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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로 다른 매질을 투과하는 파동에 대해 임피던스 부정합은 매

질의 경계에서 반사파를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송파가 가지

는 에너지, 정보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이는 파동 전달에 비효율

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파동 공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반사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피던스 정합 기법이 꾸준히 연구 되고

있다. 최근 메타물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음향 대역에

서 하향식 설계를 기반으로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이용해 임피던스

를 정합 할 수 있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이

용한 임피던스 정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진 형태의 정합에

비해 유효 음향변수(밀도, 압축률)를 영점으로 고정하고 단일 변수

인 쌍이방성 값만을 조절해 정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범위가 작

게 제한되어 큰 범위의 부정합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하향식 설계를 기반으로 극한

적인 임피던스 부정합을 조절할 수 있는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와

그에 따른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극한적인 부정합을 조절하기 위

해서 음향 메타물질은 높은 쌍이방성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높은 쌍이방성 값을 갖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효 파동

변수는 영점 조건에서 이탈하는데, 본고는 측면 막을 조절해 값의

변동을 보상하는 기법을 새롭게 적용해 해결하였다. 일련의 설계

과정을 거쳐 유한요소법(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최대 부정합 범위(250배)를 확인하였으며, 가장 일

반적인 극한적인 임피던스 부정합 상황 중 하나인 공기-물(

3,583.5배 부정합)을 정합하였다.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 기법은 대다수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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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응용에서 음파 임피던스 정합 기법이 사용되므로 의료 진단기

기·치료기기, 음향탐사, 수중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임피던스 정합, 음향 메타물질, 쌍이방성, 하향식 설계

학 번 : 2016-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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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서로 다른 두 매질을 투과하는 파동에 대해 높은 투과효율

(transmission efficiency)을 구현하는 것은 파동공학(Wave Engineering)

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이다. 자연계에서 파동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매질을 통과할 경우 두 매질간의 임피던스 차이(impedance mismatch)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파가 형성되는데, 그에

따라 파동 전송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은 에너지를 전

달한다거나,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파동의 성질을 공학적으로 응용하기 위

한 기술에서 에너지 손실[1-4], 정보량 손실[5-6]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파동의 관점에서 매질의 임피던스 개

념을 정립하고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임피던스 정합(impedance

matching)기법을 고안해왔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파

동이 통과하는 두 매질 사이에 특정한 성질을 갖는 임피던스 정합층

(impedance matching layer)을 삽입하는 것이다[1-10]. 파동의 다양한 특

성과 통과 매질의 성질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정합층을 설계함으로써 임

피던스 정합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계에서의 반사파를 감소시켜 높은

효율의 파동 전송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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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양한 음향 임피던스 정합층 구조

(a) 공진 메타표면을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층[2].

(b) 비공진 광대역 임피던스 정합층[7].

(c) 다층 구조로 설계한 임피던스 정합층[9].

(d) 구형으로 설계된 임피던스 정합층[10].

최근 공정기술이 정교화 됨에 따라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갖는 메타물질(Metamaterial)을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메

타물질은 물질을 통과하는 파장보다 작은 인공 구조체를 설계해 파장의

입장에서 균일한 물질로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물성을 보이도

록 설계한 물질을 통칭한다. 메타물질 연구는 전자기파, 음파, 탄성파 등

다양한 파동영역에 걸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메타물질 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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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물성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여러 난제들이 해결되면서, 보다 다

양한 응용을 위해 메타물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 최근에는 음향 메타물질(Acoustic Metamateiral)과 전자파 메타물질

(Electromagnetic Metamaterial) 영역에서 설계자가 원하는 유효 밀도

(density), 압축률(compressibility), 쌍이방성(bianisotropy), 유전율

(permittivity), 투자율(permeability) 등을 특성 구조에서 획득할 수 있도

록 하는 하향식 설계법(Top-down design)이 연구되었다[12-14].

그림 1.2 쌍이방성 물질을 이용한 음향 임피던스 매칭[14]

(a)   부정합에 대한 임피던스 정합.

(b)   부정합에 대한 임피던스 정합.

그 중에서도 그림 1.2과 같이 음향 영역에서는 메타물질의 한 응용으

로서 쌍이방성을 갖는 메타물질을 하향식으로 설계하고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인 임피던스 정합층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또 실

험적으로 확인하였다[14]. 기존의 공진을 이용한 설계는 정합층이 공진조

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층의 두께와 굴절률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에 만족하도록 설계해야했다면, 쌍이방성을 이용한 설계는 굴절률을 0으

로 고정하고 파동이 통과하는 두 매질에 의해 결정되는 쌍이방성 단일

값만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임피던스 부정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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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이방성 음향 메타물질을 통한 임피던스 정합층의 설계는 음향 임피

던스 정합 기술이 대부분의 음향 응용기기에 적용된다는 것을 돌이켜 볼

때, 다양한 음향 응용기기에 포괄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고[15-19], 수술 및 종양 조직 파괴용으로 쓰이는 의료 치료기기

[20-22]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 음파를 통해 충전하는 의료기

기의 충전 시스템(Acoustic power transfer system for bio-medical

implant)에도 활용될 수 있다[23-27]. 더 나아가 음파를 사용해 정보를

획득하는 음향 탐사나 수중 통신[28-29] 등에도 널리 응용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쌍이방성 음향 메타물질이 정합할 수 있는 임피던스 부정합의 범위는

메타물질의 두께와 물질에 인가된 쌍이방성 값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4]. 큰 차이의 부정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작은 쌍이방성

값을 갖는 메타물질을 여러 층 쌓거나 단일 층이 갖는 쌍이방성 값의 범

위 자체를 늘려야한다. 첫 번째 방법은 쌍이방성 음향 메타물질을 통한

임피던스 정합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하지

만 메타물질을 여러 층 사용해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더러 두꺼운

두께는 정합층이 응용 기기에 적용될 때, 기기 설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18,30-31].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

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단일 층에 큰 쌍이방성 값을 인가하는 두 번

째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더욱이 단위 메타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정합 범위를 늘리고 동시에 여러 층을 쌓는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한

다면 극한적인 임피던스 차이에 대해서도 정합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쌍이방성 값을 얻기 위해선 메타물질의 비대칭성을 크게 해야 한

다[14,40]. 하지만 영점으로 유효 파동 변수가 설정된 음향메타물질에 대

해 구조 비대칭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 밀도, 압축률이 변화해 유효 변

수가 영점 조건에서 이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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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극한적인 임피던스 차이에 대해서도 정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큰 쌍이방성을 갖는 음향메타물질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쌍이방성을 인가하는 새로운 구조 변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설계과정과 시뮬레이션 정합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음향 기기가 대표적으로 마주하는 ‘공기-물’의 극한

적인 임피던스 부정합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공기와 물의

임피던스는 20℃ 실온에서 약 3,583배()의 큰 임피던스 차이를

가진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먼저 제2장에서는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개관하고 쌍이방성을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음파가 쌍이방성 매질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변환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임피

던스 정합이 성립할 수 있는지 상술한다. 제3장에서는 큰 쌍이방성을 갖

는 음향 메타물질의 설계방법을 제시한다. 음향 메타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단위 구조체를 소개하고, Coupled mode 이론을 통해 특정 물성 값

을 결정하는 메타물질의 구조 변수를 역으로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큰

쌍이방성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구조 변수를 확보한다. 더 나아

가 쌍이방성 값의 인가로 인해 야기되는 유효 파동 변수의 이탈을 보상

하기 위해 보상 기법을 도입한다. 제4장에서는 임피던스 부정합 상황을

조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단일 메타 구조체가 조절할 수 있

는 최대 부정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극한적인 임피던스 부정합 환경(공

기-물)에서 정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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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쌍이방성 메타물질

쌍이방성 메타물질(Bianisotropic Metamaterial)이란 메타물질의 하위

범주로서 0이 아닌 쌍이방성 값을 갖도록 설계한 메타물질을 일컫는다.

초기의 쌍이방성 메타물질은 전자기파 영역에서 카이랄성 메타물질

(Chiral Metamaterial)과 Ω-형태의 메타물질로 구현되었다[32-34]. 연구

자들은 쌍이방성을 가진 메타물질을 통해 기존의 메타물질보다 다양한

파동의 성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35-36], 그 결과 음향

영역에서도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구현했다[14]. 본 논문에서는 1차원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성질에 집중하며 이때 음향 영역에서 쌍이방성()은 음

파의 속도장()과 압력장()의 coupling 상수로 정의된다[34].

제 1 절 쌍이방성 물질에서의 에너지 변환

균일한 쌍이방성 매질(homogeneous bianisotropic medium)을 통과하

는 평면 음파의 속도장과 압력장 성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쌍이방성

매질을 통과하는 음파의 성분에 따라 파동 방정식을 기술하자. 속도장과

압력장 성분은 일반적으로 식 2.1의 관계를 만족한다[37,38].

  exp exp

 







(2.1)

이때 진행방향에 따라 평면파가 느끼는 임피던스의 값이 달라지는 쌍

이방성 물질의 성질에 따라, +/- 부호를 표시하여 임피던스의 방향의존

성을 나타낼 수 있다[14,39]. 또한, 쌍이방성은 각 방향의 임피던스와 식

2.2의 관계를 갖는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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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로부터  ≠이면 쌍이방성은 0이 아닌 값을 갖고, 평면파가 진

행함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인 매질에 대해 식 2.1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된다.

  exp

  exp

(2.3)

식 2.3을 통해 파동이 쌍이방성 매질을 통과함에 따라 에너지 보존법

칙에 의해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에 대한 속도장과 압력장의 크기 비

는 쌍이방성의 값에 따라 지수적(exponentially)으로 교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39].

그림 2.1 두께 d의 쌍이방성 매질을 통과하는 음파의 에

너지 교환 모식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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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쌍이방성을 통한 임피던스 정합

음향 임피던스가 다른 두 매질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파동은 임피던

스 차이에 의해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되고 일부 투과된다. 이때

각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이 느끼는 임피던스의 불연속성을 제거할 수 있

다면 반사파는 발생하지 않고 파동은 매질을 모두 투과할 것이다.

음파의 관점에서 한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값은 속도장과 압축장의

크기 비율로 정의된다. 앞 절에서 평면파가 쌍이방성 매질을 통과함에

따라 속도장과 압축장의 크기가 각각 지수의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 놓

이고 서로 교환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파동이 느끼는 음향 임피던스의

크기를 쌍이방성 값을 매개변수로 하여 지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

로, 이를 통해 매질 경계의 임피던스 불연속성을 제거해 정합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이 서로 다른

음향 임피던스 과 를 각각 가진 매질1과 매질3 사이에 두께가 이

고 쌍이방성을 가진 매질2가 삽입된 상황을 고려하자. 매질 2에서의 속

도장, 압력장에 대한 일반식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은 식

2.4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는 투과 계수(transmittance coefficient), 

은 반사계수(reflectance coefficien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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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로 다른 매질 사이에 삽입된 쌍이방성 매질 모식도










  exp
 exp

 







       



     





  







(2.4)

이때 임피던스 정합이 성립한 상황, 즉  인 경우에 대해 방

정식을 풀면 식 2.5의 관계식을 얻는다.


 







  

  
 






 

 







  

  
 






 

  (2.5)

식 2.5를 만족시키는 쌍이방성 매질2의 굴절률과 임피던스 조건을 찾

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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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or




ln


  ∞

(2.6)

이를 통해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필요한 물질의 유효 파동변수를 도

출하면, 물성치 간의 변환식을 거쳐 식 2.7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34].

  
      


ln


  (2.7)

따라서 서로 다른 음향 임피던스를 갖는 매질의 임피던스 정합을 위

해 필요한 쌍이방성 물질은 유효 밀도와 압축률이 각각 0이어야 하고,

동시에 양단 매질 음향 임피던스의 비율 값()에 의해 결정되는 쌍

이방성 값()을 가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쌍이방성 값의 최대 크기에

따라 정합할 수 있는 임피던스 차이의 범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큰 값

의 쌍이방성을 인가할수록 극한적인 상황의 임피던스 부정합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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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큰 쌍이방성 값을 갖는

음향 메타물질 설계

제 1 절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

기존에 연구된 음향 메타물질은 원하는 유효 밀도와 압축률 값을 독

립적으로 인가하기 위해, 구조 단위체가 밀도 모드(-mode)와 압축률

모드( -mode)를 각각 갖도록 설계되었다[14]. 본 구조는 쌍이방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원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 구조적으로 방사성

대칭(radial symmetry)을 갖는 내부 셀과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해 선형

대칭(linear symmetry)을 갖는 외부 셀로 구성된다. 메타물질의 내부 셀

은 밀도 모드를, 외부 셀은 압축률 모드를 각각 담당한다.

그림 3.1 음향 메타물질의 작동 특성[14]

(a)음향 메타물질의 밀도 모드와 압축률 모드의 작동 모식도.

(b)음향 메타물질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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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셀은 막(membrane)으로 둘러

싸여 있다. 내부 셀은 2차원 상의 투영도에 대해 4면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 셀은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막으로 둘러싸여있다. 본

구조는 이러한 막의 질량을 조절함으로써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 변수 값

을 조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막의 질량은 막의 두께와 너비, 그리고

막을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를 통해 조절된다[39].

물질의 쌍이방성은 물질의 반대칭성(anti-symmetry) 혹은 비대칭성

(asymmetry)로부터 기인한다[40]. 본 논문의 메타물질의 구조에서 쌍이

방성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 구조의 질량 대칭성을 제거함으로써 얻

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경우에는 막의 두께를 구조 변수로 조절

하여 대칭성을 깨뜨렸으며, 0이 아닌 쌍이방성 값을 얻었다[14].

본 학위논문에서 표준으로 사용한 단위 메타 구조의 구조변수와 구체

적인 수치와 물성 값을 제시하면 각각 그림 3.2와 표 3.1과 같다. 메타물

질의 작동 주파수(operation frequency)는 1,300㎐로 설정하였으며, 막은

알루미늄(Aluminum, Al)을 사용하였다. 단위 구조의 한 변의 길이는 기

준 파동의 약 (=6㎝)에 해당한다. 작동 주파수는 구조의 단위 길이

()를 조절하고 영점 조절을 위해 구조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변

화시킬 수 있다[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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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 변수

parameter value[unit]

 6[㎝]

 3.1[㎝]

 120[㎛]

 90[㎛]

 28[㎜]

 30[㎜]

 2700-25i[㎏/㎥]

표 3.1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 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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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oupled mode 이론과 음향 파라미터 계산

막의 질량을 조절하는 구조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메타물질의 유효

밀도와 압축률, 쌍이방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Coupled mode 이론

(Coupled mode theory, CMT)을 활용한다. CMT는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세부 셀들을 각각 하나의 객체로 보고 메타물질을 단위 구조체를 하나의

계로서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다[14,39]. 하나의 계에 대해

해석적으로 가능한 모드(modes)는 객체들의 운동방정식을 행렬 방정식

( )으로 썼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 값( )이 0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결정되는 세부 셀들의 모드에 대해 유효 밀도(),

압축률( ), 그리고 쌍이방성()과 같은 파동 변수를 구조변수의 함수

로 이끌어 낼 수 있다[34].

세부 셀들에 대해 1차원 진행 파동에 의한 객체의 움직임은 Newton

의 제2법칙과 Hooke의 법칙에 따라 각각 식 3.1과 식 3.2로 기술할 수

있다. 이때 는 단위 메타물질의 격자크기, , , 는 각각 번째 셀

에서 번째 셀의 사이 막의 평균 변위, 막의 너비, 막의 두께를 의미한

다. 는 번째 셀의 압력, 는 번째 셀의 넓이다.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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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MT 적용을 위한 음향 메타물질 셀 번호

부여

이와 더불어 주기 구조에서 exp의 형태로 전파하는 하모닉스 파

동에 관한 Floquet 경계조건을 식 3.3으로 CMT에 포함해 적용할 수 있

다[14,42].







exp (3.3)

그림 3.4 주기적으로 1차원 배열된 음향 메타물질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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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셀의 외부 공간을 포함해 식 3.1∼식 3.3을 행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 방정식 3.4을 얻을 수 있다.







       


   




        


   

         


  



          


 

       











 

            

            

            

            

            

            


     

      

           
 

























  (3.4)

수리물리학 계산 프로그램 MATHEMATICA를 이용해 행렬방정식

3.4()에 대해 조건  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해(non-trivial solution)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식 3.4의 행렬식으로부터 굴절률을 포함한 exp에 대

해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굴절률()을 구할 수 있다. 또 파동의 진

행 방향에 대한 물질의 음향 임피던스()는 CMT에서 얻은 모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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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쓰면 각각 식 3.5, 식 3.6과 같다.

exp













  




  

  







(3.5)








  

 

(3.6)

 


 ,   ,

 

 ,  

 ,    ,   

한편, 구조변수를 통해 메타 물질이 갖는 임피던스와 굴절률을 얻을

수 있다면, 알려진 파동변수 관계식 3.7에 따라 매질의 유효 파동변수를

단위 구조의 구조변수로 변환할 수 있다[38,4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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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쌍이방성과 구조 비대칭

쌍이방성()은 물질 구조의 비대칭에서 기인한다[40]. 메타물질에 인가

된 쌍이방성 값은 메타물질의 구조의 대칭성을 어떻게, 얼마나 깨뜨리느

냐에 따라 결정된다. 구조변수의 자유도에 의해 다양한 비대칭 조합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물질에 인가되는 쌍이방성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음향 메타물질은 안과 밖의 막이 각각 다른 모드를 독립

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안과 밖의 막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비

대칭성을 야기하는 경우를 가정하며, 이는 [14]에서 사용하였던 내부 막

만의 비대칭성 제어에 비하여 보다 큰 자유도를 가진다.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해 안쪽과 바깥쪽의 막의 질량을 각각  , 

이라고 하고, 그 변화량을 다시 각각  , 라고 하자. 본고에서

쌍이방성을 인가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변수는 식 3.8과 같다(그림 3.5).

그림 3.5 쌍이방성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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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편, 질량의 비대칭성을 야기하는 구조변수는 막의 두께( ,)

로 제한할 수 있다. 막의 질량은 밀도와 두께의 곱을 항으로 갖기 때문

에 밀도를 바꾸거나 막의 두께를 바꾸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

[S1].

본 구조에서 가능한 비대칭성의 조합은 다음과 같이 막의 질량 변화

( ,)에 따라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를 조합1, 조합2, 조합3,

조합4 라고 한다면 각각은 조건 1:  , 조건 2:  , 조건 3:

  , 조건 4:   을 만족한다.

4가지 조합에 대해 쌍이방성 값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면 큰 쌍이방성

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별할 수 있다. 식 2.2의 관계를 적용해 쌍이방

성(  )을 구조변수로 표현하기 위해 식 3.8의 변수에 대해 2.2

절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쌍이방성 매질이 갖는 방향에 따른 임피던스

( , 각각 정·역방향)는 구조의 대칭성을 고려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CMT를 이용해 구한다. 구체적인 관계식은 식 3.9과 같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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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식 2.2에 적용하면 식 3.1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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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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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구조 변수 변화에 따른 음향 메타물질의 쌍이방성

(a)조합1(red), 조합2(blue), 조합 4(yellow)에 따른 쌍이방성 값 비교.

(b)조합1(red), 조합2(blue), 조합 3(yellow)에 따른 쌍이방성 값 비교.

식 3.10에 대해 MATLAB을 통해 수치 계산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식 3.10과 그림 3.6에 따라 같은 두께 변화에 대해 조합 4:

   의 경우에서 가장 큰 쌍이방성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조합1, 조합2처럼 내부 셀과 외부 셀의 두께 단

일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비대칭성 구조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 나

머지 조합 3과 조합4의 경우에 대해 을 양의 값으로 고정하고,

의 부호에 주목하면  일 경우 즉, 조합 4의 경우에 더 큰

양의 값을 갖는다. 식 3.10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이방성 값에 기여

하는 를 포함하는 항에서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분자항이

커지고, 분모항(**)이 작아지므로 더 큰 쌍이방성 값을 갖도록 각 항들

이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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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효 파동변수의 이탈에 따른 보상 기법

그림 3.7에서와 같이 메타물질에 쌍이방성을 인가하기 위해 구조 비대

칭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메타물질의 유효 밀도와 압축률 값은 기존의 영

점에서 이탈한다. 이와 같은 유효 파동변수의 원점 이탈은 한 단위의 메

타물질에 인가할 수 있는 쌍이방성 값을 제한하고, 동시에 단위 구조체

가 정합할 수 있는 부정합의 범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음향 메타물질을

이용해 임피던스 정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쌍이방성의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점에서 이탈한 유효 밀도와 압축률을 보상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그림 3.7 구조 변화에 따른 유효 음향 파라미터의 이탈

(a)조합1( )의 경우. (b)조합2( )의 경우.

(c)조합3( )의 경우. (d)조합4(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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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합4 기준으로 비대칭 구조에 기여하는 막을 제외하고,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해 수직 위치에 존재하는 측면 막의 두께()를 조절함으

로써 파동변수의 원점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그림 3.8, 그림 3.9).

그림 3.8 유효 음향 파라미터 원점 보상을

위한 측면 막의 조절( , green) 모식도

그림 3.9 측면 막 조절에 따른 유효 음향 파라미터의 변화

(a)유효 밀도 변화. (b)유효 압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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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막의 두께를 늘릴수록, 유효 질량은 측면 막을 조절하지 않은 기

존의 경우보다 이탈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9

(a)). 유효 압축률은 측면 막의 두께 증가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

동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3.9 (b)). 변수의 이탈 정도에 따라 두 변수의

경향성을 이용해 측면 막의 두께()를 조절한다면 파동변수의 원점

이탈을 줄일 수 있다. 단, 본 방식은 측면 막의 두께 증가에 따라 유효

파동 변수의 보상 정도가 포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포화 현상은

유효 파동 변수의 보상 정도를 제한하고, 이는 메타구조가 정합할 수 있

는 임피던스 부정합의 범위를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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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은 구조 최적화 과정을 포함해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쌍이방

성 음향메타물질 설계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0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쌍이방성 메타물질 설계 과정

먼저 쌍이방성 값이 0인 대칭 메타물질을 설계한다. 음파의 주파수를

고려하여 단위 구조의 크기를 결정하고, 0의 유효 파동 변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막의 구조 변수(막의 폭, 두께, 물성 등)를 결정한다. 한편 정합

조건식에 따라 필요한 목표 쌍이방성 값을 찾는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방

식으로 설계한 구조의 대칭성을 깨뜨려 목표한 쌍이방성 값을 얻는다.

대칭성의 파괴로 이탈한 유효 파동변수의 원점을 보상하기 위해 측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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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량(두께)을 변화시켜 정합 조건을 확보한다.

구조 최적화에도 불구하고 (1)막의 두께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점,

(2)무한히 측면 막의 두께를 늘릴 수 없다는 점, (3)유효변수의 보상 값

이 포화된다는 점 등의 한계로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임피던스

의 부정합 범위는 무한정 커질 수 없다. 만약 정합에 필요한 쌍이방성

값이 단위 구조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값을 초과하면 구조체를 파동의 진

행방향에 대해 그림 3.11처럼 직렬로 배열해 정합 범위를 지수적으로 늘

려 확장할 수 있다. 식 3.11과 같이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임피

던스 부정합 비율의 최댓값( )에 해당하는 쌍이방성 값을  max

라고 한다면, N개의 구조체를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해 직렬로 배열함에

따라 정합할 수 있는 임피던스의 비율()을 N제곱 배로 증가시킬 수 있

다.

max 


ln





ln

max 


ln





ln

 (3.11)

 
  


 

max

그림 3.11 단위 구조체 2개를 직렬로 연결한 임피던스 정합 모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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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피던스 정합 시뮬레이션

제 1 절 시뮬레이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 FEM) 프로

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ver 5.1의 Acoustics 모듈을 사용해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COMSOL은 다양한 물리 환경에 대해 물리 현상

을 지배하고 있는 편미분방정식을 연속에 가깝게 충분히 작은 간격으로

나누고, 경계문제를 풀어 실제에 가깝게 물리 현상을 해석한다.

COMSOL Multiphysic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 중, 본 논문에서 사용

한 Acoustics 모듈은 음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최적화된 모듈로서 매

질 내에서의 음향 분포 현상을 해석하고, 구조와의 연동성을 볼 수 있도

록 특성화된 모듈이다.

뿐만 아니라 COMSOL은 특정한 조건의 평면파를 입사하고, 그에 대

한 투과율을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1,300㎐ 평면파에 대하여 그림 4.1의 환경에서 구조체

를 변화시키며, 파동 전송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준이 되는 매질

(Medium 1, 20℃ 공기)에서 파동이 입사되는 목표 매질(Medium 3)을

향해 음파를 투과 시키면 그림 4.2와 같이 각 포트(port)에 대해

S-parameter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동 변수, 투과율 등을 역

으로 계산할 수 있다[34,43]. 90% 이상의 투과율을 기준으로 정합 여부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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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음향 메타물질(Acoustic Metamaterial, AMM) 투과율

측정 시뮬레이션 개요도

그림 4.2 S-parameter 측정 개요도

제 2 절 시뮬레이션 변수 설정

COMSOL Multiphysics ver 5.1은 음파 현상의 대상이 되는 특정 구

조체의 크기, 물성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높은 시뮬

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큰 쌍이방성을 얻는 목적

에 맞게 구조체의 구조변수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

다. 대표적으로 메타물질의 유효변수를 조절하는 내부와 외부 막의 두께

(   )와 측면 막의 두께()를 변수로 설정했다. 변수를 보다

간단히 하기 위해 내부 셀의 막과 외부 막의 두께변화는 같은 정도로 변

화시켜 시뮬레이션 하였다(  ).

또한 밀도와 음속의 곱으로 정의되는 목표 매질(Medium 3)의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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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는 밀도()와 음속()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하여 설정

했다. 공기와 물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일 경우 시뮬레이션 환

경에서 제공하는 물성 값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Content [Unit] Air(20℃) Water(20℃)

Density  [㎏/㎥] 1.21 1000

Speed of sound  [m/s] 343 1480

표 4.1 COMSOL Multiphysics ver 5.1 물성 라이브러리 값

제 3 절 임피던스 정합 결과

본 절에서는 3.4절에서 논한 것처럼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임

피던스 부정합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극한적인 임피던스 부정합(공기-

물)을 조절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부정합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극한적인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구조체의 개수와 단위 구조체의 구조 변수를 결정하고 조건에 따라 임피

던스 정합을 달성한다.

1. 단일 메타 물질의 임피던스 정합

그림 3.9, 그림 4.3처럼 측면 막이 보상할 수 있는 정도는 포화된다.

따라서 단위 구조체에서 구조 최적화로 임피던스 정합에 유효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 막의 두께는  ≤로 제한하기로 하며, 이

때를 최적화의 최대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단일 구조체

는 공기()에 대해 최대 250배 임피던스의 임피던스 부정합

(  )을 조절할 수 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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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측면 막 변화 효과의 포화 현상

그림 4.4 보상 포화 범위에 따른 임피던스 부정

합의 최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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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구조체의 250배의 임피던스 부정합에 대해 단위 구조체가 가지

는 구조 변수는 조합 4의 기준, 식 3.10에 따라 다음과 같다.

 




   
± ±

  
± ±

또 측면 막의 두께 변화는  로 조절해 원점이탈을 보상

하였다.(그림 4.5)

그림 4.5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구조 최적화 변수

결정

해당 구조변수에 따라 COMSOL 기반 FEM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그

림 4.6과 그림 4.7에서와 같이 임피던스 정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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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50배 차이 정합에 대한 투과율

(T)과 반사율(R)

그림 4.7 단위 구조체 최대 정합(250배 차이)에서의 압

력장 패턴

(a)    에서의 압력장 패턴.

(b)    에서의 압력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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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물에서의 임피던스 정합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음파의 정합환경은 다음과 같다.

Content [Unit] Air(20℃) Water(20℃)
Acoustic Impedance 

[㎏/㎡s]
413 1.48×10⁶

Acoustic refractive index  1 0.23

표 4.2 공기와 물의 음향 임피던스와 상대굴절률 값

표 4.2에 따르면 물과 공기의 임피던스 부정합은 3,583.5배 차이가 나

고, 이는 한 단위 메타 물질이 정합할 수 있는 범위(250배)를 초과한다.

식 3.11에 따라 구조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정합할 수 있는 범위가 지

수적으로 증가함을 상기했을 때, 2개의 구조체를 사용하면 두 매질의 정

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조합 4의 기준으로 최적화된 단위 구조체의 구조 변수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해당 구조변수 값에 따라 COMSOL 기반 FEM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그림 4.8과 그림 4.9에서와 같이 임피던스 정합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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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공기-물(3583.5배 차이) 정합에 대

한 투과율(T)과 반사율(R)

그림 4.9 공기-물 임피던스 정합(3583.5배 차이)에서의 압력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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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쌍이방성 음향 메타물질의 하향 설계법

을 기반으로 극한적인 음향 임피던스 부정합에 대한 정합 기법을 고안하

고 일련의 설계과정을 제안했다. 또 이를 공기-물(3,583.5배)의 극한적인

부정합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극한적인 임피

던스 부정합을 조절하기 위해 음향 메타물질의 구조변수와 쌍이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높은 쌍이방성 값을 가질 수 있는 음향 메타물질의 구

조를 제안했다. 또한 쌍이방성 인가에 따른 메타물질의 유효 파동변수

이탈을 보상할 수 있도록 측면 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보상 기법을 함께

도입해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임피던스 부정합의 범위를 극대화

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구조에서 단위 구조체가 정합할 수 있는 최대

임피던스 부정합의 범위가 250배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합하였다. 끝으

로 극한적인 임피던스 부정합 환경(공기-물)을 정합하기 위해 2개의 구

조체로 부정합을 조절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 제안한 일련의 설계과정을 거쳐 단위 구조의 구조 변수를 결정하

였다. 또 COMSOL 기반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쌍이방성 메타물질을

통해 극한적인 임피던스 부정합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36 -

부록(Supplement)

S.1 밀도 변화와 두께 변화에 따른 쌍이방성

쌍이방성을 인가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구조변수는 식 S1.1을 따른다.

따라서 막의 밀도와 두께 변화는 등가성을 가진다.

 


 ,    (S1.1)

그림 S1. 밀도변화와 두께 변화에 따른 쌍이방성 값

(a) 내부 막 두께 변화()에 따른 쌍이방성 값. (b) 외부 막 두께 변

화()에 따른 쌍이방성 값. ⒞ 내부 막 밀도 변화()에 따른 쌍

이방성 값. (d) 외부 막 밀도 변화()에 따른 쌍이방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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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anisotropic Acoustic

Metamaterial Design

for Extreme Impedance

Mismatch Control

Jun-hwuy Pang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mpedance mismatch between two different media causes reflected

waves. This phenomenon leads to energy and data losses of

transmitted or incident waves. Meanwhile, Bianisotropic Acoustic

Metamaterial was proposed in a recent paper on top-down design for

Metamaterial design. The article has shown that Bianisotropic

meta-structure can be applied to an impedance matching layer. Since

the suggested technique can control impedance mismatch with only

one parameter, bianisotropy, bianisotropic impedance matching is more

efficient than traditional resonant layer, which must satisf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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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of refractive index and impedance simultaneously.

Notwithstanding, the article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matching

range is too small for the matching layer to be adapted to various

mismatch conditions.

In this dissertation, I propose a new Bianisotropic Metamaterial

structure and matching technique for the extreme impedance

mismatch control using the top-down design. Extreme impedance

mismatch control requires a high value of bianisotropy. But designing

the meta-structure with a high value of bianisotropy makes effective

wave parameters (density and compressibility) deviate from matching

condition, so that additional tuning process is needed, namely side

membrane adjustment. Consequently, this research accomplishes 250

times impedance mismatch control with a single meta-structure, and

achieves impedance matching of a typical extreme impedance

mismatch between air and water (3,583.5 times) with two series

meta-structures by the finite element method (COMSOL).

This extreme impedance matching control technique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acoustic applications, such as medical diagnosis

system, therapeutic system, sonar applications, and underwater

communication.

keywords : Impedance matching, Acoustic Metamaterial,

Bianisotropy, top-dow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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