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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원기둥 배열의 전자기적 응용
Electromagnetic Applications of Nanorod Cylinde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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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생체센서, 나노안테나, 테라헤르츠 전송선, 나노레이저, 물성분석기의 기본구조로 쓰이는 나노원기둥 배열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테라헤르츠 이상 주파수에서는 반드시 금속을 유전체로 모형화해야한다. 전자기파가 유전체 나노원기

둥 배열에서 반사와 투과되는 특성을 공진주파수 관점에서 연구하여 다양한 첨단응용에 활용할 수 있다.

Ⅰ. 서론

▶▶ 그림 1. 나노원기둥 배열의 구조

  반지름이 매우 작은 금속원기둥을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전자기파의 공진특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근래에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5]. 보통 원기둥의 반지름을 

나노미터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나노원기둥(Nanorod or 

Nanowire)으로 부른다. 나노원기둥이 반응하는 테라헤르

츠(Terahertz) 주파수 영역에서는 금, 은,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더 이상 PEC(완전전기도체: Perfect Electric 

Conductor)로 근사화할 수 없고 반드시 손실이 있는 유전

체로 가정해야 한다. 현재는 수십 나노미터 단위로 나노원

기둥을 배치할 수 있다.

  나노원기둥은 생체센서, 나노안테나, 테라헤르츠 전송

선, 나노레이저, 물성분석기, 근역장 현미경, 다양한 광학

기기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 구조이다. 따라서, 전자기파와 

나노원기둥의 상호작용을 추적하여 나노원기둥에 의한 전

자기파의 반사와 투과특성을 공진주파수와 전력투과율 관

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Ⅱ. 전자파와 나노원기둥

▶▶ 그림 2. 테라헤르츠 영역의 은(Ag) 복소 

유전율 특성

  테라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전자기파 계산을 하려면 나

노원기둥의 유전율을 정밀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때 복소 

유전율(Complex Permittivity)은 주파수별로 유전상수(실

수부)와 손실(허수부)이 변하는 분산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드루데 모형(Drude Model), 로렌츠 모형(Lorentz Model) 

등을 써서 특성을 공식화해야 한다[5]. 하지만, 실제 금속

들의 분산특성은 매우 복잡하므로 실제 측정결과를 바탕

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4].

  그림 2는 실제 은의 복소 굴절율(Complex Refractive 

Index)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테라헤르츠 영역의 복소 유



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36

전율을 환산한 결과를 보여준다[4], [5]. 일반적인 유전체

와는 다르게 유전율의 실수부가 음수의 특성을 가진다. 일

반 유전체의 유전율 실수부는 항상 양수이다. 유전상수가 

음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복소 유전율이 표현하는 특성은 

플라즈마(Plasma)이다.

  전자기파가 나노원기둥 배열에서 산란될 때 나노원기

둥의 유전율 특성이 플라즈마이므로 전자기파가 나노원

기둥 표면에 표면 플라즈몬 공진(Surface Plasmon 

Resonance)을 생성한다. 표면 플라즈몬 공진이 일어나면 

나노원기둥 표면에 플라즈몬이 생기므로 이 플라즈몬을 

제어하여 다양한 광학응용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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