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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타 물질에서의 자기 유도 에 지 달 제어에 한 연구가 마이크로 역에서 실험 산 모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시된 메타 물질은 기 을 사이로두 개의링 타입 공진기가 비 칭 으로 배열된 구조이고, 

자기 의 유도 에 지 달이 편 상태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제어

련 응용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lassical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EIT)-like switching in metamaterial was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demonstrated in the microwave-frequency region. The metamaterial unit cell consists of two identical  

split-ring resonators, which are arranged on both sides of a dielectric substrate with asymmetry. It is found that the 

classical EIT-like switching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olarization of the incident electromagnetic wa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omising for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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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메타 물질(Metamaterial: MM)은 특정 주 수에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은 음의 유 율 는 음의

투자율을 가질 수 있도록 장보다 훨씬 짧은 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 Walser는 MM을

“특정 입력에 한 두 가지 이상의 반응들이 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입체 주기 셀 구조를

갖는 거시 인 합성 복합 재료”라고 정의하 다
[1]. 

MM은 지 까지의 물리 상을 보다 확장한 것으

로서 인공 인 설계에 의하여 특이한 자기 특성

구 이 가능하게 했다.

MM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주 수

역에 계없이 장, 상 굴 률 제어를 바탕

으로 한 신개념의 차세 기술로서 정보 통신 기기, 

자 제품 등의 소형화, 고성능화 등의 실 이 가

능하며, 고성능/고효율의 통신 부품, 통신 부

품, 의료 진단 상 장치, 보안 감시 시스템 등에 응

용되어 사회의 산업 반에 지 한 효과를 미

칠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미래의 ․후방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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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MM 기술을 이용한 특이 특성

의 하나인 자기 유도 에 지 달(electromagne-

tically-induced transparency: EIT)에 한 연구를 보고

하고자 한다. 이미 2008년 이후 수십 편의 련 논문

이 게재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인 상태이다
[2]～[7]. 최근에 Liu[2], Singh[3] 등에 의해 THz 역에서

링 타입 공진 구조(split-ring resonator: SRR)로 이루

어진 MM에서의 EIT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를 참고

하여, 새로운 EIT MM 구조를 제안하고, 뿐만 아니

라 편 상태를 변화시킴에 따라 EIT 효과가 제어

될 수 있음을 GHz 역에서의 산 모사와 실제

측정에 의해 입증하 다.   

Ⅱ. 결과 및 토의 

그림 1(a)은 새롭게 제시되는 MM 구조의 설계 조

건 제작된 구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에

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기법이 사용되었고, 구

리의 두께는 35 μm이다. 기 의 유 상수(dielectric 

constant)는 3.9 고, 유 체 손실 탄젠트(dielectric 

loss tangent)는 0.025 다. 기 의 체 크기는 25×25 

cm2
이다. HP E8362B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

그림 1. (a) 제작된 MM 구조사진. 선 부분이 단 구

조(unit cell)이다. (b) 시뮬 이션으로 본 단

구조의 입체 모습. 기하학 치수는 각각 w 

=1.2 mm, l=2.2 mm, d=0.5 mm 이다. x, y 방향으

로 L=3.8 mm의 주기성을 가진다.

Fig. 1. (a) Photograph of the investigated structure. Da-

shed box indicates the unit cell. (b) Slanted side 

view of the unit cell of the investigated structure. 

The geometric parameters are w=1.2 mm, l=2.2 

mm, and d=0.5 mm. The periodicity L is 3.8 mm 

in both x and y directions. The incident plane 

wave is irradiated along the z direction.

(a)

(b)

(c)

그림 2. 편 상태에 따른 (a) 측정 (b) 시뮬 이

션 투과율 데이터. (c) 기 의 손실 탄젠트에

따른 이론 투과율 변화.

Fig. 2. (a) Measured and (b) simulated transmission spec-

tra for different polarizations, and (c) simulated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loss ta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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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a) x - y 평면상에 치한 특정 방향성을 가진

SRR 구조체 모델. (b)～(d) 16.5 GHz에서의 편

상태에따른시뮬 이션표면유도 류상태

Fig. 3. (a) Simulation model of SRR structures on x - y

plane with specific directionality. (b)～(d) Surface 

current maps for different polarizations at 16.5 

GHz.

 

lyzer) 혼(horn) 안테나가 측정에 사용되었다. 시

뮬 이션은 CST Microwave Studio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1(b)는 기 을 사이로 두 SRR 구

조체가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함을 보이고 있

다. 외부 자기 의 입사 방향은 z 축 방향이었고, 

자기 의 기장 성분 E의 방향은 y 축과 각 a를

이루었다. 

그림 2는 편 상태에 따른 투과율 그래 이다. 

반 으로 측정값과 시뮬 이션값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SRR의 공진 모드는 갭(gap)의 맞은편 부분

과(그림 3(a)의 선부) 외부 자기 의 기장 성

분과의방향성에큰 향을받는다
[8]. 그림 3(b)에서확

인할 수 있듯이, a=0일 때, 16.5 GHz 자기 의

기장 성분에 의해 앞쪽의 SRR은 공진 모드가 형성

되지 않는 반면, 뒤쪽의 SRR엔 공진 모드가 형성되

게 된다. 연이어 뒤쪽 SRR의 공진 상으로 인해 구

조체 가운데에 유도되는 자기장은 앞쪽 SRR에 약한

표면 유도 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뒤쪽 SRR

에 형성된 표면 유도 류와 방향이 반 가 되게 된

다. 이 게 앞뒤 SRR에 다른 방향으로 형성된 표면

유도 류는 각각의 SRR 사이에 유도되는 자기장

성분에 의해, 서로의 공진 모드를 억제하는 상호 작

용(coupling)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외부 자기

에 해 속 구조체가 갖는 자기 특성 감소

와 16.5 GHz 자기 입장에서는 기 에 SRR이 없

는 듯한(투명한: transparent) 조건을 주게 되어 투과

율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a=90°일 때도 a=0일 때와

같은 상이 일어나게 됨을 구조체의 방향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a=0, 90°에선 한 구조체 안의

공진 모드로 인해 유도되는 다른 구조체의 표면 유

도 류 상이 충분히 크지 못하게 되므로, 미약한

억제 상호 작용 효과로 인한 16.5 GHz에서의 소폭의

투과율 증가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자기 의 기장 성분 E가 비스듬히 입사

될 때는 앞뒤 SRR에 모두 공진 모드가 형성됨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3(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a=45°일 때는 두 SRR에 각각의 표면 유도 류 방

향이 서로 상반된 공진 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

므로 SRR 사이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 한 다

르게 되고, 그리하여, 서로의 공진 모드를 진하는

상호 작용을 유발한다. 외부 자기 의 기장은

두 SRR 구조체의 강한 공명 상에 의해 상쇄되고, 

이는 투과율 하 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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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일 때 한 두 SRR 모두에 공진 모드가 형성되

는 데, 각각의 표면 유도 류 방향이 서로 같고(그

림 3(d)), 이는 억제 상호 작용 효과의 극 화를 의미

한다. EIT 효과의 증진은 16.5 GHz에서의 높은 투과

율로 확인될 수 있다. 한, 기 의 두께 비교를 통

해, SRR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상호 작용효

과도 어듬을 알 수 있다. 실험 조건의 제약상, 유

체 손실 탄젠트 값이 0.025인 기 을 사용하 으

나, 시뮬 이션에 의하면(그림 2(c)) 이보다 10배 작

은 0.0025 값의 기 을 사용할 경우 크게 향상된 EIT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 체 손실

탄젠트 값이 작아짐에 따라 MM의 EIT 특성이 향상

됨은 보고된 바 있다[9].

Ⅲ. 결  론

EIT 특성을 갖는 새로운 MM 구조에 한 제시와

편 상태를 이용한 EIT 상 제어에 한 연구가

마이크로 역 실험 시뮬 이션을 통해 이루어

졌다. 제시된 MM 구조는 기 을 사이로 두 개의

SRR 구조가 비 칭 으로 배열된 구조이고, 자기

의 유도 에 지 달이 편 상태에 크게 의존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 의 회 등을 통하여

특정 주 수를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제어가 가

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제어 련 응용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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