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2 Mar.; 23(3), 402~405.

http://dx.doi.org/10.5515/KJKIEES.2012.23.3.402

ISSN 1226-3133 (Print)

402

                    

 「이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16495).」

  한양 학교 자컴퓨터통신공학과(Department of Electronic & Computer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November 21, 2011 ; Revised February 27, 2012 ; Accepted February 29, 2012. (ID No. 20111121-147)

․Corresponding Author : Jaehoon Choi (e-mail : choijh@hanyang.ac.kr)

Non-Bianisotropy 특성을 갖는 IDC로 구성된

메타 물질 단 셀 설계

Design of a Metamaterial Unit Cell Using an Interdigital Capacitor 

with Non-Bianisotropic Property

권  결․하재근․이 ․최재훈

Kyeol Kwon․Jaegeun Ha․Youngki Lee․Jaehoon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non-bianisotropy 특성을 갖는 IDC(Interdigital Capacitor)를 이용한 메타 물질(metamaterial) 단

셀 구조를 제안하 다. IDC 단 셀에 유도되는 자기 공진으로 인하여 SRR(Spilt Ring Resonator)와 같이 특이한

유효 매질 라미터 값들이 나타내게 된다. 제안된 단 셀은 기존의 SRR 단 셀 구조에 비하여 기 으로

더 작게 설계할 수 있다. 도 측정법을 이용하여 얻은 응답 특성을 통해 추출된 셀의 유효 라미터 값은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ovel metamaterial unit cell utilizing an interdigital capacitor(IDC) with non-bianiso-

tropic property. Due to the induced magnetic resonance of an IDC unit cell, exotic effective constitutive parameters 

can be realized like a split ring resonator(SRR). Furthermore, the proposed unit cell is electrically smaller than a con-

ventional SRR unit cell. The effective parameters retrieved from the transmission responses of waveguide measurement 

method and simulated results show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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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높은 자기 분극성(magnetic polarizability)을 갖는

NMPM(Negative Magnetic Permeability Medium)은

SRR과 같은 속 패턴이 장보다 훨씬 짧은 주기

인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SRR의 자기 공

진 주 수 부근에서 이 구조는 자연 상태의 물질로

는 존재하지 않는 음의 투자율을 가지게 된다
[1]. 

Pendry가 최 로 제안한 이 EC-SRR(Edge-Coupled 

SRR)는 자성체를 쓰지 않고도 음의 투자율의 실

가능성을 보인 반면에, 구조의 기본 축과 다른 임의

의 방향에서 가 할 때 원하는 자기 공진 특

성뿐만 아니라 기 coupling도 발생하게 되어 교

차 편 (cross-polarization) 상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Bianisotropy라 불리는 이러한 상은 부가 인

자기 응답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기 크기를 이기

하여 SRR이 갖는 L, C 값들을 증가시키려면 ring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야 하는데, 이는 제작상의 한계

를 갖는다. 이후, EC-SRR이 갖는 기 크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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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메타 물질 단 셀의 구조

Fig. 1. The proposed metamaterial unit cell configura-

tion.

 

계,  bianisotropy 특성 등을 개선하기 해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한 구조들이 제안되었다
[2],[3].

본 논문에서 제시한 IDC를 이용한 메타 물질 단

셀 구조는 큰 capacitance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

계에 의한 유도 류를 여기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리

한 구조이다. 한, 셀 구조가 갖는 반 칭 구조

로 인해 기존의 SRR의 한계 이었던 bianisotropy 특

성을 제거할 수 있다.  

Ⅱ. 타 물질 단  셀 설계

그림 1은 제안된 메타 물질의 단 셀을 나타낸

다. 0.4 mm 두께의 FR-4 기 (εr=4.4, tanδ=0.02)을

이용하 으며, 셀의 크기는 5 mm×5 mm×0.4 mm이

다. 유 체 기 의 한 쪽 면에 6개의 interdigital fin-

ger 들로 이루어진 패턴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사

이에서 coupling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Bianisotropy 특성을 제거하기 하여 제안된 단

셀은 구조의 심에 하여 반 칭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체 인 셀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interdigital finger의 길이를 조 함으로써 공진 주

수를 조 할 수 있다. 제안된 구조의 큰 inductance와

capacitance에 의하여 공진 주 수에서 강한 자기 분

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SRR에 비하여

기 크기를 일 수 있다. 제안된 메타 물질 단

셀의 설계와 시뮬 이션은 FEM(Finite Element Me-

thod) 기반 상용 소 트웨어인 ANSYS사의 HFSS v. 

13.0.0을 사용하 다
[4]. 

그림 2는 자기 공진 주 수에서의 류 분포를 나

타낸다. 단 셀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자계에 의해

그림 2. 자기 공진 주 수에서의 표면 류 분포

Fig. 2. The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at the magnetic 

resonant frequency.

 

여기된 유도 류는 interdigital finger를 따라 흐르게

되며, 이 때 큰 inductance capacitance로 인해 강한

자기 공진을 일으키게 된다. 한, IDC 셀이 구조의

심에 하여 반 칭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각

interdigital finger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하들은

칭으로 분포하게 된다.

제안된 단 셀 구조의 non-bianisotropy 특성을 확

인하기 하여 그림 3(a)에 나타난 네 가지 경우에

한 가상의 평행 도 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을 수행하 다. 경우 1과 경우 2에서 자계가 셀에 수

직으로 입사되고, 계는 경우 1에서 interdigital fin-

ger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경우 2에서 interdigital fin-

ger에 평행하게 입사되므로 메타 물질 단 셀의

기 공진이 자기 공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경우 3에서는 자계가 셀에 수평으로, 계

가 interdigital finger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입사되므

로 기 공진만 유도되며, 경우 4에서는 자계는 셀

에 수평으로, 계는 interdigital finger에 수직으로 입

사하므로 어떠한 공진도 유도되지 않는다.

그림 3(b)에는 제안된 단 셀의 각 경우에 따른

송 응답 특성이 나타나 있다. 경우 1과 2에서 자기

공진은 3.9 GHz 근처에서, 기 공진은 5.9 GHz 근

처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

2에서 발생하는 기 공진은 감소한 capacitance 때

문에 경우 1에 비하여 약하고, 경우 3에서는 5.9 GHz 

근처에서만 기 공진이 발생하므로 제안된 단 셀

구조의 기본 축과 다른 방향에서 가 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기 공진은 자기 공진에 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단 셀

구조의 자기 공진 주 수의 교차 편 상이 제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 4에서는 기 공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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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단 셀에 입사하는 각각의 방향과 편

(a) Unit cell under different propagation directions and in-

cident wave polarizations

(b) 각 경우의 송 응답 특성 시뮬 이션 결과

(b) Simulated transmission responses of the unit cell for 

each case

그림 3. 단 셀에 네 가지 다른 가 입사될 경우

와 그 응답 특성 시뮬 이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s for unit cell under four di-

fferent cases and transmission responses.

 

자기 공진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들

로부터 제안된 단 셀 구조는 non-bianisotropy 특성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셀 크기를 갖는 EC-SRR과 비

교하 을 때, 제안된 단 셀 구조는 그 기 크기

가 9.13 % 작으며 더 낮은 주 수 역에서는 inter-

digital finger 패턴 의개수와 finger 길이를 증가시킴

으로써더큰 기 크기의감소효과를가질수있다.

Ⅲ. 타 물질 단  셀  및 토의

그림 4(a)는 제안된 메타 물질 단 셀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제작된 메타 물질 시료를 보여

다. 유효 투자율을 계산하기 하여 메타 물질 단

셀 5개가 배열된 유 체 기 18장과 각 기 사이

에 비유 율 1, 2.5 mm 두께의 스티로폼 19장이 삽

입된 형태의 메타 물질 시료는 폭이 54.7 mm이고, 

높이는 7 mm로서, 사용 주 수 범 가 3.3∼4.9 GHz

인 도 WR229에 맞추어 설계하 다. 그림 4(b)와

같이 투자율 측정 시험을 구성하고 Agilent 8719ES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메타 물질 시료로 채워

진 도 의 송 응답 특성을 측정하 다.

그림 5(a)는 메타 물질 시료를 도 측정법을

이용해 계산 측정한 S 라미터를 보여 다. 네

트워크 분석기에 연결된 도 으로부터 측정된 S 

라미터를 메타 물질 시료 부분만 deembed하기

하여 식 (1)의 l값을 입력하고 식 (2)의 도 의

비 a로부터 계산된 β를 입력하여 측정 기 면을 이

동시키고
[5], S 라미터의 복소수 값을 식 (3)∼(5)의

표 라미터 추출식을 이용하면 유효 라미터들

을 계산해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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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정을 한 5×18 배열로 구성된 메타 물질 시료

(a) Material under test consisting of 5×18 array

(b) 구형 도 을 이용한 투자율 측정 시험 구성

(b) Measurement setup for relative permeability calculation 

by using rectangular waveguide

그림 4. 제안된 메타 물질 단 셀의 제작 시험

Fig. 4.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the proposed 

metamaterial uni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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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타 물질 시료의 S 라미터

(a) S parameters of the metamaterial under test

(b) 유효 투자율의 실수부와 허수부

(b)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the effective perme-

ability

그림 5. 제안된 메타 물질 시료의 시뮬 이션 측

정 결과

Fig. 5.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of the metama-

terial under test.

 

 


 
 



 
 



(4)
  

   · (5)
 

그림 5(a)에서 S21의 값이 최 가 되는 주 수로부

터 메타 물질 시료의 자기 공진 주 수의 측정값은

4.22 GHz, 시뮬 이션으로 계산된 값은 4.20 GHz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b)는 메타 물질 시료의 투

자율 특성을 나타낸다. 모의 실험과 측정을 통해 얻

은 S 라미터로부터 유효 투자율을 추출한 결과, 

자기 공진 주 수 근처에서 투자율의 실수부가 —1 

이하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단 셀 구조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 수에서

음의 유효 투자율을 갖게 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실험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에서 보이는 차이는 메

타 물질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 체 기 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DC를 이용한 단일 평면 메타 물

질 단 셀 구조가 제안되었다. IDC 구조는 큰 in-

ductance와 capacitance를 가지므로 강한 자기 공진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단 셀 구조의 기

크기는 기존의 EC-SRR의 크기에 비하여 9.13 % 

감소하고, 반 칭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non-bi-

anisotropy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셀 구조는 기존의 SRR 구조

를 신하여 메타 물질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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