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5卷 第6號 2014年 11月

24

메타 물질 흡수체에 대한 기술 동향
유민영․김형기․임성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Ⅰ. 서  론

현대의 무선통신 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화가 진행

되며, 안정적인무선통신을 방해하는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 기기의 대량 보
급에 따른 전자파의 증가는 수많은 전자파의 발생을

초래하여 전자파 간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무선통신 환경의 보호를 위해 원치 않는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전자기기에 대

한 국가 차원의 엄격한 시험 절차를 통한 전자파 규

제를 적용․시행하여 왔으며, 점차 증가하는 전자화
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러한 국제 추세와 최근 국내에서도 전자파 차폐가

필수적인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

는 것을 볼 때, 연구 개발을 통해 전자파 차폐에 대
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에 이용되는 주
요 주파수 대역의 포화로 더욱 높은 주파수 대역의

기술 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 때, 기존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안정적인 무선통신을 위한 전자파 차폐

기술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미래의 전장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단순 폭격전과 달리, 고 성능 레이더와 센서, 그리고
정보 기술이 적용된 정밀하고 빠른 타격이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적을 공격하는 탐지 – 목표 설정 - 
발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텔스 기

술 개발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피
탐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 차폐와 레이더 피탐지를 위한 노

력들은 전자파 흡수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전자
파 흡수체는 입사되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열로서 변

화하여 손실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반사파나 투과파

를 방지하는 장치로, [그림 1]과 같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MI)와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의 Solutions, 스텔스 기술, 전자파 측정을 위한 전자
파 무반향실(Anechoic Chamber), 그리고 인체에 유해
한 전자파 차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존의
전자파흡수체는물질자체의손실특성을이용한다

양한 전자파 흡수재료를이용하였다. 초기에는 유전
손실을 이용하기위해 카본입자를혼입한고무, 카본
함유발포우레탄, 그라파이트함유발포스티로폼등
을 많이 사용해 왔으나[1], 최근에는 자성 손실을 이
용한 페라이트 흡수체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2].

[그림 1] 전자파 흡수체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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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파 흡수 재료를 혼합하여 다양한 주

파수의 전자파를 흡수 가능한 흡수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흡수체의 구조적인 형태를 변화
시키는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3],[4]. [그림 2] 
(a)는 피라미드 형태의 적층구조를 이용하여 흡수
성능을 향상시킨 Wedge-tapered 흡수체로, 공기와 거
의특성이같은첨두부분부터내부로들어갈수록손

실계수가 커지며, 전자파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러
한 방법은 광대역에 걸쳐 좋은 흡수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전자파 무반향실 등에 많이 이용되지만, 부피
가 매우 크며 무겁고 충격에 약해 쉽게 파손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2] (b)는 완전히 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지면 위에 파장의 1/4의 두께를 갖는 무
손실의 유전체와 매우 얇은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Salisbury Screen 흡수체이다. 표면의 스크린을 통해
전자파가 입사되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내부로
투과된다. 내부로 투과된 전자파는 접지면의 금속판
에 의해 다시 전반사를 일으켜, 다시 스크린을 통해

(a)

(b)

[그림 2] (a) 피라미드 구조의 전자파 흡수체[3]와 (b) 
Salisbury screen 흡수체[4].

밖으로 방출된다. 밖으로 방출된 전자파는 처음 스
크린에서 반사된 전자파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전자파의 간섭 현상에 의해 서

로 상쇄되며, 결과적으로 Salisbury Screen의 표면에
서는 아무런 반사파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
법은 구현이 쉽고, Wedge-tapered 흡수체에 비해 부
피가 매우 작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특정 주파수
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며, 저주파에서는 여전히 부피
가 크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기존의전자파흡수기술을대체할수있는 

새로운 흡수체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림 3]과 같

이 2008년 N. Landy에 의해메타물질을이용한흡수
체가 처음으로 제안되었다[5]. 물질 고유의 특성인 유
전율과 투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한 메타 물질

의 특성을 이용하여, 메타 물질 흡수체는 구조 자체
의 임피던스를 조정하여 공기와의 완벽한 임피던스

정합을 통해 반사파를 제거함으로써 흡수체를 구현

한다. 특히 메타 물질 흡수체는 분할 링 공진기(Split 
Ring Resonator: SRR)와 특수한 도체 패턴의 주기적
인 배열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공진형(Resonant) 
흡수체 혹은 주파수 선택 구조(Frequency Selective 
Surface: FSS) 흡수체라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한 주

[그림 3] Perfect metamaterial absorb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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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를 통과시키는 FSS와는 다르게 입사된 전자파
에너지를 열로써 소모시켜 반사파뿐만 아니라, 투과
파도 방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메타 물질
흡수체는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공정을 통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저렴하고 크기를 확장시키기 용이하다. 또한 두께가
매우 얇고, 별도의 전자파 흡수물질을 이용하지 않
고도 높은 흡수율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

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전자파 흡수 기술로써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메타 물질 흡수체 기술

의 소개를 통해 메타 물질 기술의 개발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메타 물질 흡수체 기술 현황

2-1 메타 물질 흡수체의 구현 원리

모든 물질은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물질 고유의 전기적 특성인 유전율과 자기적 특
성인 투자율은 식 (1)에 의해 물질의 고유 임피던스
를 결정한다.

 






(1)

여기서 , 는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과 투자

율이며,  , 은 상대 유전율과 투자율로 모든 물질

이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공기는 이러한  , 

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자유공간과같은유전율, 투

자율 값을 가지며, 고유 임피던스 또한 자유공간과 
같은 377 Ω을 갖는다. 따라서 만약 전자파가 입사되
는 구조체의 전자기적 특성을 조정하여 상대 유전율

과 투자율을 같은 값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 구조체
의 고유 임피던스 또한 377Ω 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로 인해 공기와 구조체 사이의 임피던스는 완벽하게

정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구조체는
입사되는 전자파를 반사 없이 완벽하게 받아들여 높

은 흡수율을 갖는 흡수체를 구현할 수 있다[6].

2-2 입사 및 편파에 둔감한 메타 물질 흡수체

[그림 3]의 N. Landy에 의해 제안된 초기의 메타
물질 흡수체는 SRR의 구조가 한 축에 대해선 대칭
적인 구조를 갖지만, 직교하는 다른 축에 대해선 대
칭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되는 전자파의 편

파에 따라 성능이 변한다. 또한, 입사파의 입사각도
에 따른 성능 변화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무선통신 환경에선 수많은 전자파가

존재하며, 모든 전자파는 각기 다른 편파와 전파 진
행 방향을 갖는다. 따라서 흡수체 표면으로 입사하
는 다양한 전자파에 대응하기 위해 입사 편파와 입

사 각도에 둔감한 특성은 메타 물질 흡수체 연구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입사 편파와 입사각도에 따른

성능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메타 물질 흡수체 연구

가 발표되었다[7],[8].
[그림 4] (a)는 비대칭 구조의 SRR을 이용한 입체

적인격자구조의메타물질흡수체이다[7]. 동일한단
위 셀을 격자 구조로 네 방위에 동일하게 배치함으

로써 대칭적인 구조를 구현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편파에둔감하며 60도의넓은 입사각 특성을 갖는다.

[그림 4] (b)는 십자 구조의 SRR과 바닥면의 도체
패턴을 이용한 메타 물질 흡수체로[8], 평면 구조를
유지한 채로 대칭적인 도체 패턴을 통해 편파와 입

사각도 둔감 특성을 구현하였다.

2-3 광대역 특성을 갖는 메타 물질 흡수체

메타 물질 흡수체는 표면의 도체 패턴의 공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서 매우 높은 흡수
율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진을 이용하기 때문
에 대역폭이 좁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협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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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a) Wide angle and polarization-independent chiral 
metamaterial absorber[7] and (b) polarization in- 
sensitive metamaterial absorber with wide incident 
angle [8].

특성의 흡수체는 Bolometer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레이더 피탐지 기술, 태양에너

지 발전을 위한 솔라셀 기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는 여전히 광대역 특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메타
물질 흡수체에 광대역을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9]∼[12].
광대역 메타 물질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은 다중 공진이다. [그림 5] (a)는 육각형의 눈꽃 형
태의 복잡한 도체 공진기 패턴을 만들어 다양한 LC 
성분을 생성, 다중 공진을 발생시키고, 각각의 공진
주파수를 조정하여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구조이고
[9], [그림 5] (b)는 서로 크기가 다른 고리형 공진기
를 배치하여 다양한 주파수에서 공진을 발생시켜 대

역폭을 확장한 구조이다[10]. 각각의 구조는 별도의
장치 없이도 도체 패턴의 변화만으로도 단일 공진에

비해 비교적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는다. 하지만 공진점 사이의 흡수율이 떨어지
고, 대역폭의 확장이 제한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잉크를 이용한 패턴 인쇄이다. 

[그림 6]은 저항성 잉크를 이용하여 인쇄한 사각 링

의 패턴을 통해 손실을 증가시켜 대역폭을 증가시킨

구조이다[11]. 저항성 잉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손실이
몹시 크기 때문에 매우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쇄 기법 상 단순
한 패턴만이 제작 가능하며, 제작 오류에 의해 발생
되는 오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다층 구조를 이용한 방법이다. [그림 7]

은 기존의 메타 물질 흡수체에 새로운 저항과 커패

시터로 구성된 RC 층을 올려 대역폭을 확장한 구조
이다[12]. 다층 구조를 이용한 방법은 넓은 주파수 대
역에서 임피던스 조정을 통해 광대역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구조의 메타 물질 흡수체에

응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RC 층과 같
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4 여러 주파수 대역에 응용된 메타 물질 흡수체

PCB 공정을 통해 구현되는 메타 물질 흡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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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 Bandwidth adjustable ultra-thin metamaterial- 
based absorber using double resonance[9] and (b) 
ultra-thin broadband metamaterial absorber[10].

대부분 마이크로파 영역을 목표로 한다. 마이크로파
영역을 넘어선 밀리미터파 등의 초고주파 영역은

PCB 공정으로 구현하기엔 도체 공진기 패턴의 크기
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PCB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과 같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THz뿐만 아니
라, 적외선과 광학 영역에서도 동작 가능한 다양한
메타 물질 흡수체가 발표되었다[13]∼[15].

[그림 8]은 변형된 십자 구조의 SRR을 갖는 메타
물질 흡수체로[13], 반도체 공정을 통해 실제로 샘플
을 제작, 측정하였으며, 1.145 THz에서 77 %의 높은

[그림 6] Analysis and design of ultrathin electromagnetic 
absorbers comprising resistively loaded high im- 
pedance surfaces[11].

[그림 7] Polarization-independent and ultrawideband meta- 
material absorber using a hexagonal artificial im- 
pedance surface and a resistor-capacitor lay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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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esign, theory and measurement of a polarization- 
insensitive absorber for terahertz imaging [13].

흡수율을 갖는다.
[그림 9]는 나노 공정 기술을 통해 제작된 메타

물질 흡수체로[14], MgF2 유전물질 층과 금박 원형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된 메타 물질 흡수체
는근적외선영역에서 90 % 이상의흡수율을가지며, 
Plasmonic Sensor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그림 10]은 광학 신호를 흡수하는 100 nm 두께의
매우 얇은 메타 물질 흡수체로[15], 1.58 μm의 파장 영
역에서 88 %의 매우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 또한, 매
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광학 장치
들에 쉽게 적용하여 통합시킬 수 있다.

2-5 다양한 능동형 메타 물질 흡수체 연구

앞에서 소개한 흡수체는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설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동형 메타 물질 흡수체가 연구되고 있다. 능
동형 메타 물질 흡수체의 대표적인 연구로 PIN 다이

[그림 9] Infrared perfect absorber and its application as 
plasmonic sensor[14].

[그림 10] High performance optical absorber based on a 
plasmonic metamaterial[15].

오드[16]∼[18], Varactor 다이오드[19], Schottky 다이오드
[20]와 같은 능동형 소자를 사용하는 방법, liquid 
crystal의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21]을 비롯하여 vanadium oxide(V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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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을 사용하여 온도에 따라 주파수가 바뀌는 방법
[22] 등이 제안되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능동형 메타 물질 흡수체는

동작 원리가 간단하고, 구현하기 쉬운 장점으로 인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능동형 소자를 사용
한 흡수체는 소자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해 주는

회로가 필수적으로, 항상 바이어스 회로를 고려한
단위 셀 설계가 중요하다. PIN 다이오드는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메타 물질 흡수체 표면의 전류 패스를

이어주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on/off 상
태에 따라 표면전류의 분포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전자기적 공진을 유도하게 되어, 주로 흡수체/반사
체가 가변하는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그림 11] (a)
와 (b)에서 PIN 다이오드의 on/off 상태에 따른 전계
분포의 변화를 볼 수 있다[16],[17].

[그림 12] (a)는 단위 셀을 X, Y축으로 배치하고, 
인접한 단위 셀 사이에 PIN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연
결한 흡수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흡수체는 X, Y축
방향의 PIN 다이오드를 각각 조절하여 입사되는 편
파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2] (b)
는 X, Y 방향의 PIN 다이오드에 각각 다른 전압을
인가하고,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반사파의 편파 각
도를 나타내고 있다[18].

Varactor 다이오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반대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동작한다. 
전압에 따라 다이오드의 커패시턴스가 연속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는 능동형 소자로 전계가 강하

게 분포하는 인접한 단위 셀 사이에 다이오드를 배

치하면, 메타 물질 흡수체의 LC 공진을 변화시켜 인
가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동작 주파수를 연속적으

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림 13]에서 varactor 다이오
드를 사용한 메타 물질 흡수체의 단위 셀을 도식화

하였다[19].
Schottky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입사파의 출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흡수체가 제안되었다. 흡

(a)

(b)

[그림 11] (a) Microwave diode switchable metamaterial 
reflector/absorber[16] and (b) active metasurface 
for controlling reflection and absorption pro- 
perties[17].

(a)
 

(b)

[그림 12] Polarization modulation by tunable electromag- 
netic metamaterial reflector/absorber[18].

수체에 고출력의 신호가 입사되면, Schottky 다이오
드 양단에 전압차가 생기게 된다. 전압차에 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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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tunable metamaterial absorber using varactor 
diodes[19].

류 패스를 열리게 되면, 흡수체의 커패시터와 저항
성분에 의해 파워를 소모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저
출력 신호는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는 특성을 보인

다. [그림 14] (a)에서 제안된 흡수체의 단위 셀을 확
인할 수 있고, [그림 14] (b)에서 고출력 신호와 저출
력 신호에 대한 흡수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20].

Liquid crystal은 광학 디스플레이 장치에 주로 사
용되는 물질로, 최근 몇 십 년 동안 바이어스 전압에

(a)

(b)

[그림 14] Waveform dependent absorbing metasurfaces [20].

의해 nematic 상태의 분자 구조가 변하는 특징이 연
구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전압에 따라
liquid crystal의 굴절률이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전기적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메타 물

질 흡수체를 구현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
림 15] (a)에서 제안된 흡수체의 구조와 바이어스 전
압에 따른 liquid crystal의 분자배열을 나타내었다. 
이때, 바이어스는 교류를 인가하였고, 인가된 교류
의 주파수와 peak-to-peak 전압에 따라 흡수체로 동
작하는 주파수가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인
가되는 전압에 높아지면, 동작 주파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1 kHz에서 가장 큰 주파수 이동을
보인다. [그림 15] (b)에서 1 kHz 교류가 바이어스로
인가되었을 때, 전압에 따른 흡수 주파수의 이동을
나타내었다[21].
산화알루미늄 기판을 사용한 메타 물질 흡수체에

VO2 필름을 추가하여 주파수 가변형 메타 물질 흡
수체를 제안하였다. VO2 필름은 온도에 따라 전기전
도도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온도에 따라 부
도체에서 도체로 특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실온
을 기준으로 설계한 흡수체에 열을 가하게 되면, 
VO2 필름의 전기전도도가 변하면서 주파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림 16]에서 제작된 샘플 사진과

온도에 따른 주파수 이동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흡수체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가

변형 흡수체를 보다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가능

(a)
 

(b)

[그림 15] Liquid crystal tunable metamaterial absorb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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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 tunable hybrid metamaterial absorber based 
on vanadium oxide films[22].

성을 보여준다[22].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응용한 메타 물질 흡

수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8년 메타 물질 흡수체
에 대한 가능성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실제로 다
양한 목적과 분야에 응용 가능한 메타 물질 흡수체

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메타 물질 흡수체는 기존
의 전자파 흡수 재료의 혼합 물질로 이루어진 전자

파 흡수체를 완전히 대체하기엔 성능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공진기 패턴의 변화, 새로운
구조의 시도 및 물질의 도입 등을 통해 부족한 성능

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나노 공정을 통해 THz를 넘어 적외선
영역에 까지 응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자
부품들의 스마트화 추세에 뒤지지 않게, 상황에 따
라 능동적으로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능동형 메타

물질 흡수체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멀
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생활하는 무선 환경의 다양

한 전자 기기에 상용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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