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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전력 측정 표준 개발과 연구 동향
권 재 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Ⅰ. 서  론

전자파전력은 [그림 1]에서 보듯 임피던스와 함께
대부분의 전자파 측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근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 측정량이다[1],[2]. 일례로 전자
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측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안테나 측정은 안테나가 수신한 전

자파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력감지기(power sen-
sor)를 사용하므로 이것의 정확한 평가는 매우 중요
하다. 이에 주요 국가의 측정표준기관(NMI: National 
Metrology Institute)에서는 전자파전력 표준의 확립

및 측정 능력 확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전력 표준의 확립은 전자파전

력 국가 표준 원기인 [그림 2]와 같은 미소열량계
(microcalorimeter)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미소
열량계를 이용하여 기준표준기(reference standard)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전
자파전력 표준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산

[그림 1] 전자파 분야의 주요 측정량 간의 관계도

[그림 2] 전자파전력 국가 표준 원기인 미소열량계의
형상

[그림 3] 전자파전력 표준 전달 시스템(W-band)

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3]~[5]. 위와 같이 확립
된 전자파전력 체계는 국방, 통신, 학술 등의 산학연
전반에 걸쳐 전자파전력 측정에 소급성(traceability)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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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파전력 측정표준 개발

2-1 전자파전력의 측정원리

최근까지 전력계의 전력감지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미스터 마운트(thermistor mount)에는 온도에
따라 저항 값이 바뀌는 약 200 Ω의 볼로미터(bolo- 
meter) 소자가 [그림 4]처럼 장착되어 있다. 이 서미
스터 마운트는 Type-Ⅳ 전력계와 연결되면 [그림 5]
와 같은 브리지 회로(bridge circuit)를 형성하여 서미
스터 마운트의 볼로미터 소자에 일정한 전류를 흘린

다. 이때 전자파가 서미스터 마운트에 입사되면 대
부분의 전자파가 열로 변환되고, 이 열에 의하여 서
미스터 비드(bead)의 저항 값이 달라져 브리지 회로
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 이와 같이 전자파의 입
사 유무에 따른 서미스터 비드 양단의 전압 변화를

측정하여 입사된 전자파전력을 등가적으로 계산하

는데, 이를 DC 대체법이라 한다[6]. 한편, 서미스터
마운트의 브리지 회로에 의해 입사된 전자파전력만

큼 DC 전력이 조정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더라도
두 값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볼로미터 이
외의 부분에서 추가적인 전자파 손실이 발생하고, 
     

[그림 4] 전자파전력 측정용 서미스터 마운트(thermis- 
tor mount)의 서미스터 비드(bead)

[그림 5] 서미스터 마운트(thermistor mount)와 Type-IV 
전력계의 연결

입력단에서도 반사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미
스터 마운트에 전달되는 순전달 전자파전력에 대한

서미스터 마운트의 DC 대체 전력의 비를 실효효율
(effective efficiency)이라고 부르며, 미소열량계를 이
용하여 측정한다. 입력단 반사 손실을 포함하는 입
사 전자파전력에 대한 DC 대체 전력의 비를 교정인
자(calibration factor)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소열량계
에서 측정한 기준 표준기(전통적으로 서미스터 마운
트를 사용하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제작된 기준 표준기를 사용함)와 피교정 전력감지기
를 직접 비교하여 측정한다. 여기서 기준 표준기의
반사계수는 회로망 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서미스터 마운트를 이용한 전자파전력의 측정은

이론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하여 전자파전력 측정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
소열량계가 서미스터 마운트를 기준표준기로 채택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상용 전력감지기는 측정의
편이성, 광대역의 측정 주파수 및 전력 범위가 요구
됨에 따라 서미스터 마운트에서 열전대 전력감지기

(thermoelectric power sensor) 또는 다이오드 전력 감
지기(diode power sensor)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으며, 
18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서미
스터 마운트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
파전력 표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소열량계를 개발

하려면 기준표준기로 사용할 서미스터 마운트를 직

접 개발하거나 서미스터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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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구조를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절에
서는 주요 NMI가 개발 중 또는 개발한 도파관 미소
열량계의 유형을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
각해본다.

2-2 전자파전력 표준 측정기술의 동향

2-2-1 NPL의 도파관형 미소열량계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 
logy), 영국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 독일
PTB(Physicalish Technische Bundesanstalt) 등 전자파
전력 연구의 역사가 깊은 NMI들은 서미스터 마운트
를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준표준

기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만 이것 역시 한시적이다.
최근 NPL은 보유 중인 서미스터 마운트를 이용하

여 75 GHz 부터 110 GHz 까지 동작하는 [그림 6]과
같은 미소열량계를 개발하였다[7],[8]. [그림 7]은 새로
개발된 미소열량계의 핵심구조를 보이는데, 기존
NPL 미소열량계와 달리 쌍둥이형 구조(twin-type st- 
ructure)를 적용하여 외부의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그림 6] 서미스터 마운트를 기준표준기로 사용하는
NPL 미소열량계[7]

[그림 7] NPL 미소열량계의 핵심 구조[8]

을 최소화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 장비는 서미스터
마운트의 플랜지와 항온조 사이의 상대적 온도를 열

전대열(thermopile)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반해, 새
로운 미소열량계는 더미(dummy)와의 온도 차이를

측정해 도파관으로 전도되어 들어오는 열적 교란을

상당부분 상쇄시켰다. 또한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
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서미스터 마운트 플랜지의

열용량을 줄이고, 열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미
소열량계보다 열 차단 선로(adiabatic line)를 좀 더 길
게 설계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미스터 마운트를 기준표준기로 적

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전통적인 측정기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2-2-2 NMIJ의 도파관형 미소열량계

일본 측정표준기관인 NMIJ(National Metrology Ins- 
titute of Japan)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상용 서미
스터 마운트를 기준표준기로 이용하지 않는 독자적

인 측정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1974년
에는 영국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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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0～90 GHz에서 동작하는 쌍둥이 채널(twin 
channel) 구조의 도파관형 열량계를 개발하였으며, 
1996년에는 [그림 8]과 같은 10 MHz～40 GHz 범위
의 동축형 열량계를 개발하였다. 최근 개발된 NMIJ
의 열량계는 50～110 GHz 범위의 도파관형 열량계
로 서미스터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고 전송선로 종단

에 RF 부하(load)를 장착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
여 측정한다[9],[10].

[그림 9]는 NMIJ의 도파관형 미소열량계의 기본
동작 원리를 보여준다. Peltier 소자(thermoelectric 
elements)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 온도 기준 블럭

(temperature reference block)을 가열하면 Peltier 소자
의 반대쪽, 즉 흡수체(absorber mount) 쪽은 계속 냉
각된다. 이 때 이에 상응하는 DC 전력을 흡수체 쪽
에 붙어있는 칩 저항(chip resistor)에 인가하여 가열
하면 흡수체 쪽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
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전자파전력 Ps를 도파관에

[그림 8] 표준 전달 모드의 NMIJ 동축형 미소열량계

[그림 9] NMIJ 미소열량계의 핵심 구조[10]

입사하면 대부분의 입사 전력이 흡수체에서 열로 변

환된다. 따라서 입사된 전자파전력 Ps에 비례하여

온도 기준 블록보다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높아진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저항에 인가되는 DC 
전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서미스터 마운트의 동
작 원리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의 미소열량계에

사용되는 열전대 모듈과 같은 열적 현상을 이용하는

측정이 없으므로 측정시간이 기존의 미소열량계에

비하여 매우 짧은 장점이 있다. 단점은 열전대 모듈
이 없으므로 도파관을 지나면서 발생한 손실에 의한

열량 및 열차단선로를 지나 미소열량계 플랜지를 통

해 유출되는 열량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이다. 서미스터 마운트에 해당하는 load block까지
제작하여야 하므로 NMI 급의 미소열량계 설계에는
드물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Ⅲ.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리미터파 대역 

전력 측정 기술

3-1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리미터파 대역 전자파

전력 표준 연구

전통적인 미소열량계의 운용에 있어 기준표준기

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W-band 대역에서 측정 가능
한 서미스터 마운트(thermistor mount)는 생산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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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중고품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요 NMI들은 안정적으로 W-band 이상에
서의 기준표준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

을 하고 있다.

3-1-1 서미스터 마운트의 개조 및 도파관 transition
을 이용한 주파수 대역 확장

NPL에서는 브리지 회로를 이용한 DC 대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미스터를 개조하

거나 도파관 transition을 이용하여 동작 주파수 대역
을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1],[12]. [그림 4]와 같
이 서미스터 마운트의 종단에 위치한 서미스터 비드

(bead)는 입사되는 전자파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
라 이 비드의 상대적인 비대칭성, 부정합 등이 커지
므로 보통 W-band 서미스터 마운트에까지 적용되어
왔다. [그림 10]은 NPL에서 시험적으로 제작한 것으
로 0.4×0.2×0.2 mm 크기의 칩 서미스터를 이용하여
구현한 WG29(114～173 GHz) 서미스터 마운트이지
만, 측정 결과 실효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아 개
선이 필요하다. [그림 11]과 같이 보유 중인 WG24 
(39.3～59.7 GHz)나 WG27(73.8～112 GHz) 서미스터
마운트에 WG29 transition을장착하여측정주파수대
역을 확장하는 연구도 시도되었으나, transition section

[그림 10] 칩 서미스터를 이용한 도파관형 서미스터
마운트[12]

[그림 11] 도파관 transition section을 이용한 도파관형
서미스터 마운트[12]

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하고, 열용량이 증가
하여 미소열량계의 반응 속도 및 감도가 낮아지는

영향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EU 
(European Union) 내에서 기준표준기 문제를 해결하
기위하여공동과제(The European Metrology Research 
Programme)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NPL의 해당 연
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13].

3-1-2 열전대 기반 (Thermocouple-based) 전력 감지기 

개발

최근 전력감지기는 다이오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

거나 열전대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룬

다. 특히 열전대 전력감지기는 미소열량계의 기준표
준기로 개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열전대 기반 전력 감지 기술은 기존의 서미스터

마운트를 대체할 기술로 Agilent, Rohde & Schwarz 
등 주요 계측장비 업계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데, [그림 12]는 Agilent의 지원 아래 개발된 열전
대 기반 MMIC 밀리미터파 전력 감지 회로로 브리
지 회로를 대체할 DC 가열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입
사된 전자파전력에 상응하는 DC 가열로 감지회로
내의 열전대열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상쇄시켜 입

사된 전자파전력을 등가적으로 구하는 원리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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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가회로

(b) 칩 형상

[그림 12] 열전대 기반 GaAs MMIC 전력감지기[14]

가까운 시일 내에 W-band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전
력감지기가 발표될 것이라 예상된다. KRISS에서는
상용 열전대 기반 감지기를 응용하여 지속적으로 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5],[16].

3-2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리미터파 대역 전자파

전력 측정기술

현재 선진 NMI에서도 100 GHz 이상 대역의 전자
파전력에 대한 소급성(traceability)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대역의 전자파전력 측정 장
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준

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급성 확보가 시급

한 실정이다.
근래에 광대역 전자파전력 측정에 많이 활용되는

장비로 Virginia Diodes사의 Erickson Instruments PM4 
전력계가 있다 [17],[18]. 이 장비는 W-band에서 소급성
이 확보된 W-band 감지기 헤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파관 transition section을 사용하여 2 THz까지 전자
파전력을 측정한다. 실질적으로 W-band만 소급성이

[그림 13] Erickson PM4 전력계 감지기의 내부 구성[17]

확보된 상황이지만, 측정의편리성및 간단한 구조로
밀리미터 및 서브 밀리미터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전

력 측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장비의 전자파
전력 측정치의 불확도는 ±5% 정도이다.

[그림 14]는 PM4 전력감지기 헤드의 세부구성도
로 동작 원리를 잘 보여준다. 전력감지기 헤드는 반
사파를 줄이기 위하여 WR10 도파관을 12도의 경사
로 자른 후 금속 박막을 증착한 세라믹 슬랩(slab)으
로 밀봉하였다. 슬랩의 뒷면에는 DC 전류로 조절하
는 히터와 RTD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15]와 같이 active 채널에 전자파전력이 인가되기 전
에는 dummy 채널과 active 채널의 온도 센서가 각각
의 히터에 의하여 동일한 저항값을 유지한다. 이후
전자파전력이 active 채널에 가해지면 온도 센서의
저항값이 바뀌고, 이로 인해 active 채널의 히터에 공

[그림 14] Erickson PM4 전력계 감지기 헤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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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rickson PM4 전력계의 block diagram[17]

급되는 DC 전류가 줄어든다. 즉, DC 대체법과 유사
한 원리로 측정된다.

3-3 KRISS의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리미터파 대

역 전자파전력 표준 연구

KRISS에서는 현재 [그림 16]과 같은 V-band 도파
관형 미소열량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경까지
W-band 미소열량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도파
관형 미소열량계의 핵심인 도파관 열차단선로를 제

작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시험 제작 및 평가가 진

행 중이다.
도파관 열차단선로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는 상용 도파관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를 위
하여 도파관 부품을 적절히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

다. WR10 도파관의 경우, 폭과 높이가 각각 2.540 
mm, 1.270 mm로 아주 작은데,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도파관의 크기는 더욱더 작아지며, 실제 제작

[그림 16] KRISS V-band 도파관 미소열량계의 핵심부
품 설계 형상

에 있어 기계 가공에 의한 공차가 전송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19].
[그림 17]의 (a)는 도파관의 모서리 형상을 개선하

기 위하여 도파관을 2-piece로 나누어 제작한 경우와
관재(tube) 도파관을 플랜지와 결합한 후 절단하여
제작한 WR10 도파관이다. 관재를 이용하여 도파관
을 만들면 사출작업의 정밀도 한계로 정밀한 구형

도파관의 모서리와 면을 얻기가 힘들다. 2-piece로
나눌 경우 각각의 조각은 열린 공간이 되므로 밀링

작업을 통하여 굉장히 정밀한 모서리를 구현할 수

있으나 결국 기계적으로 결합을 해야 하는데, 이 또
한 기계적 공차를 동반한다. [그림 17]의 (b)는 2- 
piece 구조의 또 다른 결점을 보인 것으로 기계적 결
합 이후 수행된 도금처리에 의한 화학적 잔여물을

보여준다.
[그림 18]은 [그림 16]과 같이 설계된 열차단선로

의 시제품으로 wire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 
ing) 작업으로 제작된 것으로 1-piece 구조와 정밀한
구형 도파관의 모서리를 구현한 정밀 부품이다.

KRISS에서는 위와 같은 도파관 제작기술과 함께

(a) 2-piece WR10 도파관(좌), 
사출형 관재 WR10 도파관(우)

(b) 오염된 WR10 도파관

[그림 17] 밀리미터 대역 도파관의 형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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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Wire EDM 작업으로 제작된 밀리미터 대역
도파관의 형상

밀리미터 및 서브-밀리미터 기준표준기의 원천기술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전

력 감지기의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전자파 측정의 주요 기본 측정량인

전자파전력의 측정 원리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

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밀리미터
및 서브 밀리미터 대역의 전자파전력 측정 기술의

소급성 문제를 논하고, 주요 NMI의 연구동향을 기
술하였다. 밀리미터 및 서브 밀리미터 대역에서 널
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력계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

하였으며, KRISS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당 대역의 전
자파전력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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