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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선 이론에 의한 적외선 흡수 구조체의 흡수율 모의시험

Modeling and simulation on an IR absorbing structure 
with the cascaded transmission line model

박 승 만*

(Seung-man Park)

Abstract  -  In this paper, the modeling and simulation of infrared absorption in an infrared absorbing structure with the 

cascaded transmission line model were carried out. Each layer in the infrared absorbing structure can be modeled as a 

characteristic impedance of the cascaded transmission line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cavity thickness  

to get a maximum absorption should be less than a quarter wavelength,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prevalent 

thickness. It can be assured that the sheet resistance of an absorbing layer to get a maximum absorption is 377Ω/□, 

that the thickness of the absorbing layer dose not affect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absorption. It is also shown that 

the thickness of the active layer is not critical to the IR absorption. It can also be assured that the validation of this 

modeling is proved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results from similar absorb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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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나노기술의 발 과 함께 메타물질의 출 으로 

자기 의 활용 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메타물질의 구

으로 물질의 유 율과 투자율을 조 할 수 있으므로  

는 자 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에 없던 새로운 활용 

가능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다[1-4]. 메타물질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하나는  는 자 의 

반사, 흡수, 굴 에 련된  분야이다. 새로운 흡수구조

가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하나가 외선 검출

소자 분야이다. 외선 검출소자는 원에서 방출되는 아주 

작은 에 지를 검출해야하기 때문에 입사되는 자 의 효

율 인 흡수가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5-8].

외선 검출소자에서 외선 흡수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비반사막(anti-reflection layer)을 형

성하여 외선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것으로 외선이 흡수될 

반도체 소자 에 단층 는 다층으로 유 체 박막을 형성하

여 반사를 이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양자형의 외선 검출기 제조에 거의 모두 용되고 

있다[5-8].  다른 한 흡수구조는 외선을 흡수하여 그 온

도가 변화하는 구조로 흡수층이 λ/4 공명  층(quater wave 

resonant cavity)의 상단에 치된 구조이다. 흡수층으로 얇

은 속층, 속 는 탄소-블랙(metal or carbon black), 그

리고 나노구조를 갖는 메타물질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4,5]. 이 방법은 비냉각 마이크로 볼로미터 외선 검출소자

에서 활용되는 구조로 흡수된 열량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외선 구조체를 외부로부터 열 으로 고립시키는 구조

가 요구되며 한 입사 외선으로부터 높은 온도변화를 유

발하기 하여 흡수구조의 열용량을 최소로 하여야한다[4-9]. 

따라서 비냉각 외선 검출소자를 한 흡수구조체는 외

선 흡수가 우수하여야하는 것은 물론 열용량이 매우 작게 

구 될 수 있어야한다.

송선 이론에 의하면 표피 깊이(skin depth)보다 훨씬 

얇은 두께의 속박막은 보통 자 의 투과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즉 속 층이 매우 얇아서 자 의 흡

수가 없어야한다. 그러나 실험  찰에 의하면 표피 깊이

보다 훨씬 얇은 두께에서도 고주 에서 매우 큰 흡수가 

발생하여 자  투과율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한 이런 

상을 이론 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

이다[4,10-12]. 이후로 외선 흡수구조체에 사용되는 얇은 

속층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여 장 역에 따라 두

께와 흡수율의 상 계를 이론 으로 악하 다[4,5]. 

본 연구에서는 표피깊이보다 매우 얇은 속박막을 흡수

층로 갖는 외선 흡수구조에서의 외선 흡수 과정을 연속

된 송선 이론(cascaded transmission line, CTL)과  얇은 

속층의 흡수이론으로 모델링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흡수

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외선 흡수

구조체는 외선 마이크로 볼로미터 면 배열의 단 소

자에서 사용되는 흡수체 구조의 한 이며 이런 특정한 흡

수구조에 하여 외선 흡수과정을 모델링하여 모의시험으

로 흡수체의 설계변수들 사이의 상 계를 악할 수 있도

록 하는 은 기술 으로 요할 뿐 아니라 학문 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외선 흡수구

조체의 구조에서 모델링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송선이론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모델링과정

을 통해 구조체의 각각의 층을 표하여 나타내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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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인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 다. 다음 에서는 특성임

피던스를 활용하여 구조체의 두께에 따른 흡수율의 변화를 

모의 시험한 결과를 살펴보며 논의하 다. 모의시험 결과를 

앞서 보고된 유사구조의 실험자료 는 모의시험 결과와 비

교 분석함으로서 본 논문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가 새로운 형식의 비냉각 외선 검출기 설계시 그 흡

수층의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

로 다양한 외선 흡수구조에 한 연구에도 확장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외선 흡수구조체  CTL 모델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마이크로 볼로미터의 외

선 흡수 구조체이다. 이 구조체는, 외선 입사 방향 순으로, 

얇은 속박막의 흡수층(absorber layer)이 있고, 구조물의 

지지와 활성층의 보호를 담당하는 구조층(structural layer)

이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활성층(active layer)을 감싸고 있으

며, 그 아래로 빈 공간(cavity)을 두고 속반사층(reflector)

이 있어 cavity로 λ/4 공명층을 형성하고 있다[4-9]. 이 구

조에 한 CTL 모델은 그림 2(a)와 같이 각각 층의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로 표 할 수 있다[13, 

14]. 여기서 특기할 으로, 흡수층의 두께가 표피깊이 보다 

매우 얇은 속층으로 구성된 흡수층은 속층의 표면 항

으로 그 층을 모델링해야 흡수율을 기술할 수 있다[9-11]. 

따라서 이 흡수층을 송선 모델에서 병렬 항 Rabs로 모델

링하 다.

그림 1 외선 흡수구조체의 형상과 각 층의 명칭

Fig. 1 The shape of an IR absorbing structure and name 

of each layer

CTL 모델에서 i  층의 특성 임피던스 Zi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1,12].

 


               (1)

여기서 j, ω, μ는 각각 허수, 입사 외선의 각주 수, 매

질의 투자율을 나타내고, 는 복소수로 표 되는 상수 

(complex propagation constant)를 나타낸다. 그림 2의 CTL 

모델에 사용된 각 층에 한 상수는 속 박막인 흡수

와 반사층은 도체(good conductor)로, 구조층은 손실이 없는 

유 체(lossless dielectric)로, 항체인 활성층(active layer)

은 손실이 있는 매질(lossy medium)로 모델링하 다. 각각

의 매질에 한 상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13, 14].



  
      (2)

  
      (3)

  
′tan      (4)

여기서  은 각각 매질의 기 도도  유 율이며 ′  
과 tan은 유 율의 허수부와 tangent loss를 나타낸다. 

그림 2 흡수구조의 CTL모델(a)과 각 층의 입력 임피던스(b)

Fig. 2 CTL model of an IR absorbing structure(a) and input 

impedance of each layer(b)

그림 2(b)에서 부하 임피던스 Zi_L을 갖는 i  층의 입력 임

피던스, Zi_in는 외선이 i 층을 입사할 때 겪는 임피던스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는  i-1  층의 부하 임피던스

가 된다[13,14]. 



  


 ∘tan



  ∘tan

     (5)

여기서 l은 i-번째 층의 두께이다. 한 이 그림에서 i-번

째 매질에서 그 부하로 외선이 할 때 반사되는 외

선의 반사계수, Γi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따라서 최종 인 외선 흡수 구조체의 입력 입피던스, 

Zin과 진공 에서 흡수층으로 입사하는 외선의 반사계수,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strinabsin ZRZ _//=      (7)

 

 



 

     (8)

여기서 Z0는 자유공간의 특성임피던스로 377Ω을 나타낸

다. 흡수구조체가 반사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체를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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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선은 없다. 따라서 입사 외선은 구조체에서 반

사되거나 흡수되므로 흡수율은 입력 외선과 흡수된 외

선의 워비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5,9,13].

   
        (9)

    
      (10)

모의실험은 MS사의 Excel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진공

에서 외선 장이 1∼15㎛ 범 에서 0.1㎛ 간격으로 해당

하는 각주 수를 계산한 후 이를 기 으로 각 층의 특성 임

피던스를 구하고, 각층에서 입력 임피던스와 반사계수를 구

하 다. 매질의 상수를 나타낸 식 (2)∼(4)를 활용하려

면 박막재료의 유 율, 투자율 그리고 기 도도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볼로미터 활성층으로 VOx를, 구조체로 

SiNx 박막을, 구조의 처음과 마지막인 흡수층과 반사층의 

속으로는 (Au) 박막을 사용하 으며, 이들의 물성은 표 

1에 정리하 다[15,16]. 굴 율과 유 율과의 계로부터 유

율은 모두 굴 율에서 구하여 사용하 다[17]. 특히 복소

수로 표 되는 속(Au)의 유 율은 색 분산(chromatic 

dispersion)을 고려하여 참고문헌에 있는 1∼10㎛ 범 에서

의 복소 굴 율을 curve fitting하여 구한 식을 15㎛ 범 까

지 외삽하여 유 율을 구하여 사용하 다. 한편 물질의 비

투자율은 비자성 물질이므로 모두 1로 하 다. 한 활성층

의 박막인 VOx의 유 율은 Svitasheva 등이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 다[18].

Layer Material Refractive index 
(at RT)(주1)

Electrical 
conductivity
(at RT) (s/m)

ref.

Absorber
Reflector Au

n(x)=Aλ2+Bλ+C
k(x)=A1λ2+B1λ+C1 (주2) 4.089x10

7
15

Structural SiNx
n(λ)= 
1+2.8939λ2/(λ2-0.139672),
k(x)=0

0 16

Active VOx n= 2.1, k=0.32       2.326x10
2

17

Cavity Vacuum 1 -

표 1 외선 흡수구조체의 각 층의 굴 율과 기 도도 

Table 1 The refractive index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each layer in the IR absorber structure

주1) 장(λ)에 따른 굴 율에서 유 율을 구하여 사용함. 

장의 단 는 ㎛. 

주2) A=0.09619, B=0.31122, C=-0.15934, A1=-0.12021, B=6.8028, 

C=-0.46367, 15 ㎛까지 외삽  

3.   모의실험 결과  논의 

모의 실험한 장 역에서 장에 따른 각 층에서의 흡수

율과 최종 으로 흡수구조체 체의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

가는 무엇보다 큰 심사이다. 그림 3은 장에 따른 모의 

실험결과로 얻어진 흡수율을 보이고 있다. 모의 실험은 구

조층의 두께가 활성층의 와 아래 모두 200nm, 활성층의 

두께가 300nm이고 흡수층의 두께는 면 항이 377Ω/□이 되

는 속 박막의 두께, 650pm이며 cavity 두께는 1.8㎛일 경

우이다. 이 그림에서 찰 할 수 있듯이 흡수율이 최 가 

되는 장은 9.8㎛ 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모의실험에 

사용한 외선 흡수구조체가 10㎛ 장 에서 최 가 되도

록 설계된 구조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 이는 본 

연구의 모델링이 타당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가지 찰할 수 있는 은 흡수체 이외에 다른 박막층에서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모

의실험에서 손실이 있는 매질로 모델링한 항체인 활성층

에서도 거의 흡수가 있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0㎛ 장 의 외선이 거의 모두 흡수층에서 흡수되고 있

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흡수구조체 내부의 각 박막 층에서의 장에 따른 

흡수율

Fig. 3 The spectral absorption of each layer in the 

absorbing structure

그림 4에는 cavity 두께 변화에 따른 흡수율을 보이고 있

다. 이 그림은 구조층의 두께가 활성층의 와 아래 모두 

200nm, 활성층의 두께가 300nm이고 흡수층의 두께는 면

항이 377Ω/□이 되는 속 박막의 두께일 때 cavity 두께를 

1.5∼2.5㎛까지 변화시키면서 흡수율을 구하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cavity 두께가 1.9∼2.0㎛에서 흡수가 

최  흡수가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2.5㎛일 때 오히려 

히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 볼로미터 구조

에서 cavity의 두께가 λ/4로 되어 2.5㎛가 된다고 알려진 것

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6,7]. 하지만 그림 1에서 구조를 자세

히 살펴보면 반사층과 흡수층 사이의 거리가 2.5㎛가 되려

면 cavity 만의 두께는 1.8㎛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반사층에서 흡수층까지의 두께는 cavity 두께와 구조

층과  활성층의 두께를 더하면 2.5㎛가 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Cole 등에 의하면, 8-14㎛의 외선 역에서 cavity의 두

께에 따른 흡수율의 실험  연구에서 그 두께가 1.5∼2.0㎛

사이에서 외선의 흡수가 최 로 일어나며 그 값은 90%가 

넘는다고 한다[19]. 이 결과는 본 모의 시험의 결과와 잘 일

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는 흡수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흡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은 구조층의 두께가 활성층의 와 아래에서 

모두 200nm이고 활성층의 두께가 300nm이며 cavity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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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때 흡수층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흡수율을 계산하

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두께는 흡수체의 면 항이 

377Ω/□이 되는 속 박막의 두께로 규격화한 것이다. 의 

경우 이 두께는 10㎛ 외선에 하여 650pm이다. 흡수층의 

면 항은 두께에 반비례하므로 두께가 늘어나는 방향은 면

항이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최  

흡수가 일어나는 흡수체의 두께는 1일 때로 이때의 면 항

이 바로 진공의 임피던스와 같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이 모

의실험에서 알아낸 흥미로운 사실은 흡수층의 두께 는 면

항은 외선 흡수율의 장 의존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흡수층의 두께는 면 항의 변화만 가져올 

뿐이며 흡수율의 장의존성에 무 하며 속 흡수층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반사량이 증가한다는 이다. 

최  흡수를 하여 흡수층의 면 항이 377Ω/□이 되어

야한다는 은 어려 연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4,5,12,20,21].  이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모델링이 타당

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할 수 있다.

그림 4 흡수 구조체에서 cavity 두께변화에 따른 흡수율

Fig. 4 IR absorption as a function of the cavity thickness

그림 5 흡수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외선 흡수율, 두께는 

흡수층의 면 항이 377Ω/인 속 박막의 두께로 

규격화 함

Fig. 5 IR absorption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absorption layer with the thickness of 

making sheet of 377Ω/

그림 6에는 흡수구조체의 활성층인 볼로미터 항체의 두

께 변화에 따른 흡수율을 모의 실험한 것이다. 이 모의실험

의 조건은 구조층의 두께가 활성층의 와 아래 모두 

200nm이고 cavity 두께가 1.8㎛이며, 흡수체의 두께가 그 면

항이 377Ω/□이 되는 속 박막의 두께일 때 활성층의 두

께를 변화시키면서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이 층은 손실이 

있는 매질로 모델링되었고 이층의 두께에 따라 특성 임피던

스가 크게 변화하므로 이 층의 두께에 따라 흡수율이 변화

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흡수율이 최 인 두께는 300∼350nm일 때임을 볼 수 있

으며 두께가 100∼500nm 범 에서의 흡수율도 기 와는 달

리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되는 원인

은 active 층의 두께가 표피깊이 보다 매우 작아서 흡수가 

매우 작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이 10㎛ 인 

외선의 활성층에서 표피깊이는 6㎛ 정도가 됨을 고려하면 

본 모의 실험에서 고려하는 활성층의 두께 범 에서는 활성

층의 두께가 흡수율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된

다. 그림 6의 모의실험결과에서 볼 때 활성층의 두께가 

300nm 좌우 역에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은 두께변화에 

따라 반사층과 흡수층 사이의 거리가 공명흡수 장인 λ/4

에서 벗어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 흡수구조체에서 활성층의 두께에 따른 외선 흡수율

Fig. 6 IR absorption as a function of the active layer 

thickness

보고에 의하면 8-14㎛의 외선용으로 VOx를 항체로 

사용하는 비냉각 마이크로 볼로미터에서 항체의 두께는 

200∼2000Å 범 에서 원하는 항의 온도계수(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에 따라 최  흡수율은 다소 달라

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1-23]. 즉 두께의 범 가 상당

히 넓은 범 인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추하면 

활성층의 두께는 마이크로 볼로미터의 성능에 크게 의존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흡수율에 크게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결  론

매우 얇은 두께의 속 흡수층을 갖는 외선 흡수구조체

를 CTL과 얇은 속의 흡수이론으로 모델링하여 외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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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정을 모의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으며 한 기존

의 유사구조에서 보고된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본 연구

의 모델링이 타당함을 보 다. 

매우 얇은 속 흡수층에서 외선이 흡수되는 것을 송

선에서 병렬 항으로 모델링하고 외선 흡수 구조체의 각 

구성 물질 층을 CTL의 특성임피던스로 모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흡수구조체의 장에 따른 

흡수율을 구할 수 있었다. 한 이 모델을 사용한 모의실험

으로 흡수구조체 내부의 박막 두께를 변화시키며 설계변수

가 흡수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흡수구조

체의 모델을 사용한 모의실험 결과로부터 공진 cavity의 두

께가 공명흡수 장의 λ/4보다 더 작게 된다는 을 이론

으로 보 으며, 흡수층의 면 항이 자유공간의 임피던스와 

같게 377Ω/이 되도록 두께를 조 하면 최 의 외선 흡

수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이론 으로 보 다. 흡수층의 두

께는 흡수율의 장의존성에 무 하며 단지 두꺼울 경우 반

사량이 증가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활성층인 항체의 두께는 흡수율에 민감

하게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나노기술과 함께 발 할 메타물질로 구

성되는 다양한 자 의 흡수  반사 구조체의 모의실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외선을 포함한 고주 , 테라헤르쯔  

역에서도 자 의 반사  흡수율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확장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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