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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에서 음의 투자율 및 음의 유전율을 가진 유

전체 내에서 기존의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전자기파 

현상이 이론화된 이후로, 이 성질을 구체화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들로

는 회절한계(diffraction limit)를 극복한 영상화나 각

종 파동의 경로 조정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현상

들을 가능케 하는 물질을 메타물질(metamaterials)

이라고 칭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음향학, 탄

성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에서 주기적으로 구

멍이 배열된 포논 결정(phononic crystal in elastic 

medium)이 갖는 특이성질을 다룬다. 이 구멍들의 

집합은 매질인 알루미늄 평판과는 다른 물성치를 갖

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새로운 물질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물질 내에서는 탄성파의 위상속도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접촉면에서 

비정상적인 거동을 보인다.  

먼저 주기적으로 배열된 원형 구멍으로 이루어진 

메타물질의 특성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PWE(plain wave expansion)과 FEM(finite element 

method)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타물질과 알루미늄 평판간 접촉면에서 

전단파의 굴절각이 음의 값을 갖는 실험을 최초로 

수행하였다.  

 

2. 모델링 및 해석 

2.1 Plain Wave Expansion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에 원형 구멍이 정사

각 격자구조(square lattice)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Fig. 1. (a) a unit cell of phononic crystal in a 

periodical square array and its lattice constants (b) 

brillouin zone corresponding to the unit cell 

 

있는 포논 결정이 갖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

나의 단위셀(unit cell)에 대한 해석을 수행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단위셀의 격자상수(lattice 

constant) a 는 8mm 이며 단위셀에 포함된 원형 구

멍의 지름 d 는 6.4mm 이다.(Fig. 1(a)) 정사각형 단

위셀에 해당하는 브릴루앙 영역(Brillouin zone)은 

Fig. 1(b)와 같으며 대칭성 및 주기성에 의거하여 분

석할 최소 영역은 Γ -Χ -Μ으로 한정된다. 포논 결

정 및 알루미늄 평판의 두께는 2mm 이다. 두께가 a

에 비해 작으므로 3D 모델에 대한 띠구조(band 

structure)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PWE 를 적용해 

보았다. 각 파수 벡터에 대해 식 (1)을 만족하는 고

유진동수를 구하면 대상 셀의 띠구조를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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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K 는 블로흐 벡터(Bloch vector), G 는 

역격자 벡터(reciprocal lattice vector), Cijkl 은 탄성 

상수 텐서(elastic stiffness tensor), u 는 변위, ρ 는 

밀도, ω 는 고유진동수를 의미한다. 브릴루앙 영역에

서의 파수 벡터(wave vector) k 에 해당하는 띠구조

는 Fig. 2 과 같다.  

 

2.2 Finite Element Method 
 
2.1 에서 PWE 를 이용하여 구한 띠구조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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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nd structure of the phononic crystal made 

of a square array of holes in aluminum 

 

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3D 단위셀 모델에 대하여 

FEM(finite element method)를 적용했다. FEM 은 

PWE 에 비하여 수렴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띠

구조를 구하는 데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상용프

로그램인 COMSOL 3.5 를 사용했다. 이 방법을 이용

하여 구한 띠구조는 2.1 에서 PWE 를 이용하여 구

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3 특성 
 
PWE 와 FEM 으로부터 구한 띠구조 중 전단파를 

형성하는 7 번째 모드는 Γ -Χ  방향으로 파가 진행

할 때 파수 벡터가 증가할수록 해당 주파수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2.의 빨간 실선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산관계(dispersion relation)에서

는 일정한 위상에 해당하는 파면의 속도를 나타내는 

위상속도(phase velocity)와 여러 개의 평면파가 합

성되어 이동하는 속도인 군속도(group velocity)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탄성에너지는 전단파

와 함께 군속도로 정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이 합성파 

내에서의 위상속도는 음의 값을 갖는다. 경계면에서

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래의 스넬

의 법칙(snell’ s law)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위상속

도가 대입되므로 음의 위상속도가 대입되면 굴절각

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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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을 통한 검증 

3.1 실험 환경 및 조건 
 

실험을 위해 2mm 의 알루미늄 평판 위에 직각이

등변삼각형 영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다. 

삼각형 영역의 두 변에 각각 25 개의 구멍이 들어

가 있다. 구멍간 간격 및 구멍의 지름은 앞서 언급

한 격자상수와 동일하게 각각 8mm, 6.4mm 이다. 

삼각형 영역의 한 변에 수직하게 유도탄성파를 입

사시킨 후 탄성파의 경로를 측정한다. 메타 물질 

내로 입사된 탄성파가 삼각 영역의 빗변의 중점 P

에 도달하면 새로운 매질을 만나게 되므로 진행 방

향이 굴절된다. 탄성파가 어느 방향으로 굴절되는

지 측정하기 위하여 P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

를 따라 신호를 받았다. 실험에 쓰인 트랜스듀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PSA-OPMT 이다. (지면상 

실험 그림과 결과는 생략하였음) 

 

3.2 결과 및 분석 
 
식 (2)의 좌변에 메타물질에서의 입사각인 45°

와 띠 구조로부터 구한 전파 위상속도를 대입하고 
알루미늄 평판에서의 위상속도를 대입하면 알루미

늄 평판에서의 굴절각을 얻을 수 있다. 주파수가 
220kHz 인 경우, 식 (2)의 이론식으로부터 구한 굴
절각은 -12.67°이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은 
굴절각은 각각 -11.35°로 약 10% 이내 오차 범위

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사각 격자구조로 원형 구멍이 배

열된 포논 결정 의 특성을 PWE 와 FEM 을 이용하

여 알아보았다. 그로부터 일부 탄성파가 특정 주파

수 범위 내에서 음의 위상속도 및 음의 굴절률을 갖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현상을 전단파을 이용

하여 알루미늄 평판에서의 실험을 최초로 증명하였

다. 이로써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

성을 갖는 메타물질을 이용하면 파동의 전파 특성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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