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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전자파구조(메타물질: MTM(Metamaterials))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했

던 주파수 독립적인 파장, 위상 및 굴절률 제어가 가능한 신개념의 차세대 혁신 기술로

서 정보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의 초소형화, 고성능화 등의 실현이 가능하며 고성능/고

효율의 전파통신 부품, 광통신 부품, 의료진단 영상장치, 보안 감시 시스템 등에 응용되

어 유비쿼터스 사회의 산업 전반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선진 각국에

서는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로서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는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추세에 맞추어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MTM 설계 기술과 안테

나 및 RF 부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MTM 응용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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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68년 러시아 물리학자 Veselago는 음의 유전
율과 투자율을 가질 경우에 매질의 물리적 특성과 

응용 잠재성을 광범위하게 제시하였다[1]. 음의 유
전율을 갖는 구조는 Veselago 이전에도 이미 제시
가 되었었지만[2],[3], 1999년 영국의 Imperial 대
학 교수인 Pendry는 Swiss Roll 형태의 공진 구조
를 이용하여 자성체를 쓰지 않고도 음의 투자율 실현 

가능성을 처음 소개하였다[4]. 그 후 미국의 UCSD의 

Smith 그룹에 의하여 SRR과 TW의 주기적 조합으로 

음의 굴절률을 증명하게 되었다[5],[6]. UCLA에서는 

전송선 구조를 이용한 메타전자파구조에 대한 이론
을 정립하고 다양한 RF 부품 및 안테나에 적용한 구
조를 제안하였다[7].  

메타물질은 특정 주파수에서 자연 상태의 물질로
는 존재하지 않은 음의 유전율 또는 음의 투자율을 

가질 수 있도록 파장보다 훨씬 짧은 주기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메타물질(MTM)은 지금까지의 물리
적 현상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써 매우 신비롭고 흥
미로운 다양한 특성(음의 굴절률, 파장과 주파수의 

독립성, 위상속도와 군 지연(group delay) 특성의 

역상, 역 도플러 효과, 역 초점, 비자화물질의 자화 

현상, 표면 플라즈마 등)을 지니고 있다[7]. 이러한 

메타물질은 인공적인 구조에 의하여 특이한 전자기
적 특성 구현이 가능하므로 인공전자기구조라고도 

한다[7]. 또한 M/W 영역에서 단위 셀 크기가 수 밀
리미터 이상인 주기적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
로 알려진 전자파특성과 다른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메타전자파구조(MTM)”

라고 하기로 한다.  

메타전자파구조는 2003년과 2006년 Science지
에 LHM과 미래 투명 망토가 가능한 M/W clock 기
술로서 10대 혁신 기술로 각각 소개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MIT 공대에서 10대 기술로 선정하
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KISTI

가 선정한 미래유망기술에 포함되었다.  

메타전자파구조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

했던 주파수 독립적인 파장, 위상 및 굴절률 제어를 

바탕으로 한 신개념의 차세대 기술로서 정보통신기
기, 전자제품 등의 초소형화, 고성능화 등의 실현이 

가능하며 고성능/고효율의 전파통신 부품, 광통신 

부품, 의료진단 영상장치, 보안 감시 시스템 등에 응
용되어 유비쿼터스 사회의 산업 전반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선진 각국에서는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로서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
어 미래의 전ㆍ후방 산업에 중요한 핵심 기술로 발
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전자파 제어기술인 메타전
자파구조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핵심 원
천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차세대 RF 마
이크로파 디바이스의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전망하고 그 응용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내 대학에
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M/W 대역에서의 메타
전자파구조 기반의 안테나 및 RF 부품들에 대한 연
구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기술 현황을 설명하기로 한
다. 먼저, II장에서는 메타전자파구조 전송선 특성 

개선 기술에 대하여, III장에서는 메타전자파구조를 

이용한 광대역 ZOR 안테나, AMC 배열 안테나 및 

고이득 안테나 기술에 대하여 서술한다. 또한, IV장
에서는 메타전자파구조를 이용하여 high-Q 공진기 

구현, VCO의 위상 잡음 개선, quad-band 전력증폭
기의 혼변조 및 고조파 억압, 광대역 필터링 및 skirt 

특성 개선 등을 위한 RF 부품 기술에 대하여 고찰 

하고, 마지막 V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MTM-TL 특성 개선 기술 

⊙ 순수 왼손법칙 전송선 모델링  

기존의 CRLH 전송선이 가지는 LH 대역의 상한 

주파수의 제한으로 인해 넓은 대역의 LH 전송선을 

구현하기 어렵다[7]. 따라서 기존의 CRLH 전송선
이 가지는 LH 대역의 상한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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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형된 PLH 전송선로의 제작 

1)과 같이 교차회로를 이용하여 순수 LH 성분을 나
타내는 전송선로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고문헌 [8]에서는 (그림 1a)와 같
이 PLH 전송선은 단위 셀이 IDC 형태를 갖는 DGS

로 접지면을 구성하여 비아(via)를 통해 교차회로를 

구현하였고, 참고문헌 [9]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그
림 1b) 및 (그림 2)와 같이 PLH 전송선의 넓이를 넓
히고, 포트와 via 사이를 meander line type의 신호
선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림 3)에 보듯이 변형된 

PLH 전송선이 기존 PLH 전송선 비대역폭 89% 

(1.26∼3.29GHz)에 비하여 140%(0.62~3.51GHz)

의 매우 우수한 비대역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단위 셀의 등가회로 모델링과 

파라미터 연구를 통해 넓은 LH 전송밴드를 갖기 위
하여 신호선이 변형된 PLH 전송선로 구조로 비대
역폭 및 저손실 특성 등을 개선하고 있다. 

 

(a)                                                                      (b) 

(그림 1) PLH 전송선로(a) 및 변형된 PLH 전송선로의 단위 셀 구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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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LH 전송선의 S-parameter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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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TM을 이용한 안테나 기술 

1. ENG & DNG ZOR 안테나  

MTM 전송선 연구에서는 주로 방사효과를 고려
하지 않은 모델링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참고
문헌[10]에서는 (그림 4)과 같이 직렬 커패시터와 

병렬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모델링을 통
하여 각 방사 소자의 손실 정도에 따른 감쇄 상수 변
화 분석을 하고, MTM 셀의 파라미터 값을 추출하
는 식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천이 주파수 아
래에서 음의 유전율을 가지는 ENG 물질 및 음의 유
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가지는 DNG 물질로 된 첨소
형 안테나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그 특성을 실험적으
로 검증하였다[11],[1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
한 광대역 ZOR 안테나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가. Wideband ENG ZOR Resonant 안테나  

참고문헌 [13]에서 제시한 Wideband ENG ZOR 

Resonant 안테나는 (그림 5)와 같이 종단을 개방시
킨 단일 셀에 결합 커패시턴스를 추가한 단일 셀 안

테나로서 결합 커패시턴스의 갭(gap)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안테나는 (그림 6)과 같이 단일 셀로 

소형으로 구현 가능하면서도 비대역폭 특성을 20%

로 개선하고 있으며, 측정된 안테나 최대 이득은 7.4dBi 

로서 성능이 우수하다. 

나. Wideband DNG ZOR Resonant 안테나 

참고문헌 [14]에서 보여준 Wideband DNG ZOR 

Resonant 안테나는 (그림 7)과 같이 높은 주파수에
서 병렬 스터브 대신 via를 사용한 MTM 구조를 이용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방사량으로 인하여 별
도의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치 않다. (그림 8)에서 보
듯이 25%의 넓은 대역폭과 5.9dBi의 안테나 최대 

이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계한 2개의 안테나[13],[14]와 참고문헌 [15], 

[16]에 언급된 MTM 소형 안테나의 성능 비교는 

<표 1>과 같이 동등한 성능 내지는 매우 우수한 특
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5) Wideband ENG ZOR 안테나 구조 및 등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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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ideband DNG ZOR 안테나 S-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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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ideband ENG ZOR 안테나 제작 및 
S-parameter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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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ideband DNG ZOR 안테나 구조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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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MC를 이용한 RFID 리터 안테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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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NG-ZOR Multi-antenna  

참고문헌 [17]에서는 WCDMA 및 WiBro MIMO 

시스템용 internal multi-antenna를 위하여 (그림 

9)와 같이 ENG-ZOR 단위 셀을 이용하고 있다.  

Antenna #1(ANT #1)은 2개의 ENG 셀을 이용하여 

WCDMA의 LB(1920∼1980MHz) 및 UB(2110∼

2170MHz)를 포함하고 있고, ENG 단위 셀을 이용
한 Antenna #2(ANT #2) 및 Antenna #3(ANT #3)

는 WiBro용 MIMO 안테나(2300∼2400MHz)를 나
타낸다. Multi-antenna의 S-parameter 측정 결과
는 (그림 10)과 같고, ANT #1과 ANT #3 사이의 분
리도 특성은 -12dB를 나타냈다. 안테나 최대 이득
은 <표 2>와 같이 측정되어 안테나 이득 향상에 대
한 개선이 요구된다. 

2. AMC 배열 안테나  

가. AMC를 이용한 RFID 리더 안테나  

참고문헌 [18],[19] 및 [20]에서는 안테나를 소
형화시키는 방법 중 높은 유전율을 갖는 유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1 이상의 투자율 특성을 갖는 MTM 

구조를 적용하여 안테나의 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11)은 SRR로 구현된 AMC 

RFID 리더 안테나 구조를 나타내며, 제안된 안테나
는 3개의 FR4 기판이 포개지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문헌[18]에서는 안테나 소형화를 위하여 사용된 

AMC의 SRR은 원형편파로 인한 자계의 방향을 고
려하여 방사형으로 배열하였다. 

제안된 UHF 대역 RFID 리더 안테나는 AMC 구
조를 적용하여 크기를 약 11.7% 감소시켰고, 또한, 

안테나 패치와 접지면 사이에 삽입된 SRR의 수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저주파로 이동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안테나는 좌선 원
형 편파의 성질을 띄며, 이득은 -1~-1.6dBi를 갖고, 

축비는 2~4.6dB를 나타냈다.  

AMC를 이용한 또 다른 RFID 단말기 리더 패치
안테나로서 참고문헌[19]에서와 같이 격자형 단위  

<표 1> MTM 기반 소형 안테나 기술수준 비교 

 크기 비대역폭 이득 

Ref.[15] λo/4 × λo/7 3.1% 1.2dBi 

Ref.[16] λo/26 × λo/26 17% 3.5dBi 

Ref.[13] λo/25 × λo/4 20% 7.9dBi 

Ref.[14] λo/4 × λo/4 25% 5.9dBi 

 

<표 2> 측정된 Multi-antenna 최대 이득 특성 

ANT #1 

LB UB 
ANT #2 ANT #3 

3.8dBi 1.4dBi 1.2dBi -0.95dBi 

 

(그림 10) Multi-antenna의 S-patameter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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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NG-ZOR 단위 셀을 이용한 Multi-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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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작된 AMC RFID 단말기 리더 패치안테나

Patch antenna 

Ground plane AMC unit cell

4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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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을 이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설계하여 FR4 기
판으로 제작된 안테나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소형화
가 가능하다. 

나. 음의 투자율 특성을 이용한 중계기 및 MIMO 
안테나  

SRR 구조의 음의 투자율을 가질 때 파가 전파가 

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참고문헌[20]에서는 (그
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WiBro 대역에서 사용되는 

댁내형 중계기 안테나의 격리도 특성(-70dB)을 10dB 

이상(<-80dB) 개선하고 있다. 

또한, (그림 15)와 같은 구조의 음의 투자율을 이

 

(그림 14) SRR 구조를 이용한 댁내형 중계기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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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작된 RFID 리더 안테나 반사손실 비교 및 축비, 이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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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3.4∼3.6GHz 대역 WiMax용 MIMO 안테나
에 대하여 -20dB 이하의 격리도 특성을 향상시킴
을 보이고 있다. 

3. MTM 기반 고이득 안테나  

MTM의 반사 위상 특성을 안테나에 응용할 경우 

높은 이득을 얻는 공진형 안테나 설계와 0의 굴절률 

특성을 이용하여 안테나 이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
킬 수 있는 고이득 안테나에 대하여 소개한다.  

 메타 전자파 구조의 반사 위상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이득을 얻는 공진형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으
며, FPCA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21]. FPCA의 경
우 안테나 이득 최대화를 위해 공진기 내부의 반사위
상을 공진에 최적화 되도록 맞춰주어야 한다[22]. 

 (그림 16)은 안테나의 덮개부분(superstrate)으
로 사용될 메타전자파구조의 단위 셀이다. (그림 16)

의 배열로 구성된 superstrate를 갖는 마이크로 스
트립 피딩 FPCA의 방사 방향 높이는 (그림 16)의 

반사위상을 이용하여 안테나 높이를 계산하여 얻는

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그림 16)의 단위 셀을 x, y 

방향으로 각각 11개씩 배열한 superstrate와 패치 

안테나(32.5mm×32.5mm)로 구성된 FPCA의 복사 

특성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에서 회색 점선은 패치 안테나만 있을 

때의 실현이득(realized gain)을, 검은 실선은 동일
한 패치 안테나에 메타 전자파구조를 응용했을 때의 

증가된 이득을 각각 나타낸다. 메타 전자파구조의 

반사 특성과 안테나의 높이 조절을 통하여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도 높은 이득의 안테나 설계가 가능함
을 제시하였다[22]. 

안테나 이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0의 굴절률을 가지는 메타전자파
구조에 전자기파를 입사시킬 경우 전자기파는 입사
각에 관계없이 메타전자파구조 경계 면에서 모두 수
직으로 방사가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0

의 굴절률을 가지는 메타전자파구조를 안테나의 상부
로 사용하면 안테나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23]. 

(그림 18)은 굴절률 값이 0인 메타전자파구조를 

구성하는 단위 셀과 메타전자파구조를 상부로 갖는 

고이득 안테나 구조이다. 요철 모양의 금속선이 유전
체 상하부 면에 성형되어 있으며 유전체 양면에 성형
된 금속선은 4개의 금속 비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림 19)는 메타전자파구조의 단위 셀에 대하
여 추출한 유전율, 투자율, 굴절률의 값과 반사 손
실 및 이득을 보여준다. 추출 결과 플라즈마 주파수 

(10.32~11.66GHz) 사이에서 0의 굴절률이 형성되면서 

 

(그림 15) WiMax용 MIMO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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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 높은 안테나 이득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메타전자파구조의 단위 셀과 메타전
자파구조를 기지국에 응용한 안테나의 구성도이다
[24]. 기지국에서는 넓은 빔 폭과 높은 이득의 안테
나가 사용된다. 넓은 빔 폭을 얻기 위해서 전자기파
가 방사되는 개구면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성형하
였고 안테나의 주변에 금속벽을 설치함으로써 높은 

전후방비(front-to-back ratio)와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1)은 2.35GHz에서 동작하는 메타 전자파 

구조를 응용한 기지국 안테나의 측정된 방사 패턴을 

보여준다. 측정된 3dB 빔 폭은 E, H 평면에서 각각 

12°, 48°였고, 전후방비는 E, H 평면 모두에서 30dB

이상의 값을 가지고 또한 안테나의 효율은 90% 이상
으로써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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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TM을 이용한 RF 기술 

본 장에서는 메타전자파구조를 이용한 active 회
로 중 저위상잡음을 위한 high-Q 공진기 설계를 통
한 VCO 구현, 전력증폭기 비선형 특성에 의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증폭기 혼변조, 고조파 

억제를 위한 메타전자파구조 적용 기술과 더불어 

RF 수동 회로 중 광대역 필터링, skirt 특성 개선에 

적용하기 위한 메타전자파구조 설계 기반 RF 기술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Low Phase Noise VCO 기술 

참고문헌 [25]에서는  (그림 22c)와 같이 저위상
잡음 VCO를 위하여 microstrip square open loop 

multiple SRR을 이용하였다. 공진주파수 5.8GHz에
서 S21 시뮬레이션 특성은 (그림 23)과 같이 -32.7dB, 

-43.56dB 및 -81.78dB로 (그림 22)의 (c)가 가장 높

은 Q 값을 나타내었다. 이 공진기는 microstrip square 

open loop 구조에다 multiple SRR을 결합하여 기존 

microstrip square open loop 공진기에 비하여 강한 

coupling으로 인하여 high-Q 특성을 갖는다.  

(그림 24)와 같이 제작된 VCO는 high-Q 특성
으로 인하여 5.746∼5.84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124.5∼-122dBc/Hz(@100kHz)로 가장 우수한 

위상 잡음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25]. 

또 다른 구조는 참고문헌 [26]의 (그림 25)와 같
이 CSR 사이에 수평방향으로는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수직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세 번 돌린 6개의 셀 쌍을 접지 평면에 식각하여 

high-Q MTM-TL 공진기를 제안하였다. 측정결과 

rejection level(S21)이 -59.85dB로 44,100의 high-

Q 값을 얻었다. (그림 26)과 같이 CSR 기반 high-Q 

(그림 22) 3가지 메타전자파 공진기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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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M-TL을 이용하여 저위상잡음 VCO를 제작하
였으며, 5.73∼5.85GHz의 주파수에서 -124.43∼  

-122.60dBc/Hz(@100kHz)의 우수한 위상 잡음 특
성을 보여준다. 

또한, 참고문헌 [27]에서는 CRLH TL의 주파수 

오프셋 및 위상 기울기 제어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

의 dual-band 동작이 가능하다. (그림 27)에서 보

듯이 λ/4 CRLH open circuit stub를 사용함으로써 

2.4GHz 및 5.2GHz의 공진 주파수에서 rejection 

level이 -31.37dB 및 -23.2dB로 각각 개선되고 있

다. Dual-band VCO는 (그림 28)과 같이 CRLH TL 

및 PIN 다이오드 기반 가변 부성저항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PIN diode의 순방향 및 역방향 바이어

스에 의한 VCO 성능은 <표 3>과 같다.  

결론적으로 CRLH TL 및 PIN 다이오드를 이용

하여 저가격화 및 소형화가 가능한 dual-band VCO 

제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MTM 기반 전력증폭기 기술 

광대역 저지대역 특성을 갖는 MTM 구조를 

(그림 29)와 같이 제작하여 1.8GHz에서 0.5dB의 

삽입 손실로 전력증폭기 하모닉 및 고조파 성분들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들에 대하여 우수한 저지대역 

특성을 나타냈다. 제안된 전력 증폭기는 (그림 30)

과 같이 제작하여 같은 출력 전력에서 IMD 특성이 

기존 class-F 구조보다는 12.83dB가, EER에 대해
서는 12.33dB가 개선되었다.  

   

 

(그림 29) 광대역 저지대역 특성을 갖는 MTM 구조 
및 측정 결과  

<표 3> 제작된 Dual-band VCO 성능 요약 

Parameters 
PIN Diode  

Forward Bias 
PIN Diode 

Reverse Bias 

발진 주파수(GHz) 2.423~2.597 5.137~5.354 

출력전력(dBm) 9.5 10.17 

Harmonics(dBc) -16 -26.67 

Phase Noise 
(@100kHz) (dBc)

-108.34∼ 
-106.67 

-114.16∼ 
-113.33 

 

(그림 26) CSR에 근거를 둔 High-Q MTM-TL을 
이용한 VCO 제작(a), 위상잡음 측정결과(b)

ATTEN 30dB 

RL 20.0dBm 

△MKR -84.43dB

100kHz 

CENTER 5.729350GHz 
RBW 10kHz     VBW 10kHz 

SPAN 1.000MHz
SWP 50.0ms 

(b) (a) 

10dB   

(그림 28) 제안된 Dual-band VCO 제작(a), PIN Dio-
de 기반 Tunable Negative Resistance(b)

 

Inductor for 

2.4 & 5.15GHz 

Negative Resistance 

Pin Diode 

Inductor for 

2.4GHz Negative 

Resistance 

DC_Block 

Capacitor 

DC_Block

Capacitor 

Transistor

(BJT) 

(b) (a) 

(그림 27) λ/4 CRLH Open Circuit Stub 

(a) 제작 (b)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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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1)과 같은 quad-band CRLH TL 

구조를 quad-band inverse class-F 전력증폭기 

설계에 적용하였다[28]. Quad-band CRLH TL은 

dispersion diagram 및 S-parameter simulation 

특성을 통하여 두 개의 LH 및 두 개의 RH 통과 대
역에서 quad-band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2nd 및 

3rd 하모닉 성분들은 고효율 inverse class-F 전력
증폭기를 위하여 출력단에서 open 및 short로 동작

하도록 (그림 32)와 같이 제작하여 측정된 전력증폭
기는 <표 4>와 같은 성능을 보여준다. 

3. MTM 기반 마이크로파 필터 기술 

메타전자파구조에 전송선로 개념을 적용한 CRLH의 

도입은 주기구조의 주파수 분산특성 해석을 통한 마

이크로파 회로에의 응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LH 특

성과 RH 특성, ZOR 특성은 마이크로파 회로의 한계

인 주파수에 대한 파장의 관계를 뛰어넘는다. CRLH

와 SRR 공진구조를 포함하는 메타전자파구조를 이

용한 응용으로 마이크로파 필터는 아래와 같은 장점

을 갖는다. 

• ZOR 특성을 이용한 필터 소형화 

• MTM 특성을 이용한 광대역 통과/차단 필터 

• MTM 특성을 이용한 대역 외 차단  

메타전자파구조를 마이크로파 필터에 응용하려

는 노력으로 CRLH 기반구조 응용연구와 공진구조

인 SRR 기반구조 응용연구가 활발하다[29]-[31]. 

LS 

CS CR LL 

Ld 

Cd 

CL LR

(그림 31) Quad-band CRLH-TL의 회로 구조

 

 

 

 

(그림 32) Quad-band CRLH-TL을 이용한 Quad-band Inverse Class-F Power Amplifier 

(a) Block Diagram (b) Fabrication 

Input Matching Network 

Fundamental 
Matching Circuit 
Using Quad-band 

CRLH TL 

Harmonic
Control Circuit I 

Using Quad-band
CRLH TL 

Harmonic
Control Circuit Ⅱ
Using Quad-band

CRLH TL 

Fundamental
Matching Circuit
Using Quad-band

CRLH TL 

Output Matching Network
VDC 

RFC 

C 

f fund (700, 800, 1800, 2140MHz) Ropt 

f 2nd (1400, 1600, 3600, 4280MHz) open
f 3nd (2100, 2400, 5400, 6420MHz) short

Ropt
Input Output

<표 4> 제작된 Quad-band Inverse Class-F Power 
Amplifier 성능 요약 

Parameters Performance 

동작 주파수(MHz) 700 800 1800 2140

출력전력(dBm) 41.5 39.7 37.7 40.7

Gain(dB) 11.5 9.7 7.7 10.7

PAE(%) 58.2 50.3 48.6 56.6

 

(그림 30) 제안된 MTM 구조와 EER 구조를 이용한
전력증폭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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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RLH CSRR CSR 대역통과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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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RLH CSRR CSR 대역통과여파기 특성

electromagnetic simulation 

2 4 8 10 126

(그림 33)과 (그림 34)는 UCLA 대학 Itoh 그룹의  

DCRLH를 이용한 이중대역통과여파기와 특성이다. 

(그림 35)는 Dual-CRLH(DCRLH)의 이중대역 분
산도이다[32]. 

스페인의 F. Martin이 속한 BELLA-TERRA 그
룹은 SRR과 CPW 또는 CSRR, CSR과 CRLH가 결
합된 구조를 이용한 필터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36)과 (그림 37)은 LH 특성과 RH 특성
을 갖는 CRLH 구조에 CSRR과 CSR 구조를 로딩시
켜 UWB 대역 필터와 대역내 notch 특성을 구현하
고 있다[33].  

또한, (그림 38)과 (그림 39)와 같은 CRLH와 CSR 

결합구조 필터는 고역통과여파기의 구조로서 광대역 

특성을 보여준다[34]. 

      

(그림 34) DCRLH 이중대역통과여파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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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CRLH 이중대역 셀 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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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기술 동향에서는 MTM 전송선 설계 기술, 급
속히 성장하고 있는 MTM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안
테나 성능, RF 필터링, 전력증폭기의 혼변조 및 고
조파 억제, VCO 위상잡음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파(RF) 스펙트럼 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최
근 연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MTM-TL 기술 관련해서는 기존의 CRLH와 달
리 PLH 전송 대역의 비대역폭을 확장시키면서 저
손실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였다.  

안테나 기술로는 방사 손실을 고려한 ENG 및 

DNG ZOR 안테나, AMC 배열을 이용한 RFID 안테
나, 음의 투자율 특성을 이용한 중계기 및 MIMO 안

테나, MTM 반사위상 특성 및 0의 굴절률 특성을 

이용한 고이득 안테나 기술 등 다양한 메타전자파구
조를 활용하여 안테나의 이득 향상, 효율 증대 및 소
형화 기술, 전후방비 향상 등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TM 기반 RF 기술로는 저위상잡음
을 위한 high-Q 공진기(microstrip square open 

loop multiple SRR 구조, CSR 구조) 설계를 통한 

VCO 설계, 비선형 전력증폭기 설계 및 광대역 필터 

설계 기술에 적절한 메타전자파구조를 적용함으로
써 위상 잡음 개선, 하모닉 및 혼변조 억제, 대역 억
제 및 skirt 특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찰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전자파구조 응용을 제한
하고 있는 협대역 및 손실 특성 등을 대폭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과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메타전자파구
조 기반의 안테나 및 RF 부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다양한 응용 잠재성으로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전자파구조 기술에 

대한 원천연구와 더불어 전파통신, 국방, 의료, 산
업, 광학 분야 등 다양한 응용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약어 정리 

AMC          Artificial Magnetic Conductor 

CPW    Cp-Planar Waveguide 

CRLH-TL   Composite Right/Left-Handed TL 

CSR           Complementary Spiral Resonators 

CSRR  Complementary Split Ring Resonator 

DGS           Defected Grou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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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RLH CSR 고역통과여파기 특성 

(그림 38) CRLH CSR 고역통과여파기 

Metamaterial(MTM, 메타전자파구조): 자연 상태의 일

반 매질에선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전자기적 특성을 

갖는 인공적인 전자기 구조물을 말함 

- 0 < 유효 비유전율 < 1, 0 < 유효 비투자율 < 1 

- 유효 비유전율 < 0, 유효 비투자율 < 0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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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G         Double Negative 

ENG         Epsilon Negative 

FPCA  Fabry-Perot Cavity Antenna 

IDC            Interdigital Capacitor  

LB              Lower Band 

LHM         Left Handed Metamaterial 

MTM-TL Metamaterial Transmission Line 

PAE         Power Added Efficiency  

PLH          Pure Left Handed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HM        Right Handed Metamaterial 

SRR   Sprit Ring Resonator 

TW   Thin Wire 

UB       Upper Band  

UWB  Ultra Wideband 

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ZOR          Zeroth Order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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