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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잔향실(Reverberation Chamber)은 1968년
미국 H. A. Mendes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 전
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및 복사
내성 측정을 위한 대용 시험 시설로서 사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 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1]

실과 확산기를 설치한 잔향실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
이고 있다.
전자파 잔향실을 설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 잔향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총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시험을 위한 대용 시설로서 이용하기 위한 국제 표
준으로도 정립되어 , 최근 국제 전기 표준 회의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
국제 전파 장해 특별 위원회(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에서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시험을 위한 대용 시험 시설로써 활용되고 있
다 . 또한 최근 전자파 장해 방지를 위한 규제 주
파수가 1~18 GHz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 주파수 대
역에서 시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 잔향실
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전자파 잔향실 내부에서의 전자파 환경 특성은
주로 등방성(isotropy), 무작위 편파(random polarization),
균일성(uniformity) 등이 있다 . 따라서 전자파 관련
측정, 특히 복사 내성 측정을 하기에 적합한 전기자
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시험 장치(EUT:
Equipment Under Test) 또는 필드를 발생시키는 안테
나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파
잔향실은 직육면체형(rectangular), 삼각 프리즘형(triangular prism), 원통형(cylindrical)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산란기를 설치한 잔향
[2]

[3], [4]

[그림 1]

전자파 잔향실(산란기 설치)

[그림 2]

전자파 잔향실(확산기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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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모드 수이다. 이것은 주파수와 잔향실의 체
적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체적에서 가
급적 많은 수의 전자파 모드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대칭적 구조의 잔향실, 표면의 비, 균일성 유지 등
다양한 구조의 잔향실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있다.
앞에서 소개되었듯이, 전자파 잔향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총 전자파 모드 수는 전자파 잔향실의 특성
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전자파 잔
향실 내에서의 전자파 모드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자기 필드 균일
도(Electromagnetic Field Uniformity)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기술 문서(Technical Note) 1092 (1986,
USA)는 최소 60 모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
표준국은 또한 전자파 잔향실 내의 필드 균일도가 ±6
dB의 오차(Tolerance)와 ±3 dB의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내에 들어올 것을 권하고 있다 .
현재, 전기자기 시험용 전자파 잔향실 내에 균일
한 전기자기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산란기
(stirr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산란기는 부
피가 크고 무거운 장치이며 또한 전자파 잔향실 내
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유지
보수도 필요한 장치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국제 전파 장해 특별 위원회에서는 음향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확산기(diffuser)
를 사용하는 법도 검토 중이다. [그림 1]과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확산기는 산란기에 비해 그 크기
가 훨씬 작으며, 제작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
으며, 무엇보다도 구동부분이 전혀 없어 장기적인
유지 보수비용도 적게 든다. 확산기가 산란기와 기
술적으로 동등하며, 국제 규격에서 제시하는 시험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음향학이나 전자파 적합성 관점에서 확산기의 효
과를 다룬 기존 연구는 확산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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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향학에서 사용되는 QRS 확산기

소개하고, 확산기를 산란기 대신 사용할 수 있을지
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림 3]은 음향학에서 사용되는 QRS 확산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음향학 분야에서의 확산 이
론을 잔향실 내의 매질을 바꾸어가면서 전자파 이론
에 적용을 시도했었으나, 그 연구는 확산기보다는
전자파 잔향실의 형태에 집중을 하였다. 그러나 현
재는 QRS 확산기가 전기자기 시험평가에서 산란기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1) QRS(Quadratic Residue Sequence)

확산기의 적

용을 위한 핵심 특성은 무엇인가?
2) 전자파 적합성 관점에서 볼 때, 본 확산 이론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될 것인가?
3) 이론적인 예측과 실제 적용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4) QRS 확산기가 국제 규격의 전기자기 시험 요
구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일반적으로 표면의 변형으로부터 만들어진 확산
기는 두 개의 중요한 제한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표면의 돌출부와 들어간 곳은 저주파수에서 좋은 확
산(diffusion)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개를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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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확산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산란(scattering)의 범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는 확산기가 QRS
확산기이며, 그리고 이것은 독일인의 음향 학자 M.
R. Schroeder에 의한 이론적인 연구를 그 기초로 두
고 있다. 이 QRS 확산기는 넓은 표면의 변형을 요구
하지 않고, 그리고 산란이 생성되는 범위를 꽤 정확
하게 알 수 있다 . QRS 확산기는 일정한 폭의 선형
의 틈, 즉 웰(well)의 배열로 구성되며, 웰은 얇고 단
단한 벽으로 구분되어진다.
아래 [그림 4]는 전자파 잔향실에서 사용되는 QRS
확산기를 보이고 있다.
웰의 깊이는 정확히 정의된 순서에 의해서 변하
며, 그 순서는 요구되는 크기의 QRS 확산기를 만들
어내기 위해서 반복되어진다. 순서의 각각의 반복을
주기라고 한다. 한 예로, 만약 두 번의 반복이 사용
되어진다면 QRS 확산기는 두 개의 주기로 구성된
다. QRS 확산기는 임의의 요구되어지는 주파수 대
역 내에서 산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질 수
있다.
현재 QRS 확산기는 음향학에서 나무로 제작하여
공연장과 녹음실 등에서 음의 확산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 한 예로, 만약 QRS
확산기가 수평 방향으로 위치되어졌다면, 음은 수직
평면으로 확산되어진다. 반면에 만약 QRS 확산기가
[7]

수직으로 위치되어졌다면, 확산은 수평 방향으로 확
산된다. QRS 확산기의 단점은 저주파에서는 흡수
손실이 크다는 것이고, 확산기 설계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잔향실을 설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QRS 확산기 제작자들은 확산기의 흡수 데이터뿐
만 아니라, 확산 형태 데이터도 제공한다.
아래 [그림 5]는 QRS 확산기를 설치하기 전과 설
치 후의 잔향실내 저기자기장의 분포를 컴퓨터 시뮬
레이션한 결과이다.
최근 QRS 확산기에 관한 연구들은 시뮬레이션

(a) QRS

확산기 미설치 시

확산기 설치 시
[그림 5] QRS 확산기에 의한 전자파 잔향실 내에서의
산란 효과
(b) QRS

[그림 4]

전자파 잔향실에서 사용되는 QRS 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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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측정 결과들이 IEC 61000-4-21 규격과 미국
국립 표준국 기술 문서에서 요구하는 필드 균일도 조
건이 설계된 QRS 확산기에 의해 일부 주파수 대역에
서 만족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QRS 확산기가
현재 전자파 잔향실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산란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산란기에 비해 확산기는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파 잔향실 내에서
더 넓은 시험 공간이 보장된다. 요약해 보면 확산기
적용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전자기 시험 비용의 절감
2) 장치 제작 및 보수 유지의 용이성
3) 전자파 잔향실 내의 더 넓은 시험 공간 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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