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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특성을 특정한 구조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구현한 물질을 메타 물질이라 한다. 메타 물질은 음 굴절률, 

완전 흡수체, 변환 광학 등의 넓은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메타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전기 도체 혹은 자기 도체가 

GHz 및 THz 영역에서 구조의 기본 재료로써 두루 사용된다. 해당 

영역에서의 이상적인 전기 도체의 경우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일반적인 

금속들의 자연적인 특성으로 구현 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자기 도체는 

자연계에 그 특성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타 물질은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패치를 

이용한 high impedance, 0에 가까운 유전율(Epsilon Near Zero)을 

가지는 메타 물질 기반의 구현 등이 시도되어 왔으나, 다차원적인 

확장의 어려움과 더불어 실제적인 공정 및 구현에 있어서의 난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완전 자기 도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등방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갖는 메타 물질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론에서 나아가 실제적인 구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비등방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등가 자기 도체의 실제적 구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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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메타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특정 구조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구현된 물질을 말한다. Homogeneous한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과는 다르게 메타 물질은 특정 구조 하나가 메타 

원자로 이루어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homogeneous한 

원자처럼 보이도록 이루어져있다. 메타 원자는 특정한 구조에 의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고유의 유효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메타 

원자들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배열을 통해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광학적 성질을 가진 메타 물질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 

물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homogeneous한 원자들의 조합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subwavelength 영역에서의 메타 구조 설계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기학과 광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성질로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있으며, 두 값의 조합에 의해 특정 물질의 광학적 특성은 

고유하게 정해진다. 그림 1.1 [1] 은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른 전자기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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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서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 

전역에 해당하는 물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음의 유전율 [2], 음의 투자율 

[3], double negative [4], 고굴절율 [5, 6], 0의 굴절률 [7] 등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각각의 Figure 추가)단순히 광학적 

성질을 구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응용하여 전자기파의 경로를 

제어함으로써 광학등각사상 [8], 변환광학 [9, 10, 11], 클로킹 [9, 10, 

11]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른 물질 특성 

 

메타 물질의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구조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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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다. GHz 혹은 THz 영역에서 금과 은과 같은 금속은 완전 전기 

도체의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론에서 나아가 실제로 구현함에 

있어서도 다른 물질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반면, 자기 

도체를 기반으로 한 메타 물질의 경우에는 실제 자연계에는 자기 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현함에 있어 큰 

난점이 있다. 따라서 메타 물질을 이용하여 자기 도체를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림 1.2 (a) 음 유전율 메타 물질 (b) 음 투자율 메타 물질 

      (c) 음 굴절률 메타 물질 (d) 고굴절율 메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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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도체는 전기 도체와 대칭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전기 

도체는 0의 저항률을 가짐으로써 경계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0이 되어 

무한히 큰 유전율을 가지는 것으로 대응되는데, 반면 자기 도체는 

대칭성에 의하여 무한히 큰 투자율을 가지는 것으로 대응된다. GHz ~ 

THz 영역에서 금이나 은으로 대체 가능한 전기 도체와 다르게 대체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인공적으로 이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3 (a) 광학등각사상 (b) 클로킹 (c-d) 변환 광학을  

이용한 메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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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에 표현된 구조는 high impedance 표면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자기 도체를 구현한 것으로 high impedance 조건 하에서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진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12]. 그림 1.4b 

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버섯 구조에서 패치와 패치 사이를 

캐패시터로, 패치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를 인덕터로 보아 전체적인 

구조를 LC 공진 회로로 해석하여 공진 주파수 지점에서 임피던스가 

매우 커지는 점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림 1.4c 는 앞의 버섯구조의 

응용으로, 단순히 패치만을 이용해 high impedance 표면을 구현한 

것으로, 그림 1.4b 와 같은 원리로 인공적인 자기 도체의 역할을 한다 

[13]. 본 구조는 실제로 전기 도체를 구조의 기본 물질로 사용하여 

등가 자기도체를 구현함으로써 자기도체를 대체하는 실험으로 확인 된 

바 있어 그 구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14]. 

이외에도 그림 1.5 와 같이 변환 광학을 이용하여 임의의 모양을 

가진 물체의 표면을 비등방성 물질로 코팅하여 외부에서 본 임의의 

물체가 자기 도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방법도 연구되었다 [15]. 

비등방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의 조합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등가 자기 도체를 구현한 구조에서는 서로 대칭성을 가지는 

비등방성 물질을 이용함으로써 전자기파의 진행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자기 도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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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버섯 구조의 high impedance 표면 (b) 단위격자  

내에서의 공진원리 (c) 패치 구조의 high impedance 표면  

 

지금까지 전기 도체를 기본 재료로써 고안된 메타 물질은 금이나 은 

등을 이용하여 많이 구현되어왔다. 자기 도체의 경우에는 전기 도체와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 도체를 사용한 메타 물질에서 전기 도체를 

자기 도체로 치환하면 메타 물질 또한 대칭성을 띄게 되므로 기존의 

전기 도체 기반의 메타 물질 구조의 응용 뿐만 아니라, 자기 도체 

자체로도 하나의 독립된 물질로서 여러 분야의 실험에 기본 재료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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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그림 1.5 비등방성 물질 코팅을 이용한 자기 도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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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GHz ~ THz 대역에서 이상적인 전기 도체를 기반으로 고안된 메타 

물질은 일반적인 금이나 은을 이용하여 실제 공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구현되거나 구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실제 구현된 메타 물질의 

대부분은 전기 도체 기반의 메타 물질이다. 반면에 자기 도체의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구조의 

실제 구현에 있어서 크고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 도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패치를 이용한 high impedance 구조, 그리고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 구조들이 제시되었다.  

패치를 이용한 high impedance 구조의 경우에는 실제 패치를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 지점에서 자기 도체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구현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구조의 특성상 메타 물질의 사용되기에는 

스케일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 구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만 구현이 된다면 원하는 스케일 

에서의 응용이 가능하지만,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을 원하는 

구조에서 구현하기가 난해하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방법의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유전율을 원하는 구조에서 구현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스케일과 영역에서 자기 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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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자기 도체 구현에 있어 위 난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0에 가까운 유전율을 원하는 구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해당 등가 자기 도체 구현의 실제 구현 방법을 

제시한다. 유효 물질 이론을 기반으로 해당 물질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gain medium을 이용하여 본 구조의 성능을 향상 방법에 관하여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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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등가 자기 도체의 실제 구현의 해석에 사용된 유효 

물질 이론, 수치해석 방법과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자기 도체 구현의 

기본 배경 이론에 관하여 다루었다. 제 3 장에서는 등가 자기 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고안한 구조를 제시하고, 이론적인 값을 

이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 또한, gain medium을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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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제 1 절 유효 물질 이론 (Effective Medium Theory) 

 

유효 물질 이론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합성물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각 구성분의 물질값이 다르고 동질이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물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이론을 이용하면, 각 구성분의 미시적인 구조와 구성 

성분의 모델링을 통해 거시적으로 원하는 물질값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그림 2.1 은 기본적인 유효 물질 이론의 예로, 하나의 동질적인 

단위 격자로 표현된 물질이 실제 단위 격자 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 [16]는 서로 다른 물질값을 가지는 금속과 유전체의 

혼합된 구조를 통과하는 외부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물질의 유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식 2.1과 2.2 

는 그림 2.2 의 구조에서 각각의 경우 금속과 유전체의 값과 배열 

구조에 따라 유효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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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효 물질 이론에 의한 동질화 

 

 

 

그림 2.2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한 유전체와 금속의 복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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𝜀∥ =
𝑛𝜀𝑚+(𝑁−𝑛)𝜀𝑑

𝑁
                    𝜀⊥ =

𝑁𝜀𝑚𝜀𝑑

((𝑁−𝑛)𝜀𝑚+𝑛𝜀𝑑)
 (2.1) 

 

𝜀𝑐𝑠 =
𝜀𝑠(𝜀𝑐+𝜀𝑠+(

𝑎

𝑏
)

2
(𝜀𝑐−𝜀𝑠))

(𝜀𝑐+𝜀𝑠−(
𝑎

𝑏
)

2
(𝜀𝑐−𝜀𝑠))

               (2.2) 

 

하이퍼볼릭 메타 질은 방향에 따라 음과 양의 유전율을 가지는 

비등방적인 유효 유전율에 의해 결정되는 비등방성을 지닌 물질로, 

유효한 비등방성을 가지기 위하여 유효 물질 이론에 의한 구조의 

설계로부터 구현된다 [18]. 

  

 

 

 

 

 

 

 

 

그림 2.3 (a-d) 하이퍼볼릭 메타 물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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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 과 같이 방향에 따라 다른 물질값을 가지고, 본 식 2.3 과 

식 2.4 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유효값의 결과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 따라서 이를 동시에 만족 시키기 위해 하이퍼볼릭 

메타 물질의 설계에서는 서로 다른 값을 지닌 물질(특히 금속과 

유전체)을 교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𝜀̂ = (

𝜀⊥ 0 0
0 𝜀⊥ 0
0 0 𝜀∥

),            �̂� = (

𝜇⊥ 0 0
0 𝜇⊥ 0
0 0 𝜇∥

)         (2.3) 

 

𝑘𝑥
2+𝑘𝑦

2

𝜀∥
+

𝑘𝑧
2

𝜀⊥
= (

𝜔

𝑐
)

2
               (2.4) 

 

그림 2.3 은 하이퍼볼릭 메타 물질을 구현한 구조들의 종류들로, 

각각 층 구조, 렌즈 구조, 그물 구조, 막대 구조를 나타내며, 그림 2.4 

는 층 구조를 실제 공정을 통해 구현한 것이다 [19, 20] 

  

 

 

그림 2.4 (a-c) 실제 공정된 그림 2.3 하이퍼볼릭 메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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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s Method)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s Method)는 연속적인 Maxwell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전자기파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유한요소법에 의하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차원에 

따라 (1차원의 경우 막대, 2차원의 경우 삼각형 또는 사각형, 3차원의 

경우 사면체 또는 육면체 등) 유한 개의 요소로 분리하여 각각의 영역을 

근사해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한요소법에서는 지배 방정식(governing equations)과 경계 

방정식 (boundary equation) 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게 된다. 지배 

방정식을 이용하면 요소 내의 각 절점 사이의 값에서 존재하는 해의 

유향을 알 수 있고, 이 때 각 경계 방정식으로부터 이웃한 절점 들의 

값을 알면, 최종적으로 근사 된 해를 구할 수 있다. 즉, 연속적인 

구조물을 유한하게 분리한 후,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해를 구해 이를 

경계를 만족하도록 하여 분리된 구조를 다시 하나의 구조로 이어주면 

원하는 전체 구조물에서의 근사값이 표현될 수 있다.  

유한요소법은 결국 미분방정식 혹은 적분방정식을 근사하여 푸는 

수치해석 방법으로, 각 요소에서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레일리-

리츠 기법, 갤러킨 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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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의 장점으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도 단순한 요소들로 

분리하여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방정식만 있으면 분야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점, 복잡한 조건이나 변수들을 제어하기가 쉽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 해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으로만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오차가 생기게 되며 일반적인 

closed-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차의 정도는 분할된 

구조체의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소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미세할수록 방정식 해의 오차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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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rude model 

 

Drude model은 물질의 특성을 모델링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물질 

내부의 전자가 원자 이온들 사이에서 운동하며 충돌하는 것을 

고전역학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다. 즉, 전자가 지닌 역학 에너지에 의한 

힘과 전기장으로부터 생기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힘의 평형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𝑑

𝑑𝑡
𝑝(𝑡) = 𝑞 (𝐸 +

𝑝(𝑡)×𝐵

𝑚
) −

𝑝(𝑡)

𝜏
            (2.5) 

 

위의 식을 만족할 때의 전류밀도 𝐽 와 𝜎 는 식 2.6, 2.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𝐽 = (
𝑛𝑞2↑𝜏

𝑚
) 𝐸                     (2.6) 

σ =
𝜎0

1+𝑖𝜔𝜏
                     (2.7) 

이를 이용하여 물질의 유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ε = 𝜀∞ −
𝜔𝑝

2

𝜔2+𝑖𝜔𝛾
   (𝜔𝑝 =

𝑛𝑞2

𝜀0𝑚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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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조의 해석 및 결과 

 

제 1 절 등가 자기 도체 구조의 해석 

 

일반적인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도체에 가깝게 작용한다. 실제로 고농도로 도핑 된 반도체의 

경우에 적외선 영역에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보일 수 있으나, 본 

영역에서는 매우 큰 손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힘들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은 브류스터 

각에서 예외가 생기는 등 특정한 입사 각도가 강제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등방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과 그 내부에 defect를 넣음으로써 임의의 입사 각도에서 작용이 

가능한 등가 자기 도체를 기반으로 본 구조의 현실화에 중심을 두었다.  

기존의 비등방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로 이루어진 

등가 자기 도체는 그림 3.1 과 같이 중심에 defect, 그리고 껍질에 각각 

𝑟  방향과 𝜃  의 유전율이 0에 가까운 비등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본 구조에서 내부 껍질과 외부 껍질의 반지름은 각각 λ, 1.5 λ 이며(λ는 

투과하는 전자기파의 파장), 내부 defect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a, b라 

할 때 아래의 식 3.1 을 만족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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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등방성 물질을 이용한 등가 자기 도체 

 

(
𝜆

2
)

2

[(
𝑚

𝑎
)

2
+ (

𝑛

𝑏
)

2

] = 𝜀𝑑 (𝑚, 𝑛)은 홀수인 정수 (3.1) 

 

본 구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등가 자기 도체로 입사하는 

전자기파의 k-vector의 방향을 평면에 수평인 방향으로 두고 자기장의 

방향을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두면, 등가 자기 도체를 통과하는 

전자기파는 대칭되는 두 껍질과 중심의 defect를 지나게 된다. 위의 식 

3.1 을 만족하는 내부의 defect에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명에 의해 defect의 경계에서 파장의 마디가 형성되어 자기장의 

크기가 0이 된다. 이 때 형성된 정상파의 마디가 내부 껍질에서 0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외부 껍질과 내부 껍질의 반지름 차가 1.5 𝑛𝜆 (𝑛은 

정수)를 만족하면, 내부 껍질과 외부 껍질 사이에 형성된 마디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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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의 경계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등가 자기 도체의 외부 경계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0인 마디가 형성된다. 즉, 등가 자기 도체의 

경계에서의 자기장을 강제로 0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외부에서 본 

구조를 완전 자기 도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3.2) 

 

 

그림 3.2 등가 자기 도체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의 예 

 

위의 경우에는 등가 자기 도체를 이루는 비등방성 물질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실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비등방성 물질의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질의 

손실은 등가 자기 도체의 전체적인 성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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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효 물질 이론에 의한 등가 자기 도체의 구현 

 

기존의 등가 자기 도체의 구조에서는 서로 대칭을 이루는 비등방성 

물질을 사용하였지만, 자연계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현에 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하여 금속과 유전체로 이루어진 

비등방성 물질을 고안하였다. 또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편의상 

배경 물질을 진공으로 두어 ε = 1 이 되도록 가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3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한 내부 구조 설계 

 

𝜀𝑟 = (
𝑝

𝜀+
+

1−𝑝

𝜀−
)

−1
,     𝜀𝜃 = 𝑝𝜀+ + (1 − 𝑝)𝜀−          (3.2)  

0 < 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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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껍질은 그림 3.3 과 같이 두 물질이 반지모양으로 반복배치 

되도록 배열하였다. 이 때 내부 껍질은 𝜀𝑟 = 1  과 𝜀𝜃 = 0  인 비등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 3.2 를 

만족해야 한다. 식 3.3 은 각각 𝑟  방향과 𝜃  방향에서 바라본 전기장이 

느끼는 유전체의 유효유전율을 구하는 식으로, 내부 껍질을 이루는 각 

요소 껍질들이 충분히 작으면 이를 캐패시터의 병렬과 직렬로 볼 수 

있다. 즉, 𝑟  방향에서 바라본 유효유전율은 캐패시터의 병렬연결로, 𝜃 

방향에서 바라본 유효유전율은 캐패시터의 직렬연결로 보아 위의 식 

3.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3.4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한 외부 구조 설계 

 

𝜀𝑟 = 𝑝𝜀+ + (1 − 𝑝)𝜀−,     𝜀𝜃 = (
𝑝

𝜀+
+

1−𝑝

𝜀−
)

−1
         (3.3) 

0 < 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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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부 껍질은 내부와 대칭적으로 𝜀𝑟 = 0 과 𝜀𝜃 = 1 인 비등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 3.4 와 같이 두 물질이 피자 조각 

모양으로 반복배치 되도록 배열하였다. 이 때는, 식 3.3 을 만족해야 

하는데 대칭성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위의 식 3.2 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𝑟 방향에서 바라본 유효유전율은 캐패시터의 직렬연결로, 

𝜃  방향에서 바라본 유효유전율은 캐패시터의 병렬연결로 보아 위의 식 

3.3 과 같은 대칭적인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5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한 등가 자기 도체의 구조 

 

𝐽0 (
2𝜋

𝜆
√𝜀𝑑𝑟𝑑) = 0                    (3.4) 

 

위에서 언급한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합치면 그림 3.5 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 3.5 는 알아보기 쉽게 충분히 큰 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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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 형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충분히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 

위하여 각 모양을 수십 조각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또한, 

내부와 외부 껍질이 원 모양이기 때문에 내부의 defect 또한 원 모양이 

되도록 하였는데, defect 내부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식 3.4 를 만족하도록 defect의 유전율 값과 반지름 값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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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값을 이용한 자기 도체의 구현 

 

먼저 2절에서 언급한 구조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위의 식 3.5 

를 만족하는 𝑝, 𝜀+, 𝜀−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식을 풀어 세 

값들의 관계를 구하면 식 3.5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𝜀− =
1

𝜀+−1
+ 1,     𝑝 =

𝜀−

𝜀+−𝜀−
              (3.5) 

 

위의 식 3.5 와 𝑝의 범위를 만족하는 값들의 자취를 구해보면 아래 

그림 의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𝜀+ 의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𝜀− 와 𝑝 를 정할 수 있다.  

         

            

 

 

 

 

 

그림 3.6 본 구조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값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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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3절에서는 위의 그림 3.6 에서 나타난 식 3.5 를 만족하는 값 

중 하나로 𝑝 = 2 3⁄ , 𝜀+ = 1 2⁄ , 𝜀− = −1 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3.7 과 그림 3.8 은 각각 이상적인 완전 자기 도체와 

고안한 등가 자기 도체 구조를 넣었을 때의 자기장 패턴이다.  

 

     그림 3.7 이상적인 완전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등가 자기 도체의 외부 껍질과 내부 껍질의 

반지름은 각각 4.5 μm, 3 μm 이며, defect의 반지름은 0.6 μm 이다. 

Defect의 유전율은 3.6625로, 내부 껍질은 21 등분하여 𝜀+ 와 𝜀− 의 

비율을 2:1로 배열하였으며 외부 껍질은 360 등분하여 𝜀+ 와 𝜀− 의 

비율을 2:1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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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등가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그림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두 물체의 경우에 자기장 패턴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인다. 실제 두 물체 주변에서의 자기장을 비교해보면, 

자기장 패턴의 배치나 경향성은 매우 유사하지만, 자기장의 크기나 경계 

부근에서의 일그러짐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물체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체 후면으로 진행하는 파장이 

차단되고, 물체의 전면에서 반사되는 등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등가 

자기 도체는 일반적인 이상 자기 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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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제 물성에서의 loss의 영향 

 

위 3절에서 사용한 값들은 실제 존재하는 값들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구조의 성능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4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들을 이용하여 위 구조의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그림 3.6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공을 배경으로 하였을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물질의 값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경 이론에서 언급했었던 drude 

model을 적용한 ITO와 알루미늄이나 갈륨이 도핑된 산화아연 

(AZO/GZO)을 이용하여 𝜀+와  𝜀−를 구현하였다.  

그림 3.9 (a) 는 ITO의 유전율 그래프이다. ITO는 어닐링 된 

환경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산소에서 어닐링 되었을 경우 

파장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는 온도에 관계없이 매우 작다. 반면 

질소에서 어닐링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drude model 그래프와 같이 

파장에 따라 유전율이 변하며, 근적외선을 넘어가면서 그 값이 음수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온에서 어닐링 될수록 파장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율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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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 ITO 유전율의 실수부 (b) AZO/GZO 유전율의 

실수부[22] 

 

그림 3.9 (b) 는 AZO와 GZO의 유전율 그래프이다. AZO와 GZO는 

각각 알루미늄과 갈륨이 도핑된 산화아연(Zinc Oxide)으로 질소에서 

어닐링 된 ITO와 마찬가지로 drude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며, ITO 보다 

조금 고주파수 영역인 근적외선 영역에서 음의 유전율을 가진다.  

위의 두 그림 3.9 (a) 와 (b) 를 비교해보면, 약 1300nm에서 

1700nm 사이에서 두 물질의 부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ITO와 ZO를 이용하면 본 논문에서 고안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 10 은 ITO와 ZO의 유전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 된 ITO와 Z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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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율은 각각 2 3⁄  과 -2 이며, 진행하는 파장은 1600nm 영역으로 

두고 전체적인 구조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즉 내부 껍질과 외부 껍질의 

반지름은 각각 2.4  μm, 1.6  μm, 그리고 defect의 반지름은 0.32 μm로 

두고 defect의 유전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림 3.10 Loss를 고려한 ITO/ZO 를 이용한 등가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3절에서의 그림 3.8 과 위의 그림 3.10 을 비교하면, 그림 

3.10에서 구조체를 주변으로 산란이 매우 심하게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ITO와 ZO 유전율의 허수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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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loss와 관련이 있다. 위에서 유효 물질 이론을 이용하여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값은 유전율의 실수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허수부에 의해 구조체의 유효유전율에 loss가 생기게 되어 

loss에 의해 패턴이 변한 것이다.  

1절에서 loss 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을 때의 loss 는 1 100⁄  를 

넘지 않는 크기지만 [21], 그림 3.11 (a)와 (b)에 나타난 것처럼 

1600nm 부근의 해당영역에서 ITO와 ZO의 loss는 약 0.4 이상으로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 물질 이론에 의해 

실수부의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허수부 또한 유효 물질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허수값을 가지게 되어 자기 도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비등방성 

물질의 조건을 깨트리게 된다.  

그림 3.11 (a) ITO 유전율의 허수부 (b)AZO/GZO 유전율의 

허수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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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Gain medium 을 이용한 성능 향상 

 

위와 같은 loss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두 물질이 

서로의 허수부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0에 가까운 물질 구현에 있어 loss 를 보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 gain medium을 사용하였다 [23]. 유전체에 도핑 

된 gain medium은 공진 영역에서 유전체의 실수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허수부를 가지기 때문에 금속 등의 loss 를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4]. 예를 들어, 그림 3.10 의 조건 하에서 gain 

medium에 의해 loss가 0,4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아래 그림 3.12 

와 같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전 시뮬레이션에서는 loss 에 의한 영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상의 gain medium 값을 사용했지만, 아래의 gain medium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gain medium의 값을 

적용해보았다. GHz-THz 영역에서 전기 도체의 성능을 보이는 일반적인 

금속들은 적외선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음의 굴절률을 가지는데, 이 

때 보통의 유전율과는 다르게 허수의 유전율, 즉 loss를 가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gain medium을 이용하여 금속의 loss를 상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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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Loss를 제거한 ITO/ZO 를 이용한 등가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음의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로는 금속으로는 

금을 사용했으며, 양의 굴절률을 가지는 값으로는 레이저용 색소로 

사용되는 로다민 6G (R6G)이 도핑 된 Al2O3 의 값을 사용하였다.  

로다민 6G는 약 520 THz 부근에서 피크를 가지는데, 이 부근에서 gain 

medium의 특성을 이용하여 금속의 loss와 상쇄되도록 하였다.  

로다민이 도핑 된 Al2O3 의 주파수(파장)에 따른 물질값 변화는 

간단한 로렌츠 모드를 이용한 식 3.6 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3.6 은 

물질의 결합에 의한 힘, 피크 주파수, 대역폭, 에너지 밴드, 그리고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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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23] 

에서 사용된 조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3. 13 은 

식 3.6 의 주파수에 따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피크 

주파수인 520 THz 부근에서 기존의 물질값의 유지와 함께 loss를 

보여준다.  

 

 

그림 3.13 식 3.6을 이용한 gain medium의 유전율 

 

 

ε = 𝜀𝑟 +
𝜎𝑎

𝜔2−𝜔𝑎
2

(∆𝜏)Γ𝑝𝑢𝑚𝑝

1+𝜏Γ𝑝𝑢𝑚𝑝
𝑁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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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서의 배경은 구조체와 배경 사이의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진공이 아닌 진행 파장이 570nm (약 520 THz)일 때의 TiO2의 

유전율인 6.5를 사용하였으며, Al2O3의 유전율은 3.25, 금속의 유전율은 

-6.5+1.7i로 하였다. 전체적인 구조체의 크기 또한 해당 파장에 맞추기 

위하여 외부 껍질과 내부 껍질, 그리고 defect의 반지름을 각각 유전율 

6.5 조건 하에서의 λ와 1.5 λ, 0.2 λ 로 하였다.  

 

 

그림 3.14 Gain medium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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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는 gain medium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자기장 

패턴으로, 금속의 loss 가 그대로 적용 된 경우이다. 이는 앞의 그림 

3.10 과 매우 유사한 자기장 패턴을 보이는데, 자기 도체 내부의 0에 

가까운 유전율을 메타적으로 구현함에 있어 loss 에 의해 유효값의 

근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진 물질이 유의미하게 순허수 값에 가까운 값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그림 3.15 Gain medium을 고려한 자기 도체의 자기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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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림 3.15 는 gain medium을 고려하였을 때의 자기장 

패턴으로, 유전체에 도핑 된 gain medium에 의해 금속이 가지는 고유의 

loss가 상쇄된 경우이다. Gain medium과 금속의 loss가 서로 상쇄 

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의 loss 또한 줄어들고, 따라서 앞의 경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운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이 훨씬 작은 

허수값을 가지게 되어 보다 자기 도체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그림 3.14 와 3.15 를 비교함으로써 gain medium에 의한 loss 보정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16 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gain medium에 의한 

gain의 크기에 따른 영향력을 나타낸 그래프로, 구조체의 외부 

경계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gain에 따른 성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식 3.2 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금과 Al2O3  의 

유전율 조건에서 최적의 gain 값은 0.85i 로 이는 Al2O3  값의 약 

26%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그림 3.16 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의 

조건인 26%를 기준으로 gain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경계에서의 자기장 

값이 점점 커지게 되어 구조체의 성능이 저하된다. 즉, 26% 에서는 그림 

3.12 와 유사한 자기장 패턴을 보이지만, 10% 에서는 구조체가 제대로 

된 자기 도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3.14 에 가까운 

자기장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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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주변 주파수와 동작 주파수에서의 gain의 크기에 따른 

경계면에서의 자기장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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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기존에 알려진 비등방성 구조를 바탕으로 유효 물질 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구현 가능한 자기 도체 구조에 대해 해석하였다. 

비등방성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정식을 만족해야 하는데, 

진공에서 본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유전율이 필요하며, 이러한 물질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값을 이용하여 고안한 구조의 성능을 확인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ITO와 산화 아연의 조합을 이용하여 실제 구현이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위의 두 물질은 기본적으로 los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oss가 유효값의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금속과 gain medium으로 도핑 된 유전체를 이용하여 

성능의 개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위의 방법 외에도 loss에 의한 

변화까지도 유효 물질 이론에서 고려하여 전체적인 물질의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도 전체적인 자기 도체의 성능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자기 도체는 자연계에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조를 이용한 등가 자기 도체의 구현은 후의 자기 

도체를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 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ain medium의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입력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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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기 때문에 외부 입력의 on/off를 조절하면 자기 도체와 유전체의 

역할을 on/off로 조절 할 수 있는 스위치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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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silon Near Zero Metamaterial 

Based Magnetic Conductor with 

Gain Medium 
 

Jaeseop Shin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tamaterials are artificially designed structures to obtain 

properties which do not exist in nature. Metamaterials are applied to 

a wide area besides negative refractive index, perfect absorber, and 

transformation optics. By designing these meta-structures, ideal 

perfect electric conductor and magnetic conductor are commonly 

used as base materials in GHz and THz regions. Within these regions, 

by and large, gold and silver act as a perfect electric conductor while 

there is no substitute for perfect magnetic conductor in nature. Thus, 

artificially designed metamaterials are required so as to realize a 

perfect magnetic conductor. As of now, high impedance surfaces 

using patches, epsilon near zero materials, and few mor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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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tried yet many problems such as extension to higher 

dimension and fabrication process are remain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ructure to realize a 

magnetic conductor using effective medium theory based on an 

equivalent perfect magnetic conductor which is composed of 

anisotropic epsilon near zero media. Furthermore, performances of 

the structure and improvement method of lossy media are analyzed 

in numerical analysis (Finite Elements Method) in order to realize a 

magnetic conductor. 

 

Keywords : Perfect Magnetic Conductor, Effective Medium Theory, 

Gain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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