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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잡음 측정 표준 및 기술 현황
강 태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초고속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입

어 사상 유래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에 따라
산업 발전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주고받으려는 사용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고속 정보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소자, 부품, 그리고 통신시스템의 개
발 및 성능 향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신시스템의 전자파 출력 전력은 시스템 성능, 

개발 및 제작 비용, 그리고 전자파 인체 영향을 고려
하여 일정한 한계값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
신시스템은 보통 매우 작은 전력 레벨의 신호를 감

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호가 너무 미약하면 시스
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잡음 속에 신호가 파묻히게

되어 신호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신호의 크기가 충
분히 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통신 가능 지역에서

멀어져 경계 상에 위치하게 되면 통신할 수 없게 되

는 상황에 이른다. 통신시스템의 성능과 잡음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라미터에는 시

스템 감도(sensitivity), 비트 오율(bit error ratio; BER), 
잡음지수(noise figure) 등이 있다[1].
이 논문에서는 잡음 및 관련 연구 분야의 측정 표

준과 측정 기술의 국내외 개발 현황에 대해서 다룬

다.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Weights and Measures) 산하 국제전기자기자문위
원회(CCEM; Consultive Committe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에서는 전자파 핵심 측정량을 정하여 각
국의 국가표준기관(National Metrology Institute)에서

확립하고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핵심 측정량
에는 전력, 감쇠량, 임피던스, RF 전압, 잡음, 안테나
특성, 전자기장의 세기 등이 있다[2]. 여기서 잡음은
열잡음(thermal noise)을 일컫는다. 잡음의 크기를 표
현하는 측정량을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Ⅱ. 잡음의 정의와 측정

2-1 잡음 온도

열잡음에 대응되는 절대 크기의 잡음 온도는 저

항의 가용(available)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Ray- 
leigh-Jeans 근사식[3]

   ≈  (1)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볼츠만 상수(Boltzmann 
Constant, =1.38×1023 J/K), 는 저항의 온도(K)이
다. 이 논문에서는 가용 잡음 전력을 줄여서 잡음 전
력이라 부르기로 한다. 잡음 온도는 실제 물리적인
온도나 전력밀도(또는 전력)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4]. 이 두 방법 중에서 전력밀도로 정의한 잡음
온도

   (2)

가 널리 사용된다. 여기서 아래첨자 은 가용(avail- 
able) 잡음 전력에 대한 잡음 온도 또는 전력밀도를
의미한다. 식 (2)로 정의되는 잡음 온도는 수동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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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저항의 물리적인 온도와는 다르지만, 전형적인
능동소자인 증폭기의 잡음 온도 문제를 다룰 때 아

주 편리하다.
Planck의 흑체 복사 이론에 의한 잡음 전력밀도[3] 

 P lanck 





exp
  


 




(3)

는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된다. 우리가 다루는
전자파 주파수 범위에서는  << 이다. 예를 들
어 주파수 상한 300 GHz, 온도 290 K에서  = 
1.99×1022 <<  =4.00×1021이다. 식 (3)의 분모에

    의 근사식을 대입하면 식

(1)을 얻는다. <표 1>은 주어진 온도에서 광자(pho- 
ton) 에너지 가 와 같게 되는 주파수와 그에

대응되는 파장을 보였다[5]. <표 1>에서 온도가 낮아
지면 대응되는 주파수가 낮아진다.
지금까지논의한잡음온도의두정의식, 즉 Planck 

식과 Rayleigh-Jeans 근사식 외에 Callen-Welton 식은
영점 진공 요동(zero-point vacuum fluctuations) 기여
분인 를 Planck 식에 더한 정의식이다. Callen- 
Welton 식은 매우 낮은 잡음 온도나 매우 높은 주파
수 영역에서 사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
에서 다루고 있다.
임의의 잡음 발생원의 출력 잡음이 백색 잡음이

면 이를 등가 열 잡음원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출
력특성은등가잡음온도(equivalent noise temperature) 
로 나타낼 수 있다

[6]. 식 (2)는 1 Hz의 단위 주파

수 대역폭 당 잡음 전력이다. 만일 수신 시스템의 주
파수 대역폭이 이면 측정되는 잡음 전력은

         
   (4)

이다. 여기서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저항의 잡

<표 1> 광자 에너지   =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파장, 그리고 온도[5]

온도 (K) 주파수 (GHz) 파장 (mm)

  300 4,300  0.07

   77 1,500  0.2

   20  333  0.9

    4   50  6.0

    1.5   30 10.0

음온도가 높을수록 수신기의 잡음 전력 는 증가

한다. 식 (4)에서 등가잡음 온도는

  



(5)

이다.

2-2 잡음지수와 과도잡음비

잡음지수(noise figure)는

 


 (6)

로 정의된다. 여기서  와 는 각각 2-port 

기기의 입력 및 출력의 신호 대 잡음비(Singal-to- 
Noise Ratio; SNR)이다. 출력 SNR은 입력 SNR에 비
해 같거나 작으므로 잡음지수 는 1보다 크거나 같
다. 유의할 사항은 식 (6)은 온도 290 K에서 정합된
입력 소스(source)에 대해서 정의된다는 점이다. 식
(6)를 데시벨로 표현한 잡음지수는

 dB   log (7)

이다. 다이오드나 가스관 잡음원의 등가 잡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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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과도잡음비(Excess Noise Ratio; ENR)는 

 ≡  log

    (8)

이다. 여기서 =290 K이다.

2-3 측정량

CIPM 산하 CCEM에서 분류한 잡음분야 주요 측
정량은 다음과 같다[2].
•잡음 온도: 동축형 잡음원
•잡음 온도: 도파관형 잡음원
•증폭기 잡음 파라미터: 2-포트 증폭기, 믹서 등
•위상 잡음: 발진기, 2-포트 기기류
•전파 휘도 온도(Brightness Temperature, BT), 자
유공간 스펙트럴 복사(spectral radiance in free 
space): 넓은 개구의 잡음 라디오미터

2-4 Y-인자법에 의한 잡음 온도 측정

등가 잡음 온도 를 측정하는 데는 Y-인자법이

널리 사용된다[7]. 기기의 입력단에 0 K에서 정합된
부하를 연결하고, 기기로부터 나오는 출력 전력을
측정하면 된다. 물론 실제로는 0 K에서 동작하는 부
하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만
일 잡음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잡음원이 있다면

Y-인자법을 적용하여 기기의 등가 잡음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림 1]은 증폭기 등의 잡음 온도를 측
정하는 Y-인자법의 개념도이다. [그림 1]에서 피측
정기기는 증폭기 외에도 각종 통신시스템이 될 수

있다. 우선   라고 가정한다. 과 는 잡

음 온도가  , 인 두 잡음원이 각각 증폭기의 입

력단에 연결되었을 때 증폭기의 출력단에서 측정된

전력이다. 이 출력 전력들은 증폭기의 입력단에 연
결된 잡음 온도  , 의 잡음원에 의해 발생되는

[그림 1] Y-인자법에 의한 증폭기의 잡음 온도 측정

전력과증폭기자체에서발생하는잡음전력( )

의 합으로 주어진다.

     (9)

     (10)

위의 두 식에서 미지수는 와  (증폭기 이득과

대역폭의 곱)이므로 증폭기의 등가잡음 온도를 구할
수있다. Y-인자는다음과같이전력의비로주어진다.

  


  

  

(11)

식 (11)으로부터 증폭기의 등가 잡음 온도는

   

  

(12)

이다. 한편, 식 (12)의 Y-인자법으로 1-포트 잡음원의
잡음 온도도 측정할 수 있다[8].

Ⅲ. 잡음 측정 표준 현황

잡음 측정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온도를 가지는 두 개의 잡음원이 필요하

다. 하나의 잡음원은 실험실 온도에서 동작하는 상
온 잡음원이며, 보통 정합된 부하(matched load) 끝에
온도계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그림 2]는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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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축형 (b) 도파관형

[그림 2] 상온 잡음원

7 mm 동축 및 Q-대역 도파관 상온잡음원이다. 또 다
른 한 개의 잡음원은 실험실 온도보다 높거나 낮은

잡음원을 사용한다. 실험실 온도보다 낮은 경우는

액체질소의 끓는 온도인 77 K로 유지되는 단말(ter- 
mination)에서 나오는 열잡음을 이용하는 저온(cryo- 
genic) 잡음원이 사용되며,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실험실 온도보
다 높은 잡음원은 전기 가열 방식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그림 3]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이
보유한 저온 기준잡음원의 일부이다. 현재 KRISS는
10 MHz ～26.5 GHz까지 잡음 측정 표준을 확립하여
산업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관련 산

(a) 7 mm 동축형 (b) W-대역 혼안테나형

[그림 3] KRISS의 저온잡음원(액체질소 온도 77 K에
서 동작)

업체에서는 주로 6 GHz 이하에서 측정 수요를 보이
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체에서 개발한 94 GHz 대역
전(全)전력형 영상 라디오미터 시스템은 온도 감도
가 1.5 K이며, 야외에서 상온의 전파흡수체와 이와
다른 잡음 온도를 가진 대상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교정하였다[9].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측정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측정 표준과 연결시키는 일이 필요

하리라생각된다. 이를위해서는먼저해당주파수대
역에서측정표준을확립하는일이선행되어야할것

이다.
2013년 1월 과학위성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

되어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앞으로 해양, 기상 관측 등 과학 탐사
를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미터들이 향후 위성체에 탑

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잡음 측정 표준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주요 측정 표준 기관(National Metro- 

logy Institute; NMI)들은 동축형 및 도파관 잡음원의
잡음 온도 측정 표준을 확립 유지하고 있다. <표 2>
는 각국의 NMI별 잡음 측정 표준 확립 현황이다. 이
것은국제도량형국(BIPM)의교정측정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 CMC) 자료를 요약한 것
이다. 측정 주파수, 범위, 그리고 항목의 개수 측면
에서 러시아 표준기관의 측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방

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소냉전 당시 우주 방어체
계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잡음 표준이

개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러시아
는 중국의 유무인 우주선 개발에 필요한 표준 잡음

기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등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내에서는 영국 국립물리
실험실(National Physical Laboratory; NPL)이 넓은 주
파수 범위의 잡음 표준을 확립하여 유럽공동체 내

회원국들에 측정 표준을 보급하고 있다. 한편, 아시
아의 한중일 3국의 측정 능력은 서로 비슷함을 알
수있다. 최근우리나라는 77 GHz에서동작하는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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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주요 측정 표준기관의 잡음 표준 현황

국가 및 기관 잡음 표준 확립 현황

미국 NIST

잡음 온도: 
 동축: 0.03～40 GHz
 도파관: 8.2～65 GHz
 온도: 5,000～12,000 K

영국 NPL

잡음 온도: 
 동축: 0.01～40 GHz
 도파관: 2.6～110 GHz
 온도: 600～106 K
증폭기잡음: 0.01～18 GHz

러시아

VNIIFTRI

잡음 온도: 
 동축: 0.002～18 GHz
 도파관: 12.05～178.3 GHz
 온도: 77～105 K
전파휘도 온도: 
 주파수: 18～118 GHz
 온도: 78～500 K
자유공간 스펙트럼 복사

 주파수: 18～118 GHz
 복사도: 3×1019～2.2×1015

  W/(m2sr Hz)

프랑스 LNE

잡음 온도: 
 동축: 0.01～8.2 GHz
 도파관: 8.2～40 GHz
 온도: 1,000～105 K

일본 NMIJ
잡음 온도: 
 동축: 2～18 GHz
 온도: 150～12,000 K

중국 NIM

잡음 온도: 
 동축:0.6 GHz, 3.2～12.4 GHz
 도파관: 3.2～12.4 GHz
 온도: 382～2.9×105 K

한국 KRISS

잡음 온도: 
 동축: 0.01～18 GHz
 (18～26.5 GHz; CMC 등록 중)
 온도: 1,200～15,000 K

충돌 방지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쓰이는 W-대역 다
이오드 잡음원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주파수 범위의 잡음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

편, 영국 NPL은 W-대역에서 78.5, 80, 85, 90, 94, 100 
GHz의 6개 주파수에 대해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국제통상시

대에서 국제적 동등성을 갖는 측정 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신뢰성 보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앞
에서 말한 대로 각국의 NMI는 국제단위계(SI) 현시
를 위해 측정 표준을 확립,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측정 표준의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IPM은국가간핵심측정국제비교(Key Comparison; 
KC)를 권고하고 있다. 또 각 지역별 국제비교도 실
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 측정 표준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측정표준협력기구(APMP, Asia- 
Pacific Metrology Programme)에서도 지역 내 국제비
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도량형국(BIPM) 홈페
이지에 게시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비교 결과
는 각 기관들의 교정 측정 능력을 증명하는 주요 기

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잡음분야에서는
30 MHz～26.5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6회의 KC가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잡음 국제비교에
참여한 바 있다. CCEM 전략기획문서[10]에 의하면 향

후 10년 이내에 2회의 잡음 KC가 수행될 예정이다.

Ⅳ. 잡음 측정 기술 현황

각국 측정 표준 기관들의 최근 수행 중인 연구 과

제를 중심으로 잡음 측정 기술을 살펴본다.

4-1 한국

우리나라 KRISS에서는 10 MHz～26.5 GHz 주파
수 범위에서 잡음 온도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산업체의 잡음원 교
정 수요에 대비하여 최근 W-대역 잡음 온도 측정 표
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4]는 KRISS의 동축
형전전력형라디오미터이며, 주파수범위는 1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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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RISS의 동축형 전전력 라디오미터

～18 GHz이다. [그림 4]의 왼쪽 아래의 입력단에 [그
림 3](a)의 저온 잡음원과 [그림 2](a)의 상온 잡음원, 
그리고 피측정 잡음원을 차례대로 연결하여 피측정

잡음원의 잡음 온도를 측정한다.
2012년 KRISS는 2-port 능동기기의 잡음지수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회로망 분석기(PNA-X)와
전력 감지기, 그리고 electronic calibration 모듈을 이
용하며, 현재는 10 MHz～26.5 GHz 범위에서 능동기
기의 잡음지수와 이득을 측정할 수 있다[11].

4-2 미국

미국 국립표준 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잡음 연구 주제는 잡음
원의 잡음 온도 측정, 증폭기 및 트랜지스터의 잡음
특성 평가, 원격 탐사에 필요한 휘도 온도 표준 개발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통적인 잡음 온도 측정
능력은 <표 2>에 요약하였다. 둘째, 증폭기 및 트랜
지스터 특성 평가는 주로 저잡음 기기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주파수 범위는 1～12 GHz이다. 셋째, 
휘도 온도 표준 개발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다. 미국에서 서로 다른 위성들에서
얻은 기후변화 데이터들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공통

된 휘도 온도(brightness temperature)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에 NIST에서는 기관 간의
대기온도 관측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기

상 관측 위성의 관측과정에 잡음 표준을 연결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5]는 미국 내 세 기관
에서 1979년에서 2007년까지 측정한 대기온도 모니
터링 결과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측
정기관들의 온도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 관측 결과
로부터 추출한 10년 당 온도 상승률이 NOAA(Na- 
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0.17 
K, UAH(University of Alabama at Huntsville)의 경우
는 0.06 K로서 그 차이가 3배나 된다. [그림 5]에서
RSS(Remote Sensing Systems)의 결과는 미항공우주

[그림 5] 미국 NOAA, RSS, UAH의 1979～2007년 지
구 대기온도 변화량 측정 결과

[그림 6] 미국 NIST의 도파관 라디오미터(저온 기준
잡음원이 실험대 아래 원통의 내부에 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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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 
tion)의 위성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구
대기 온도는 잡음 온도의 측정값으로부터 구해진다. 
[그림 5]의 기관 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관측기관
들이 초기 측정 시 신뢰성 있는 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NIST 연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따라
서 휘도 온도 측정 표준을 개발하여 관련 측정기관

에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NIST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음 온도 표준을 확립하였
다. [그림 6]은 잡음 온도 표준 측정 시스템으로서, 
주파수 대역별 도파관 라디오미터와 원통모양의 저

온 기준 잡음원을 볼 수 있다. NIST는 최근 자유공
간 측정법으로 18～26.5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휘
도 온도 표준을 개발하였다. 전파무향실 내 한쪽 벽
에 설치된 지름 33 cm의 복사 타깃(radiation target) 
온도를 296～352 K에서 10 K 간격으로 변화시키고, 
안테나와 타깃 간 거리를 50～500 cm에 움직여 가면
서 측정하여 휘도 온도를 확립하였다.

다음은 주요 연구 결과이다[13].
․증폭기 잡음 파라미터 측정 및 검증: 저잡음 증
폭기의 잡음 파라미터 측정 능력 확보 및 Monte 
Carlo법을 이용한 불확도 분석
․가변 단말장치: 증폭기 잡음 특성 측정 시 서로
다른 입력 단말의 특성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측정 자동화 달성(기존에는 특성이 다른 입력
단말을 증폭기 입력 단에 수동으로 연결)
․전파반사체 반사 특성: 원격탐사용 라디오미터
교정에 쓰이는 전파반사체의 반사 특성 평가

․감지기 선형성: 원격탐사용 라디오미터에 사용
되는 다이오드 감지기의 선형성 평가

4-3 영국

영국 NPL은 다양한 분야의 전자파 표준을 유럽공
동체 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공급하고 있

다. NPL의 잡음 연구는 잡음 온도 표준, 증폭기 잡음
온도 및 잡음 파라미터 표준, 위상 잡음 측정 표준으
로 구성되어 있다[14].
먼저 잡음원 교정을 위한 잡음 온도 측정 능력을

<표 3>에 요약하였다. 둘째로 증폭기 잡음 파라미터
표준의 경우, 실제 동작 조건에서 증폭기 잡음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0 MHz～
18 GHz 범위의 측정 표준을 확립하여 산업체에 보
급하고 있다. 셋째로 위상 잡음 연구이다. 주파수 범
위는 10 MHz～18 GHz이다. 현재 NPL은 3개의 위상
잡음 측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적인 측정
을 통해 소급성을 확보한 상용 측정 시스템, 일부 상
용 부품들을 이용해서 NIST 방법으로 개발된 측정
시스템, St. Andrews 대학에서 설계 제작되어 인도된

<표 3> 영국 NPL의 잡음 온도 교정 및 측정 능력

주파수
기준

잡음 온도
라디오미터 연결기

0.01～18 GHz

>상온

전(全)전력 동축

18～26.5 GHz 전전력 동축

 2.6～18 GHz Dicke 도파관

18～ 110 GHz 전전력 도파관

[그림 7] 주파수 대역별로 잡음 온도 측정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영국 NPL 잡음 측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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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위상 잡음 측정 시스템이다. NPL은 위상 잡
음 측정 서비스에 국한하지않고, 기준발진기와 위상
의 2차표준을이용하여영국내다른위상잡음측정
시스템을 교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
로 NPL은 20 kHz～200 GHz까지주파수범위를확장
할 계획이다. [그림 7]은 NPL의 잡음 측정실의 모습
이다.

4-4 러시아

전자파 분야의 러시아 측정 표준기관은 VNIIFTRI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hysioTechnical and 
Radio Engineering Measurement)이다. 최근 이 기관의
전자파 실험실에서는 10 Hz～10 MHz에서 액체물질
과 10 Hz～10 MHz 및 1～78.33 GHz에서 고체물질
의 물질 특성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 10 GHz 
이하에서 20여 종의 표준기준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을 생산하고 있다[15]. 잡음분야에서는
<표 2>의 분야에 요약한측정표준이유지되고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잡음분야 연

구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Ⅴ. 요약 및 전망

본 논문에서는 잡음의 정의와 측정량, 측정방법, 
잡음 측정 표준 및 기술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
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잡음 분야 연구

활동을 측정 표준과 측정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잡음분야의 연구 성과는 냉전시대에 집중되어

있던 군사 분야는 물론,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후변
화 대응, 우주항공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이 사용되는 한, 잡음은 늘 신호와 더
불어 공존하므로 부품 개발자나 시스템 공학자들은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잡음의 영
향을 줄이려는 연구는 공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수

행되고 있는 잡음 측정 표준의 지구 기후변화 문제

로의 연결은 지구 온도변화 측정에서 신뢰성을 높여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구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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