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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차원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파동 변수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성명 : 권봉균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이용하여 일차원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탄성 텐서 요소와 유효 단위 부피당 질량을 포함하는 유효 파동 변수를 얻고

자 한다. 메타물질은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로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파동 전파 특성을 보이는 물질을 일컫는다. 메타물질은 파장에 비해

매우 작은 불균일체로 인해 특이한 파동 전파 특성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기본

셀 양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거시적으로 유효한 파동 특성을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분야에서 최초로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이방성 유효 매

질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

을 이용하여 이방성 메타물질의 유효 질량과 강성 텐서를 포함하는 파동 변수

를 계산하고자 한다. 메타물질의 파동 전파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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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초 단계로 파동 전파 방향을 단방향만 고려하는 일차원의 경우에 대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추후 이방성 매질을 이용한 공간적 파동 조절 시스템이나 파동

모드 전환 필터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 유효 파동 변수,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

학번 : 2011 – 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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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메타물질(metamaterials)이란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파동 전파 특성(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을 보이는 물질

을 일컫는다. 메타물질은 일반적으로 기질(substrate) 내에 파장(wavelength)

에 비해 매우 작은 불균일체(inhomogeneities)를 삽입하고 이러한 기본 셀

(cell) 구성이 주기적(periodic)으로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거시적

(macroscopic)으로 유효한(effective) 파동 특성을 얻는다.

불균일체의 설계에 따라 음(negative)의 질량(mass)이나 강성(stiffness), 영

(zero)의 밀도 등 특이한 파동 변수(wave properties)를 갖는 물질뿐만 아니라

특정 파동 변수를 보이는 등방성(isotropic), 극이방성(extremely anisotropic)

물질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메타물질은 파동 전파 특성을 자유자

재로 조절(control)하여 초고해상도 슈퍼렌즈(superlens), 고효율 에너지 투과

(transmission) 시스템, 투명망토와 같은 클로킹 기기(cloaking device) 등을

실현케 한다.

메타물질을 통한 파동 전파 특성의 조절 및 제어에 관한 다양한 연구 중에

서 메타물질의 유효 변수(effective parameters)를 구하는 방법인 변수 추출법

(Retrieval method; Homogenization method)에 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수 추출법은 메타물질의 균질화(homogenization)를 통한 유효 파동 변

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메타물질의 활용 및 설계에 있어 중요하다. 특이한

파동 변수를 갖는 물질뿐만 아니라 특정 파동 변수를 보이는 물질을 구현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정확

히 알아야 한다. 이를 정확히 구한다면 탄성파(elastic wave), 음파(acoustic

wave)를 비롯한 모든 파동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고 조절하여 파동의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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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ion), 집중(focusing), 은폐(cloaking) 및 특이 전달(extraordinary

transmission) 등 특이하고 다양한 파동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변수 추출법은 메타물질의 활용 및 설계에 있어 중요하고 이와 관련

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분야에서 변수 추출법을 활용하여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파동의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등방성(isotropic)이나 일차원 메타물질에 대한 변수 추출법과 관련한 연구는

전자기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파동의 진행 방향 및 주파

수(frequency)에 따라 구하는 변수의 값이 달라지는, 즉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

는 이방성(anisotropic)이나 이차원, 삼차원 메타물질에 대한 변수 추출법과 관

련한 연구는 전자기학 분야에서 최근 들어 일부 연구팀을 통해 시도되고 있

다.

메타물질의 변수 추출법과 관련한 연구가 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활

발히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음향(Acoustics) 및 탄성(Elasticity)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조명되고 있다. 등방성이나 일차원 메타물질에 대한 변수

추출법과 관련한 연구는 음향 및 탄성 분야에서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파동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고 텐서(tensor) 계산이 필요한 이방성이나

이차원, 삼차원 메타물질에 대한 변수 추출법과 관련한 연구는 음향 및 탄성

분야에서 미진한 상태이다. 다양한 형태의 등진동수선(equi-frequency

contour; EFC)을 통한 특이 파동 전파 현상을 구현하는 연구만 진행되고 있을

뿐 유효 파동 변수를 직접 구하는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성 분야에서 최초로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일차원 이

방성 유효 매질(one-dimensional anisotropic effective medium)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scattering

parameter retrieval method)을 이용하여 이방성 메타물질의 유효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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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mass)과 강성 텐서(stiffness tensor)를 포함하는 유효 파동 변수

(effective wave parameters)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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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

실험과 해석 과정을 통해 물질의 물성치를 구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S 파

라미터 변수 추출법(S parameter retrieval method)은 물질에 파동을 입사시킨

뒤 반사(reflection) 및 투과(transmission)되어 나오는 파동을 통해 물질의 실

제 물성치가 아니라 그 물질이 동질의(homogeneous) 물질이라는 가정 하에

구해지는 물성치로 유효 파동 변수이다.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이용하여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

하는 계산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특정 형태의 기본 셀 구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메타물질에 평면파

(plane wave)를 수직 입사시켜 나온 반사 및 투과 계수(coefficient)를 계산한

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메타물질이 동질의 물질이라는 가정 하에 유효

질량과 강성 텐서를 포함하는 유효 파동 변수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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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일차원 이방성 메타물질

3.1.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본 연구에서는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파동 변수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일차원 이방성의 탄성 유효 매질(effective medium)

을 구현하고 이에 관한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그림 2와 같이 알루미늄 기질(substrate)에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하나의

기본 셀 구조로 모델링하고 해당 구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형태로 메

타물질을 구성하였다.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통해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함

에 있어 기본 셀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될 수 있으나 결과 값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위해 여러 형태의 기본 셀 구조 중에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기본 셀 구조로 선택하여 모델링하였다.

메타물질의 기본 셀 구조는 입사된 파의 파장(∼6.3 cm at 100 kHz)에 비

해 매우 작은 크기로 표 1. (a)에 표시된 값과 같은 크기로 모델링하였다. 그

리고 알루미늄 기질의 물성치 또한 표 1. (b)에 표시된 값과 같은 크기로 모델

링하였다. 불균일체의 경계는 자유단 경계 조건(free-end condition)을 부가하

였다.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형

태로 모델링하여 제안한 형태의 탄성 이방성 메타물질의 반사 및 투과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메타물질이 동질의 유효 매질이라

는 가정 하에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 불균일체 메타물질의 반사 및 투과 계수

와 수식적으로 유도한 동질의 유효 매질의 반사 및 투과 계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비교한 반사 및 투과 계수의 값이 일치하도록 동질의 유효 매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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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질량과 강성 텐서를 도출해 냄으로써 탄성 이방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였다.








  

  

  






식 1. 강성 텐서(stiffness tensor)

본 연구에서는 일차원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함에 있

어 하나의 축 방향(그림 2에서 x축 방향)만의 파동 전파를 고려하여 총 4개의

유효 파동 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는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와 식 1과

같은 이방성 탄성 물질의 강성 텐서 중에서 , , 으로 다음 절부터 설

명할 과정을 통하여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였다.

3.2. 슬릿 형태가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경우

먼저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인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그림 2에서 x축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symmetric)을

이루는 경우(그림 2에서   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물질

을 구성하는 불균일체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경

우에 있어 입사된 파가 종파(longitudinal wave)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사 및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이 종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되어진 파가 횡파

(transverse wave)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사 및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이 횡파

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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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100 khz에서 종파만을 입사시킨 경우에 탄성 이방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계산하였다.

    

식 2. 포텐셜(potential)의 일반해

식 2와 같이 포텐셜(potential)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헤름홀츠 분해

(Helmholtz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x축 방향으로의 변위 성분 로 표현한

다. 그리고 응력-변형률 관계식(stress-strain relation)을 통해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와 x축 방향의 축응력(normal stress) 성분 을 나타내면 다음

식 3과 같다.




 










  

 








  

 












식 3. 중간 과정의 관계식

크리스토펠 방정식(Crhistoffel equation)을 활용하여 x축 방향에서 종파 성

분의 파수(wave number) 를 구하여 식 3에 대입한다. 이를 통해 슬릿 형태

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 파동 전

파 특성은 유효 강성텐서의 계수 와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에 의해 결정

됨을 확인하였다.

식 3에 크리스토펠 방정식을 적용한 관계식에 전달 매트릭스법(transfer

matrix method)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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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전달 매트릭스법

전달 매트릭스법은 식 4와 같이 구조 요소의 물리적 조건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연속적으로 적층되는 한 지점에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이 연속성을 만족해야 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음 중간 과정의 식을 도출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식 5. 기본 셀 구조 및 알루미늄 기질에 관한 관계식










 
 

   









식 6. 전달 매트릭스법을 적용한 관계식

식 5에서 행렬(matrix) M과 N은 그림 3에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가 삽입

된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기본 셀 구조에 관한 관계식을 표현한 것이고, 행

렬 , 는 그림 3에서 기본 셀 구조 이외 등방성 부분의 알루미늄 기질

에 관한 관계식을 표현한 것이다. 식 4를 식 3에 적용하여 식 5를 통해 나타

낸 관계식이 식 6으로, 이를 로 나누어 반사 계수(


)및 투과 계수

(


)로 표현된 식으로 변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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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을 통해 수치해석적으

로 계산한 반사 및 투과 계수와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을 통한 반사 및 투과

계수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이 값들을 비교한다.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는 유효 매질 모델의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과 단위 부

피당 유효 질량 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역계산(inverse) 과정을 통

해 도출하여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과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을 유효

매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를 통해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과 가 유효

매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의 값으로 나타내어진 식에 슬릿 형태의 불균

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의 값을 적용함으로써 유효

강성 텐서 및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을 포함하는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

를 구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0.1 GPa,  = 2505 kg/m3

[유효 매질의 파동 변수 결과 값]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경우, 불균

일체에 의한 산란 현상으로 인하여 종파만이 입사된 경우에는 종파만이 반사

및 투과되어 발생되고 파동 전파 특성은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과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로써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

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이용하여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경우의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매질을 구현하였고, 이에 대한 유효 파

동 변수를 계산하였다.

슬릿 형태가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에 있어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 반사 및 투과 계수에 관한 결과를 그림

4. (a)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4. (a)에서 제안된 형태의 메타물질과 동질



- 10 -

의 유효 매질의 모델에서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된 반사 및 투과 계수에 관한

결과를 그림 4. (b)에 나타내었다. 그림 4. (a)와 그림 4. (b)의 두 그림을 통해

유효 매질 모델에서 파동 전파의 유효 특성이 실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의 파동 전파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림 4. (c)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과 이에 대한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x축 방향 속도 분포가 메타물질 기본 셀 구조의 경계

(boundary) 전후에서 정확히 일치함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3.3. 슬릿 형태가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형태의 이방

성 탄성 메타물질의 모델에서 파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파동 변수는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과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 2개뿐이다. 이는 파동

전파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변수가 2개뿐이고 나머지 변수는 파

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에서 일차원적

으로 한 방향의 파동 전파만 고려한다고 해도 파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유

효 변수는 ,  이외에도 존재하고 이를 구해야 한다.

이에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

(anti-symmetric)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불균일체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

대칭을 이루는 경우(그림 2에서 ≠인 경우), 불균일체에 의한 비대칭 산란

현상으로 인하여 입사된 파가 종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반사 및 투

과되어 나오는 파동이 종파뿐만 아니라 종파와 횡파의 합성파로 구성되고, 입

사되어진 파가 횡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반사 및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은 횡파뿐만 아니라 종파까지 발생시킨다. 이에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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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반사 및 투과 계수를 고려하여 파동 전파 유효 변수를 추출함에 있어

순수한(pure) 종파 혹은 순수한 횡파가 아닌 종파와 횡파가 합성된 파동이 고

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된 파가 종파만으로 구성되어진 경우에서 주파수가 100

khz이고, 삽입된 불균일체의 슬릿 형태가 그림 2에서 y축 방향(파동 전파 방

향의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그림 2에서   인 경우)인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및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을 포함하는 유

효 파동 변수를 계산하고자 한다.

  
  

 
  



 
  

 
  



식 7. 편파 상수를 고려한 변위 성분의 일반해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경우와 달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하여 메타물질을 구성하였을 경우 입사된 파

가 종파만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반사 및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에서 종파와 횡파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포텐셜을 정의해

서 풀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실제 파동의 전파 속도 방향(wave

velocity direction)과 에너지 속도의 방향(energy velocity direction)이 일치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자 속도(particle velocity)를 고려해야 한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등방성 물질의 등진동수선(EFC)

을 고려해 보면, 등방성 물질의 경우에는 파동 전파 속도의 방향과 에너지 흐

름 속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방성 물질의 경우에는 파동 전파

속도의 방향과 에너지 흐름 속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파동 전파 방향을 일차원적으로 한 방향만 고려하는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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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식

7과 같이 편파(polarization) 상수를 곱하여 x축 방향의 변위 성분 , y축 방향

의 변위 성분 을 정의하였다.

식 7과 같이 정의된 변위 성분을 바탕으로 응력-변형률 관계식을 통해 정리

하여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 x축 방향의 축응력

성분  , xy평면의 전단응력(shear stress) 성분 을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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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에

응력-변형률을 통해 정리된 중간 과정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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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펠 방정식을 활용하여 행렬연산에서 고유값(eigenvalue)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x축 방향의 유사 종파(quasi-longitudinal) 성분 파수 와 x축 방

향의 유사 횡파(quasi-transverse) 성분 파수 를 구하였고 이 결과는 다음

식 9와 같다.


 



 
 

  
 




 



 
 

  
 



식 9. x축 방향의 유사 종파 및 유사 횡파 파수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펠 방정식을 활용하여 행렬연산에서 고유벡터

(eigenvector)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x축 방향의 종파 편파 상수 
, y축

방향의 종파 편파 상수 
, x축 방향의 횡파 편파 상수 

 , y축 방향의 횡파

편파 상수 
을 구하였고 이 결과는 다음 식 10과 같다.


 


,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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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식 10. x축 방향 및 y축 방향의 종파, 횡파 편파 상수

(단, 편파 상수를 유도함에 있어 메타물질이 초임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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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와 식 10을 통해 구한 파수 및 편파 상수의 값을 식 8에 대입하고, 이

를 통해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경

우에 있어서 파동 전파 특성은 유효 강성텐서의 계수 , , 와 단위 부

피당 유효 질량 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

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에 의한 비대칭 산란 현상에 의함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전달 매트릭스법을 활용하여 반사 및 투과 계수와 관

련된 식을 구하면 다음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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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 전달 매트릭스법을 적용한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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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매트릭스법을 통해 정리한 식 11을 로 나누고, 등방성 알루미늄의

경계를 반무한(semi-infinite)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양쪽 경계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동을 무시하여  ,  ,  의 조건을 적용하면 종파

성분의 반사 및 투과 계수, 횡파 성분의 반사 및 투과 계수로 표현된 식을 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을 통해 수치해석적으

로 계산한 반사 및 투과 계수와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을 통한 반사 및 투과

계수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이 값들을 비교한다.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는 유효 매질 모델의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 , 

과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역계산(inverse)

과정을 통해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 , 과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을 유효 매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슬

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

입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형태의 식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수치해석적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한다. 이에 수치해석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뉴턴법(Newton’s method)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였

다. , , 과 가 반사 및 투과 계수의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는 수치해

석적인 식에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의 값을 적용함으로써 유효 강성 텐서 및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을 포함

하는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2 GPa,  = 4.3 GPa

 = 10.9 GPa,  = 2503 kg/m3

[유효 매질의 파동 변수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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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

를 삽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식적으로 역계산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

제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의 반사 및 투과 계수와 동질의 유효 매질 모

델의 반사 및 투과 계수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유효 매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였다. 이로써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

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이용하여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경우의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매질을 구현하였고, 일차원 일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파

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였다.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

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에 있어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 반사 및 투과 계수에

관한 결과를 그림 5. (a)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5. (a)에서 제안된 형태의

메타물질과 동질의 유효 매질의 모델에서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된 반사 및 투

과 계수에 관한 결과를 그림 5. (b)에 나타내었다. 그림 5. (a)와 그림 5. (b)의

두 그림을 통해 유효 매질 모델에서 파동 전파의 유효 특성이 실제 슬릿 형태

의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의 파동 전파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그림 5. (c)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과 이

에 대한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x축 방향 속도 분포가 메타물질 기본 셀 구

조의 경계(boundary) 전후에서 정확히 일치함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결론적

으로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은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매질을 구현하

고, 해당 매질의 파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파동 변수를 도출하는데 유

효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추출하였는데,

삽입된 불균일체의 슬릿 형태가 그림 2에서 y축 방향을 기준으로 인 경우

(  인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에 다양한 슬릿 형태의 각도에 따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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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6을 확인해보면,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 변화에 따른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 , 와 단위 부피당 질량 의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그

림 6. (a)을 통해 y축을 기준으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 변화가 0도에서

90도로 커질수록 의 값이 커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의 각도가 90도

로 점점 커질수록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전달되는 파동이 불균일체에 의해 받

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값의 변화가 타당하다. 그리고 y축 방향으

로 기준으로 살펴봐도 불균일체에 의해 성격이 다른 물질의 변화가 있는 영역

이 줄어들고 동일한 알루미늄 기저로 이루어진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알루미늄 기저의 물성치와 비슷해지는 것이 물리

적으로 타당하다.

그림 6. (b)을 확인해보면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가 0도 또는 90도일 때는 유

효 탄성 텐서의 계수  값이 0에 가깝고 중간점에서 그 값이 가장 크다.

의 값이 축응력(axial stress)과 전단변형률(shear strain) 혹은 전단응력

(shear stress)과 축변형률(axial strain)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성치이기 때문에

가 0도 혹은 90도일 때 그 값이 0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슬릿 형

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경

우에서 의 값을 도출할 수 없음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중간점에서

의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 또한 해당 지점에서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전

달되는 파동이 불균일체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시 타당하다.

그림 6. (c)에는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가 0도에서 90도로 변할 때 유효

탄성 텐서의 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물리적 현상을 미루어볼 때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가 0도일 때와 90도일 때 의 값이 상당히 비슷

한 것 또한 타당하다. 그리고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가 변한다고 해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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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셀 구조의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

고 이는 그림 6. (d)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을 기준으

로 변함에 따라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 , 와 단위 부피당 질량 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통해 유효 파동 변수의 값의

변화는 물리적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타당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하여 적용한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방

법이 아닌 범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경우를 통해 풀

이한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이 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경우를 포

괄하기 때문에 편파 상수를 고려하여 변위 성분을 정의하여 풀이한 방법이 훨

씬 범용성이 있다. 즉, 탄성 메타물질에 있어 등방성 혹은 이방성의 성질에 상

관없이 편파 상수를 고려하여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3.4. 벌크 성질 확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가 삽입된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

의 기본 셀 구조는 일반적인 동질의 물질처럼 그 길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

질을 가져야 한다. 즉, 벌크 성질(bulk property)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기본 셀 구조가 2개, 3개 무한히 반복되더라도 파동 전파 특성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벌크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에 고려한 가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

다. 입사된 파가 종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주파수가 100 kHz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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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 그림 2에서   인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가 삽입된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이 벌크 성질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7.

(a)와 (b)에 나타내었다.

제안된 형태의 모델에 있어 기본 셀 구조가 2번 반복되는 경우에 벌크 성질

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 셀 구조를 한 번 더 적층시킨 다음 결과를

살펴보았다.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과 이에 대한 유효 매질 모델의 x축 방향의

속도 분포(velocity distribution)을 그림 7. (a)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기본

셀 구조가 3번 반복되는 경우에도 벌크 성질이 만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 셀 구조를 두 번 더 적층시킨 다음 결과를 구해보았고 해당 결과를 그림

7. (b)에 나타내었다. 그림 7. (a)와 (b)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형태인 슬

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인 불균일체를 삽입한 이

방성 탄성 메타물질은 벌크 성질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형태의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 모델은 일반적인 동질의 물질처럼 그 길이에 상

관없이 동일한 파동 전파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셀 구조가 2개, 3개 반복되는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S 파라미

터 변수 추출법에 따라 유효 강성 텐서의 계수 및 단위 부피당 유효 질량을

구해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크기의 유효 파동 변수 값

을 얻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태인 슬릿 형태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 모델은 일반적인 동질의

물질과 마찬가지로 벌크 성질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슬릿 형태

가 파동 전파 방향의 중심축에 대하여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

타물질 모델을 구성할 경우에 제안된 형태의 메타물질은 일반적인 일차원 이

방성 매질과 같은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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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는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파동 전파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탄성 메타물질의 파동 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써

일차원 이방성의 유효 매질을 구현하였고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통하여

이방성 유효 파동 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해 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탄성 분야에서 최초로 탄성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일차원 이방성 유효 매질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S 파라미터 변수 추출법을 이용하여

이방성 메타물질의 유효 질량과 강성 텐서를 포함하는 유효 파동 변수를 구하

였다. 본 연구는 추후 이방성 매질을 이용한 공간적 파동 시스템이나 파동 모

드(mode) 전환 필터(filter)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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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셀 구조가 반복되어져 있는

메타물질의 도식적인 배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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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를 기본 셀 구조로 하는

탄성 이방성 메타물질의 도식적인 배열.

그림 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기본 셀 구조 모델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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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a)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의 수치해석 결과.

(b)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수치해석 결과.

(c) 기본 셀 구조의 경계 전후 x축 방향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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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a) 불균일체를 삽입한 메타물질의 수치해석 결과.

(b) 동질의 유효 매질 모델의 수치해석 결과.

(c) 기본 셀 구조의 경계 전후 x축 방향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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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슬릿 형태의 불균일체 각도 변화에 따른 유효 강성 텐서 (a),

(b), (c)와 단위 부피당 유효 밀도 (d)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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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a) 기본 셀 구조가 2개 적층된 경우 x축 속도 분포.

(b) 기본 셀 구조가 3개 적층된 경우 x축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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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 크기

셀의 크기(d) 1.5 mm

불균일체의 너비(w) 0.15 mm

불균일체의 높이(h) 1.2 mm

물성치 값(value)

영률(Young’s modulus, E) 72 GPa

포아송비(Poission’s ratio, ) 



밀도(density, ) 2700 kg/m3

   

(단위 : GPa) (단위 : kg/m3)

기본셀구조

1개 적층
33.2 4.30 10.90 2503

기본셀구조

2개 적층
32.9 4.27 11.10 2507

기본셀구조

3개 적층
32.7 4.15 11.24 2499

표 1. (a) 기본 셀 구조의 크기 및 (b) 알루미늄 기질의 물성치

(a)

(b)

표 2. 기본 셀 구조가 여러 개 적층된 경우 유효 파동 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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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zation of Wave Parameters

for One-dimensional

Anisotropic Elastic Meta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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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an S parameter retrieval method to derive effective elasticity

tensor components and mass density from one-dimensional anisotropic

elastic metamaterials. Metamaterials are artificially engineered materials

that exhibit novel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ir

constituent subwavelength inhomogeneities. They create effective

macroscopic behavior. In this paper, elastic metamaterials are demonstrated

to be capable to obtain anisotropic properties and manipulate wave

propagation just like general anisotropic materials. The cor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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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wave parameters including the anisotropic elasticity tensor and

the mass density are shown to be successfully defined by the S parameter

retrieval method.

Key Words : Metamaterials, Effective Wave Parameters,

S Parameter Retriev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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