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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metalenses focus light via the well-controlled phase delay of transmitted light through
individual dielectric resonators. At visible wavelengths, the resonators generally possess extremely
high height-to-width aspect ratio to compensate for the relatively low refractive indices of commonly used dielectrics. Such structures are difficult to fabricate and prone to mechanical fractures,
the effects of which must be considered for realistic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metalenses comprising TiO2 nanopillars with two common types of defects –
randomness of pillars’ radii and mechanical fracture of pillars. We first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defects on the transmission properties of an individual pillar and then observe the
collective performance degradation of the whole metalens under various circumstances. In both
cases, we find that defects significantly affect the collection efficiency but only slightly change the
focal spot size. We also discuss potential means to mitigate the effect of realistic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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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 유전체 메타렌즈의 결함으로 인한 성능 저하의 시뮬레이션 연구
정호성 · 정지윤∗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및 양자융합기술연구소, 강원 24341, 대한민국
(2022년 8월 12일 받음, 2022년 8월 22일 수정본 받음, 2022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유전체 메타렌즈는 단일 유전체 공진기를 투과한 빛의 위상 차이를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빛을
모은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유전체의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공진기의 너비에 비해 높이가 매우 커야 한다. 이런 구조는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손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티타늄 원기둥 공진기로 이루어진 가시광선 메타렌즈에 대해 흔히 나타나는 결함 두 가지 –
반지름의 부정확함, 그리고 원기둥의 부러짐 –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결함 모두에 대해
메타렌즈의 집광 효율은 크게 떨어지지만 초점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함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Keywords: 메타렌즈, 결함, 집광 효율, 초점 크기, 유한차분시간영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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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연구 방법

메타 표면에서의 스넬의 법칙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이
후 [1], 메타 표면 기반 렌즈 또는 메타렌즈는 많은 관심을
끌었고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2–4]. 최초의 메타렌즈
는 원형 편광 입사광을 필요로 하는 판차라트남-베리 기하
위상을 이용했지만 [5–8], 편광에 민감하지 않은 메타렌즈
가 곧 개발되었고 [9–12], 색수차도 해결되었다 [13–17]. 메
타렌즈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른 유형의 수차 제거 [18],
재구성 가능한 메타렌즈 [19], 저비용 및 대면적 제작 방법
론 [20], 더 나은 효율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역설계 [21],
그리고 소형 광전자 또는 양자 광학 소자를 위한 광원 내장
메타렌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2]. 따라서, 메타렌
즈 분야는 충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증강
또는 가상 현실을 위한 고글과 같은 실용적인 장치에도 적
용이 고려되고 있다 [23,24].
이상적인 메타렌즈는 회절한계의 초점 크기와 거의 완
벽한 집광 효율로 빛을 모을 수 있지만, 제조 공정은 항상
오류를 동반하며, 현실적인 메타렌즈는 이러한 결함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차의 영향은 가시광선 파장에서
작동하는 메타렌즈에서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별
공진기의 너비가 100 nm 이하로 매우 정교해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가시광선 파장에서 투명한 유전체는 적외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체(Si ∼3.6, GaAs ∼3.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굴절률(TiO2 ∼2.4, SiO2 ∼1.5)을 갖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상 지연을 얻으려면 공진기의
높이가 커야 하며, 이로 인해 높이 대 폭의 종횡비가 매우
커진다. 이러한 구조는 제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계적
으로 불안정하며 쉽게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렌즈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불완전성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함에 민감하지 않은 구조를 설
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iO2 로 만든 원통형 기둥 형태의 공진
기로 이루어진 원형 메타렌즈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리소
그래피의 제한된 분해능으로 인한 부정확한 반지름, 그리
고 식각 또는 기타 처리 과정에서 기둥의 파손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결함이 메타렌즈의 초점 크기와 집광 효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메타렌즈의 결함 분석에 대
한 이전 연구는 대부분 기울어진 측벽과 임계 치수(critical
dimension, CD) 바이어스를 다루었는데 [25], 이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또는 원자층 증착 기반 방법과 같은
제작 방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종류의 오차들이다 [26].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종류의 결함은 어떠한 종류의 메
타렌즈에도 존재하므로 이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완
함으로써 현실적인 상황에서 메타렌즈의 성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MIT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코드인
MEEP(MIT Electromagnetic Equation Propagation)라
는 파이썬 기반 유한 차분 시간 영역(finite-difference time
domain, FDT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7].
검출 지점의 전기장이 초기 진폭의 10−6 미만으로 감소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연구 대상으로는 Khorasaninejad 등이 제안한, 가시광선의 편광 독립적인 초점이 가
능한 TiO2 원기둥 기반의 메타렌즈 구조를 선정했으며 [9],
580 nm 파장에서 TiO2 에 대해 2.4의 일정한 굴절률을 가
정하였다 (Fig. 1). 상기 기둥들은 높이가 600 nm이면서 40
내지 110 nm의 반지름 (80–220 nm의 직경)을 가지며, x
및 y 방향으로 250 nm의 주기성을 갖는 배열로 배치된다.
위치 (x, y)에서 기둥의 반지름 r(x, y)은 각 기둥에 의해
도입된 위상 지연이 아래와 같이 쌍곡선 분포를 따르도록
결정된다.
p
∆φ(x, y) = 2π − 2π × ( x2 + y 2 + f 2 − f )/λ

(1)

여기서 f 는 초점 거리, λ 는 파장이고, 위상 값은 2π 미만
으로 폴딩 됨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φ와 r 사이의 관
계는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진 단일 기둥의 투과도에 대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x 와 y 방향으
로는 주기적 경계 조건을, +z와 −z 방향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층(perfectly matched layer, PML)을 적용했다.
∆φ와 r의 관계가 결정되면 실제 메타렌즈에 대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다. 메타렌즈는 초점 거리가 10 µm이고
전체 크기는 20 µm × 20 µm로 설계되어 약 0.7의 개구수
(numerical aperture, NA)를 얻을 수 있다. 초점 근처의
빛의 세기 분포를 얻기 위해 메타표면 근처의 근접장 분포
를 계산한 다음 등가 원리에 따라 근접장을 원거리 장으로
투영하였는데, 이는 푸리에 변환된 접선방향 전기장이 등
가 전류로 치환된 뒤 해석적 Green’s function으로 변환될
수 있음에 기반하였다 [28].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공간과
그에 따른 계산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III. 본 론
Figure 2(a) 및 (b)는 원기둥의 지름과 투과된 빛의 세
기 및 위상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장 작은 원기둥 (지름
80 nm)이 일으키는 위상 변화가 0이 되도록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값을 기록하였다. 지름이 80 nm에서 220 nm로
증가함에 따라 투과한 빛의 위상이 0에서 거의 2π까지 증
가하여 위상을 전 영역에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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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Schematic drawing of the metalens under study. (b) Unit cell structure of the metalens,
where diameters of the pillars vary from 80 to 220 nm (or, 40 to 110 nm in radii) depending on the position.

Fig. 2. (Color online) (a) Transmittance and (b) phase lag of light transmitted through a whole pillar (h = 600 nm)
with different radii. (c) Transmittance and (d) phase lag of light transmitted through a broken pillar (h = 300 nm)
with different ra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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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Radii distribution of a metalens with no defects. (b) Intensity distribution near the focal
spot.

Fig. 4. (Color online) (a) Radii distribution of a metalens where pillars with certain radii are broken. (b) Maximum
intensity and focal spot size for a metalens with certain pillars broken in half.
투과도 역시 모든 반지름에 대해 90% 이상으로, 메타렌즈
의 집광 효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c), (d)는 같은 반지름에 높이가 반으로 감소한 원기둥의
투과도 및 위상 그래프로, 원기둥이 부러지는 결함을 모
델링한 결과이다. 빛이 원기둥을 지나는 거리가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위상 값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위상 차이가 향후 살펴볼 메타렌즈의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결함이 없는 메타렌즈의 성능은 Fig. 3에 정리되어 있
다. 초점거리에 도달하는 빛이 모두 같은 위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더 두꺼운 원기둥을 배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a)). 초점거리 근방에서의

Fig. 5. (Color online) Maximum intensity and focal spot
size for a metalens with certain pillars completely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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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a) Radii distribution of a metalens where radii of pillars are subject to randomness. (b) Maximum
intensity and focal spot size for a metalens with certain degree of randomness in the pillars’ diameters.
빛의 세기 분포를 확인해보면 렌즈를 투과한 빛이 정확한
위치에 강하게 집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어
리 원반 (Airy disk)의 직경은 0.905 µm로, 개구수 0.7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한계인 0.708 µm 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기 분포 곡선을 가우시안 함수에 피팅한
경우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σ 값도 얻을 수 있었는데, 에
어리 원반 특유의 진동 패턴이 계산 결과에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점 크기를 평가할 때 에어리 원반의 직경
대신 2σ 값을 사용하였다. 집속된 빛의 세기는 약 200,000
으로 계산되었으나 이는 임의의 단위로, 차후 결함이 있는
메타렌즈의 성능 평가 시 기준 값으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진 기둥이 부
러졌을 때 메타렌즈의 광학 성능을 연구했다 (Fig. 4(a)).
먼저 기둥의 중간이 부러져 두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가
정했을 때의 결과는 Fig. 4(b)에 나와 있다. 반지름이 0.07
µm 미만인 기둥들의 경우 부러져도 집속된 빛의 세기에
큰 영향이 없고, 그 이상의 반지름에 대해서는 초점 효율의
감소가 부서진 기둥의 직경과 거의 선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경이 큰 원기둥이 손상 시 초점 효
율을 더 크게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기둥의 위상
지연이 기둥의 직경에 비례하기 때문에 큰 기둥의 파손이
더 큰 위상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사실과 부분적으로 관련
이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는 기둥의 파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빛이 초점으로부터 멀리 흩어짐을 암시한다.
기둥이 완전히 제거되어 두께가 0이 된 경우 추세는 비슷
하지만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Fig. 5) 우선, 절반만 부러진
경우와 달리 매우 작은 직경의 기둥이 부러지더라도 즉시

초점 효율이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직경이 커짐에 따
라 선형적으로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반만 부러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의 위상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
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 오히려 집속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장 큰
반지름의 기둥이 주는 위상 차이가 약 2π로 0과 사실상 같
아서 우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결과들로부터 얇은 원기둥의 파손이 메타렌즈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실험적으로 관찰된 결과와도 부합한다.
원기둥의 무작위 반지름이 미치는 효과는 Fig. 6에 정
리되어 있다. 랜덤성을 10%에서 50%로 증가시킴에 따라
집속 효율이 일관적으로 감소하였고, 초점 크기는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어 부러진 원기둥에 의한 효과와 유사한 결
과를 관찰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 내외의 무작위성
에 대해서는 메타렌즈의 성능 저하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10%를 메타렌즈의 성능 보증을 위한 공
정 오차의 마지노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직경 180
nm 이상의 기둥이 메타렌즈 집속 효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15 nm가 제조 공
정의 임계 치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고급 전자빔 라이터 (e-beam writer) 대신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기반의 리
소그래피 시스템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기대치 대비
약 80%의 성능을 보이는 메타렌즈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Simulation Studies on Defect-induced Performance Degradation of · · · – Hosung Jung · Jeeyoon Jeong

또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메타렌즈를 설계할 때 제작
으로 인한 결점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종횡비가 높은 기둥 (직경이 작은 기
둥)은 파손되기 쉽지만 메타렌즈의 집광 효율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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