 40, 70, 100 ◦ C의 VO2 박막으로부터 측정
한 엑샆스를 M1, M2 및 R 상 구조 모델을 기반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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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factors of best fits of EXAFS data from the
VO2 film with models of M1, M2, and R phases. S02 of
0.85 was fixed for EXAFS fits.
Temperature
40 ◦ C
70 ◦ C
100 ◦ C

Fig. 3. (Color online) EXAFS (|F T (k 3 χ)|) measured
from VO2 film was fitted with models of M1(red),
M2(blue), and R(black) at (a) 40 ◦ C, (b) 70 ◦ C, and
(c) 100 ◦ C, respectively.

산된 엑샆스 이론에 [19] 맞추기한 결과이다. 맞추기는
r = 1.0 ∼ 3.5 Å영역의 데이터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영역의 데이터는 Fig. 2 (c), (d), (e) 에 해당하는 원자들과
일치한다. 40 ◦ C의 VO2 박막으로부터 측정된 엑샆스 데이
터에 대한 맞추기에서 M1과 M2 상은 전체 맞추기 영역에서
잘 맞는 반면에, R 상은 2.5 ∼ 3.5 Å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
역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 ◦ C의 VO2
박막으로부터 측정한 엑샆스 데이터 M1, M2 그리고 R 상
구조가 모두 데이터와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 C
의 VO2 박막으로부터 측정된 엑샆스 데이터에 대한 맞추기
는 M1, M2 및 R 상 구조 모두 어느 정도 데이터와 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이터와 이론값의 맞추기는 r-인자로부터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r-인자는 신호에 대한 이론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것이다 [16]. 일반적으로
구조결정학에서는 측정값에 대한 이론값의 차이가 신호의
세기에 비하여 15% 미만이면, 그 결정체는 이론값 결정체
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16]. 측정값과 이론값의 차이
15%는 r-인자로 환산하면 0.0225와 같다. 즉 r-인자 값이
0.02 이하이면, 맞추기가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맞추기로
(goodness fit) 판단할 수 있다. Table 1은 각기 다른 구조
모델을 이용하여 맞추기한 결과로부터 얻은 r-인자 값을
정리한 것이다. 40 ◦ C 엑샆스 데이터 맞추기에서는 M1과
M2 상만 맞추기가 가능하고 R 상은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는 것을 r-인자 값으로부터 알 수 있다. 70 ◦ C와 100 ◦ C의
엑샆스 데이터는 세 가지 모델로 모두 맞추기가 가능하지
만, 70 ◦ C에서 R 모델의 맞추기는 다소 애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맞추기는 작은 r-인자 값으로만 결정되는

M1
0.0035
0.0035
0.0085

M2
0.0041
0.0039
0.0056

R
불능
0.0197
0.0090

것이 아니라, 맞추기를 한 결과 값들이 물리적으로 의미와
타당성이 있어야한다 [16].
M1, M2 그리고 R 모델로 엑샆스 데이터를 맞추기한
결과로부터 얻은 원자 간의 거리와 드바이-월러 인자 (σ 2 ,
열적 떨림과 구조적인 무질서를 포함함) 를 Table 2, Table
3, Table 4에 각각 정리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VO2 에서, M1 구조에서는 V 원자의 첫 번째 이웃하는 산소
(O) 원자는 네 개의 다른 V-O 거리를, 두 번째 이웃하는 V
원자는 두 개의 다른 V-V 거리를 그리고 세 번째 이웃하는
8개의 V 원자는 4개의 다른 V-V 거리를 가진다. 40 ◦ C 엑
샆스 데이터를 맞추기한 결과에서 V-O와 V-V 쌍의 거리와
드바이-월러 인자 값들 그리고 맞추기의 오차는 합리적인
숫자들이다. 거리와 드바이-월러 인자 값 그리고 도표 1
의 r-인자 값으로부터 40 ◦ C 엑샆스 데이터를 M1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는 좋은 맞추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M1
모델을 이용한 70 ◦ C 데이터 맞추기에서 짧은 거리와 긴
거리의 V-O 쌍의 드바이-월러 인자 값 간에는 8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
이 높은 결과이다. 세 번째 이웃하는 8개의 V-V 쌍의 경우,
짧은 거리 V-V 쌍의 드바이-월러 인자 값 σ 2 = 0.001 Å2
은 상온에서 측정된 데이터임을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값이
다. M1 모델로 맞추기한 70 ◦ C의 데이터 경우, 비록 Table
1에 있는 작은 r-인자 값은 좋은 맞추기임을 제시하지만,
드바이-월러 인자 값은 좋은 맞추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 ◦ C의 엑샆스 데이터를 M1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도 70 ◦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은 맞추기로 평가하
기 어렵다. 따라서 40 ◦ C의 VO2 는 M1 상을 가지며, 70
◦
C와 100 ◦ C가 되면 VO2 는 더 이상 M1 상의 결정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Table 3이 보여주는 것처럼 M2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로
부터 얻은 원자 쌍 간의 거리와 드바이-월러 인자 값은 40,
70, 100 ◦ C에서 모두 의미 있는 값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2 모델로 맞추기한 경우의 작은 r-인자 값은 M2 모델이
전체 온도 구간에 맞을 수 있는 모델임을 암시 한다. 40 ◦ C
에서 측정된 엑샆스의 경우, M1 모델로 맞추기 한 경우 짧
은 세 개와 긴 세 개의 V-O 쌍의 평균 거리는 각각 1.845 Å
과 2.09 Å이다. 반면에 M2 모델로 맞추기한 경우 짧은 네
개와 긴 두 개의 V-O 쌍의 거리는 각각 1.86 Å과 2.06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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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ith the M1 model the best fit results of EXAFS data measured from the VO2 film at 40, 70, 100 ◦ C. (top)
the first neighboring atoms of 6 oxygen, (middle) the second neighboring atoms of 2 vanadium, (bottom) the third
neighboring atoms of 8 vanadium from a V atom, A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error of the last digit.
Temperature

NO1

M1 phase
40 ◦ C
70 ◦ C
100 ◦ C

1
1
1
1

Temperature

NV1

M1 phase
40 ◦ C
70 ◦ C
100 ◦ C

1
1
1
1

Temperature

NV3

M1 phase
40 ◦ C
70 ◦ C
100 ◦ C

2
2
2
2

dO1
(Å)
1.7649
1.79(1)
1.83(1)
1.84(1)
dV1
(Å)
2.6191
2.55(1)
2.53(1)
2.50(2)
dV3
(Å)
3.4000
3.44(1)
3.44(1)
3.43(1)

2
σO1
(Å2 )
0.003(1)
0.002(1)
0.000(1)

NO2
2
2
2
2

2
σV1
(Å2 )
0.013(2)
0.011(2)
0.011(3)

NV2
1
1
1
1

2
σV3
(Å2 )
0.014(2)
0.001(1)
0.000(1)

NV4
2
2
2
2

dO2
(Å)
1.8795
1.90(1)
1.94(1)
1.95(1)
dV2
(Å)
3.1655
3.10(1)
3.26(3)
3.25(5)
dV4
(Å)
3.4842
3.55(1)
3.52(1)
3.51(1)

Table 3. With the M2 model the best fit results of EXAFS data measured from the VO2 film at 40, 70, 100 ◦ C.
(top) the first neighboring atoms of 6 oxygen, (middle)
the second neighboring atoms of 2 vanadium, (bottom)
the third neighboring atoms of 8 vanadium from a V
atom, A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error of the last
digit.
Temperature NO1
M2 phase
40 ◦ C
70 ◦ C
100 ◦ C

4
4
4
4

Temperature NV1
M2 phase
40 ◦ C
70 ◦ C
100 ◦ C

1
1
1
1

Temperature NV3
M2 phase
40 ◦ C
70 ◦ C
100 ◦ C

4
4
4
4

dO1
(Å)
1.8981
1.86(1)
1.90(1)
1.91(1)
dV1
(Å)
2.5392
2.55(1)
2.52(1)
2.47(2)
dV3
(Å)
3.4302
3.44(1)
3.46(1)
3.47(1)

2
σO1
NO2
(Å2 )
2
0.010(1) 2
0.009(1) 2
0.005(1) 2
2
σV1
2

(Å )
0.012(2)
0.012(2)
0.011(3)
2
σV3
2

(Å )
0.011(1)
0.005(1)
0.004(1)

NV2
1
1
1
1
NV4
4
4
4
4

dO2
(Å)
2.1063
2.06(1)
2.05(1)
2.01(1)
dV2
(Å)
3.2608
3.10(1)
3.21(3)
3.23(6)
dV4
(Å)
3.5338
3.55(1)
3.57(1)
3.58(1)

2
σO2
(Å2 )
0.007(1)
0.017(1)
0.023(1)
2
σV2
2

(Å )
0.005(2)
0.008(4)
0.010(8)
2
σV4
2

(Å )
0.011(1)
0.005(1)
0.004(1)

2
σO2
(Å2 )
0.003(0)
0.002(0)
0.000(0)

NO3
2
2
2
2

dO3
(Å)
2.0211
2.07(1)
2.07(1)
2.06(1)

2
σO3
(Å2 )
0.007(1)
0.017(1)
0.021(1)

dV5
(Å)
3.5705
3.55(1)
3.63(1)
3.61(1)

2
σV5
(Å2 )
0.013(1)
0.007(1)
0.004(1)

NO4
1
1
1
1

dO4
(Å)
2.0644
2.11(1)
2.12(1)
2.10(1)

2
σO4
( Å2 )
0.007(1)
0.017(1)
0.021(1)

dV6
(Å)
3.6462
3.62(1)
3.70(1)
3.69(1)

2
σV6
(Å2 )
0.013(1)
0.007(1)
0.004(1)

2
σV2
(Å2 )
0.003(1)
0.006(1)
0.005(1)
2
σV4
(Å2 )
0.014(2)
0.001(1)
0.000(1)

NV5
2
2
2
2

NV6
2
2
2
2

Table 4. With the R model the best fit results of EXAFS
data measured from the VO2 film at 40, 70, 100 ◦ C. (top)
the first neighboring atoms of 6 oxygen, (middle) the
second neighboring atoms of 2 vanadium, (bottom) the
third neighboring atoms of 8 vanadium from a V atom,
A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error of the last digit.
Temperature

NO1

R phase
40 ◦ C
70 ◦ C
100 ◦ C

6
6
6
6

Temperature

NV1

R phase
40 ◦ C
70 ◦ C
100 ◦ C

2
2
2
2

Temperature

NV3

R phase
40 ◦ C
70 ◦ C
100 ◦ C

8
8
8
8

2
σO1
(Å2 )
-

dO1
(Å)
1.9250
N/A
1.91(1)
1.92(1)
dV1
(Å)
2.8514

0.012(1)
0.009(1)
2
σV1
(Å2 )
-

N/A
2.89(4)
2.44(3)
dV3
(Å)
3.522

0.010(6)
0.020(5)
2
σV3
(Å2 )
-

N/A
3.51(1)
3.52(1)

0.011(1)
0.010(1)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0 ◦ C에서 측정된
으로 M1 모델 맞추기와 비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0
◦

엑샆스 데이터를 M1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로부터 r-인자

C에서 측정된 엑샆스에 대한 M1과 M2 모델 맞추기는 두

값은 충분히 작아서 맞추기 자체는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모델 모두 V-V1과 V-V2 간의 거리가 각각 2.55 Å과 3.10 Å

있다. 그러나 짧은 V-O 쌍과 긴 V-O쌍의 드바이-월러 인자

◦

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40 C에서 VO2 의 V

값 간의 8배 정도의 차이는 사실적인 구조와 다를 가능성이

주위의 한곳 구조는 M1 또는 M2 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V-V3와 V-V4 쌍의 드바이-월러

있으며, 엑샆스의 해상도 한계로 M1과 M2 상을 구분하는

인자 값 0.001 Å2 은 상온임을 감안할 때 너무 작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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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맞추기 결과는 70 ◦ C에서 VO2 는 M1 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0 ◦ C 데이터를 R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에서 r-인자 값 0.0197은 R 모델의 맞추기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R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는 원자 간의 거리와 드바이-월러 인
자 값이 합리적인 값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
◦
C의 VO2 로부터 측정된 엑샆스 데이터를 M1 모델로 맞추
기한 결과에서 드바이-월러 인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좋은 맞추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M2 모델로 맞추기한 결
과에서 짧은 V-O 쌍의 드바이-월러 인자 값은 0.005 Å2 인
반면에 긴 V-O 쌍의 드바이-월러 인자 값은 0.023 Å2 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온도가 100 ◦ C로 고온임을 감안하며,
그 값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00
◦
C의 VO2 를 R 모델로 맞추기한 V-V1 쌍의 거리 2.44 Å
은 엑스선 에돌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2.85 Å에 비하여 약
0.4 Å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00 ◦ C의 데이터를
M2 모델로 맞추기한 결과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100 ◦ C의
경우 M2와 R 모델 모두 맞추기가 가능하지만, M2 모델이
좀 더 합리적인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O2 로부터 측정된 직류 전기 저항 곡선은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가 매우 작은 온도 구간에서 급격하게 일어난
다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며 [5], 엑스선 에돌이 측정결과도
구조적인 전이가 짧은 온도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10]. 그러나 단결정 VO2 나노선으로부터 측정된
엑스선 에돌이는 구조적인 상전이 온도 근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M2 상이 85 ◦ C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20]. VO2 나노선으로부터 측정된 엑스선 에돌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VO2 박막으로부터 측정된 엑샆스를
이용하여 밝힌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엑스선 에돌이 측정
에서는 다소 퍼진 모양의 M1상의 엑스선 에돌이 봉우리로
인하여 M2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엑샆스 결과는 M2 상이 전이온도보다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즉 M2 상은 절연체 특성과 금속 특성 영역에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절연체 M2와 금속 M2 상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같은 M2 상 구조에서
절연체에서 금속 특성으로 바뀌는 전이에 대한 규명을 위
하여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IV. 결 론
물질의 구조와 결정성은 일반적으로 엑스선 또는 중성자
에돌이 측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에돌이 방
식으로 결정된 구조가 한곳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다소 무질서함이 포함된 결정체나 결정상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VO2 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M1→ M2→R
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곳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
법인 엑샆스는 VO2 가 40 ◦ C일 때는 M1 또는 M2 상 결
정체에 가깝고, 70 ◦ C 일 때는 M2 상 결정체이며, 100 ◦ C
에서는 M2 또는 R 상 결정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곳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상온 근처에서는 M1
상 결정체이고 100 ◦ C 이상의 온도에서는 R 상 결정체이
지만, 그 중간의 넓은 온도 구간에서 VO2 는 M2 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VO2 의 금속-절연체 전이 온도가
70 ◦ C임을 감안할 때, 한곳 구조적인 전이가 금속-절연체
전이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는 VO2 의
M2 상 구조에서 절연체적인 특성과 금속적인 특성이 온도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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