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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미스터 마운트는 력의 변화에 따른 교정인자 값이 일정하여 정 한 무선주 수 력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표  마운트의 교정인자는 직류 체법을 이용하여 달표 과 직  비교를 통해 10 MHz부터 1 GHz 

역까지 불확도 0.5 % 이하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직류 체법 기반 정 한 력계의 산업계 보 으로 보

다 간단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동일한 불확도 수 의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을 설계하고, 부정

합 오차의 분석을 통해 구성품의 최소 요구 사양을 제시하 다. 시스템 유효성 검증을 해 시스템 불확도를 

평가하 으며, 불확도 결과는 측정 주 수 역에서 0.5 % 이내에서 잘 유지되었음을 보여 다. 

 

ABSTRACT

The thermistor mount is used for precise RF power measurement because the calibration factor is consta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power. The calibration factor of the standard mount can be measured with an uncertainty less than 

0.5 % from the 10 MHz to 1 GHz by direct comparison with the transfer standard using the DC substitution method. 

Recently, as the supply of precision power meter based on DC substitution method allows simple and fast measurement, 

a simple direct comparison measurement system with the same level uncertainty was designed and the minimum 

required specifications of components through analysis of mismatch error was proposed. The uncertainty was evaluated 

for system validation, and the results show that uncertainties have been well maintained within 0.5 % in the 

measurement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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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력 측정은 력감지기에 입사되는 자  에 지가 

등가를 이루는 직류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감지기에 들어오는 순수 력(incident power) 비 

직류 체 력비를 실효효율(effective efficiency)이

라고 하며, 서미스터 마운트(thermistor mounts)의 경우 

력의 크기에 따라 실효효율이 일정하여 정 한 력 

측정에 사용된다. 력에 한 소 체계(traceability 

chine)는 마이크로칼로리미터를 사용하여 달표

(transfer standard)인 서미스터 마운트를 교정하고, 

산업계에서는 달표 으로 교정된 표  서미스터 마

운트를 사용하여 각종 력감지기 등의 교정에 용

하고 있다[1-5]. 표  마운트의 교정은 직류 체법

(DC substitution method)으로 신호를 측정하여 달

표 의 실효효율을 기 으로 10MHz에서 1 GHz까지 

불확도 0.5 % 이하로 교정인자(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할 수 있다[6].

최근에는 직류 체법 기반의 정  력계[7]가 상

용화됨에 따라 보다 단순한 측정시스템 구성이 가능

해 졌다. 따라서 표  마운트를 교정하기 해 력계

를 사용하여 동일한 불확도 수 의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을 설계하고, 부정합 오차를 분석하여 구성

품의 최소 요구 사양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시스템 

불확도 분석을 통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Ⅱ. 련연구

RF 력을 측정하는 방법 에 서미스터 마운트를 

사용한 직류 체법은 서미스터 소자가 일정한 항 

값을 유지하게 하는 직류 압과 입사되는 RF 력

이 같다고 가정하여 직류 압의 변화량 측정을 통해 

RF 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8]. 직류 체법에 의

한 력 측정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외부에 정 한 

압계를 력계에 연결하고, 측정된 력 은 서미

스터 마운트들을 통해 측정된 압계의 지시 값으로

부터 식 (1)과 같이 표 된다[9]. 

  



  

                         (1)

여기서 은 RF 력이 공 되지 않은 상태의 출력 

압, 는 RF 력이 공 된 상태의 출력 압 그리고 

는 마운트의 작동 항 값이다. 서미스터 마운트에서

그림 1. 직  비교 측정시스템 구성

Fig. 1 Direct comparison measurement system 

setup

소모되는 RF 력과 직류 체 력의 비를 실효효율

로 정의하고, 교정인자 와 실효효율  , 반사계수 

의 계는 식 (2)와 같다[2,9].

                              (2)

따라서 는 서미스터 마운트의 실효효율과 반사계

수의 효과를 고려한 인자이다. 그림 1의 교정 시스템

에서 신호원과 부하의 임피던스가 부정합 상태에 있

을 경우 력의 일부가 부하에 소비되지 않고 신호원 

측으로 되돌아가는 반사 가 생기며, 반사 의 크기와 

상을 나타내는 복소수 라미터를 반사계수로 나타

낸다. 그림 2에서 부정합 인자 MF(mismatch factor)

를 신호원의 반사계수 와 부하의 반사계수 로 표

하면 식 (3)과 같다[6,9].

                               (3)

서미스터 마운트에 들어오는 순수 력 는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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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 서미스터 마운트의 교정인자  , 부정합 

인자 의 계를 고려하여 식 (4)와 같다[6,9]. 

  


  

                      (4) 

그림 2. 신호원 부정합 효과

Fig. 2 Effective source mismatch

그림 1의 직  비교 측정시스템으로부터 표  서미스

터 마운트 STD(standard)와 교정 상기기 UUT(unit 

under test)에서에서 측정된 력, 실효효율, 부정합 

인자를 고려하여 감지기에 들어오는 순수 력 는 

식 (5)∼(6)과 같이 나타난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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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UUT의 교정인자는 식 (5)∼(6)을 사용하여 계식

을 유도하면 식 (7)과 같이 표 된다[10].

  

   



   



     


             (7)

여기서, 는 표  서미스터 마운트의 교정인자 값, 

는 식 (1)을 사용하여 측정된 UUT의 력 지시 

값, 는 STD의 력 지시 값이다. 따라서 력계의 

직류 체법 기능을 사용하여 단순 직  비교 측정시

스템을 설계하고자할 경우 부정합 인자에 의한 오차

를 어떻게 고려하여 설계할 것인지가 시스템의 불확

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11].

Ⅲ.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 설계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은 신호원의 력을 표  

마운트와 미지의 서미스터 마운트에 순차 으로 공

하고, 력계에 지시된 력 값으로부터 식 (7)을 사

용하여 UUT의 교정인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

하 다. 이를 해 측정시스템은 신호원, 정합용 감쇠

기, RF 스 치, 두 개의 표  서미스터 마운트, 력

계  장비제어를 한 컨트롤러로 구성되었다. 

그림 3.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 구성 

Fig. 3 Simple direct comparison measurement 

system setup

신호원 출력단의 정재 비(VSWR)는 주 수 10 

MHz에서 1 GHz 역까지 일반 으로 VSWR < 2.0 

이하이며, 직  서미스터 마운트에 연결하면 부정합 

오차에 따른 불확도가 커짐에 따라 반사 를 이기 

해 정합기(tuner)를 연결하 다. 정합기로서 주 수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특성이 우수한 감쇠기를 선택

하 으며, 신호원 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6 dB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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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B 감쇠기를 연결할 수 있다. 식 (3)에서 감쇠기

의 등가 신호원 반사계수인 는 신호원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고, 단지 감쇠기의 VSWR로만 나타내어

진다. 는 부정합 불확도에 기여하는 향이 크기 

때문에 감쇠기의 반사계수에 따른 향성을 분석하여 

설계 조건에 맞는 감쇠기를 선택하 다. 의 크기는 

반사손실(return loss) 사양으로부터 상·한 값을 가지

며, 력을 측정할 경우 부정합 인자 값에 의한 력

의 오차는 식 (8)∼(9)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최악

의 경우를 가정하여 력비에 한 부정합 오차 

는 식 (8)∼(9)의 계식을 유도하면 식 (10)과 

같이 표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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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는 UUT 반사계수로 제작사 사양으로부터 VSWR 

< 1.3, 는 표  마운트의 반사계수로서 상  소

기 으로부터 제공되어지며 VSWR < 1.19라고 가정

하고, 주 수에 따른 신호원의 반사계수 의 값을 

변화하면 그림 4와 같이 부정합 오차가 나타난다. 측정 

주 수 역에서 부정합 오차를 0.5 % 이하로 리하기 

해서는 감쇠기의 최소 VSWR은 < 1.02 이여야만 한다. 

감쇠기의 반사계수는 VNA(vector network analyzer)로 

측정하여 선택한다.

그림 4. 신호원 부정합 오차

Fig. 4 Source mismatch error

Ⅳ. 불확도 평가

측정 불확도 표  지침 GUM(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에 따라[12], 교정인자

의 불확도 추정을 한 수학  모델은 식 (11)∼(12)와 

같으며, 불확도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합성표 불확도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로 표 하 다. 

  

                     (11)

     ,       (12)

여기서 , 는 력비로 Rsu=/ , Rsu= /

이며, M, M는 부정합 인자로 M= /


 , M= 이다. 교정

인자 의 합성표 불확도는     
이고, 과 의 합성표 불확도는 식 (13)∼(14)와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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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표  마운트의 교정인자 값에 한 불확도 는 

미국 국립표 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교정으로부터 마운트의 교정인자 값과 

불확도가 제공되며, 계통효과에 의한 Type B 불확도로 

정규분포를 가진다. 력비에 한 불확도  는 

력계를 사용하여 측정되어지는 불확도이며, 력비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와 력계의 측정오차에 의한 

불확도로 직사각형 분포를 가진다. 부정합 인자의 불

확도 는 부정합 오차에 의한 불확도로 감쇠기의 

VSWR < 1.02이고, 표  마운트의 반사계수는 NIST로부터 

표 1. 불확도 총 표(10 MHz ∼ 1 GHz)
Table. 1 Uncertainty budget(10 MHz ∼ 1 GHz)

Compo

-nent

Uncertainty contribution

Frequency(MHz)

10 50 100 500 1000

  0.0016 0.0019 0.0020 0.0019 0.0019

  0.0016 0.0019 0.0020 0.0019 0.0019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08 0.0008 0.0008 0.0008 0.0008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08 0.0008 0.0008 0.0008 0.0008

 0.0008 0.0004 0.0008 0.0030 0.0030

 0.0008 0.0004 0.0008 0.0030 0.0030

 0.0023 0.0024 0.0026 0.0039 0.0039

제공되는 성 서의 값, UUT의 반사계수는 제작사 사

양으로부터 VSWR < 1.3 이하로 가정하 다. 불확도 

성분은 Type B 불확도로 U자형 분포를 가진다. 합성

표 불확도 
은 각 불확도 성분을 제곱하여 얻

을 수 있으며, 이를 측정시스템의 불확도(1)로 표

하 다.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수 

10 MHz부터 1 GHz까지 UUT의 교정인자를 측정하고, 

불확도를 추정한 총 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5. 교정인자  불확도

Fig. 5 Calibration factor with uncertainty

 불확도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측정 주 수 

역에서 불확도 0.5 %(1) 이하로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 다. 그림 6은 불확도 추정 결과에 각 불확도 성

분이 차지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100 MHz 이상부터

는 부정합 오차의 불확도가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UUT의 반사계수를 실측하여 사

용할 경우 보다 낮은 불확도를 가질 것으로 단된다. 

그림 6. 불확도 성분과 기여량

Fig. 6 Uncertainty components an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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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0MHz부터 1 GHz까지 표  서미

스터 마운트의 교정인자 값을 불확도(1) 0.5 % 이하

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불확도에 주요 향을 미치는 부정합 

오차를 이기 해 정합용 감쇠기의 최소 요구 사양

을 VSWR < 1.02 이내로 제시하 다. 시스템 유효성 

검증을 해 불확도를 추정한 결과는 측정 주 수 

역에서 모두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직류 

체법 기반의 직  비교 측정시스템을 체하여 동

일한 수 의 불확도를 바탕으로 보다 간단한 시스템

의 구성과 빠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측정

시스템을 구성할 때 반사계수를 제작사 사양으로부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오차범 를 보정하 으나, 반

사계수의 실측을 통해 오차범 를 보정할 경우 불확

도를 더 낮게 산출할 수 있다. 향후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의 주 수 범 를 확 하기 해 마이크로

 역의 부정합 오차에 한 보정 방법의 연구를 

추가 으로 진행할 정이다. 

References

[1] D. D. Dinh and M. J. Lancaster, “Microwave 

power sensors with integrated filtering 

function for transfer power standards,” J. IEEE 

Microw. Wireless Components Letters, vol. 30, no. 

3, Mar. 2020, pp. 308-311.

[2] R. A. Ginley, “Traceability for microwave power 

measurements: past, present, and future,” In 

Proc. IEEE 16th Annu. Wireless & Microw. 

Technol. Conf., Florida, USA, Apr. 2015, pp. 

1-5.

[3] T. Kang, J. Kwon, J. Park, and N. Kang,  “RF 

and microwave power standards from 10 MHz to 

40 GHz over decades,” J.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18, no. 2, Apr. 2018, 

pp. 88-93.

[4] R. F. Clark, “The microcalorimeter as a national 

microwave power standard,” In  Proc. IEEE, 

vol. 74, no. 1, Jan. 1986, pp. 102-104.

[5] J. Minch, “Fundamentals of RF and microwave 

power measurements,” Agilent Application Note 

64-1A, 2001.

[6] R.A. Ginley, “A direct comparison system for 

measuring radio frequency power(100 kHz to 

18 GHz),” In  Proc. the Measurement Science 

Conf., vol. 1, 2006, pp. 46-49.

[7] TEGAM, “1830A RF power meter for metrology,” 

Technical Manual, Ohio, 2015.

[8] N. T. Larsen, “A new self-balancing DC-substitution 

RF power meter,” IEEE Trans. Instr. & Meas., 

vol. 25, 1976, pp. 343-347.

[9] F. R. Clague, “Power measurement system for 

1 mW at 1 GHz,” Technical Note 134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ov. 1990, pp. 6-15.

[10] S. S. Devi, S. Ahmad, K. Patel, P. S. Negi, 

and V. N. Ojha, “Effective source mismatch 

uncertainty evaluation using resistive power 

splitter up to 18 GHz,” Int. J. Metrology and 

Quality Engineering, vol. 6, no. 3, Aug. 2015, 

pp. 306-312.

[11] K. Patel and P. S. Negi, “Importance and 

estimation of mismatch uncertainty for RF 

parameters in calibration laboratories,” Int. J. 

of Metrology and Quality Engineering, vol. 3, 

Mar. 2012, pp. 29-37. 

[12] ISO/IEC Guide 98-3, Uncertainty of Measurement 

Part 3: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GU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8. 

자 소개

차윤배(Yun-Bae Cha)

2017년 부경 학교 학원 무기체

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9년부경 학교 학원 무기체

계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2년∼ 재 공군 제85정 표 정비창 근무

※ 심분야 : 정 측정, 자 , 제어계측



서미스터 마운트 교정을 한 10 MHz에서 1 GHz 주 수 역의 단순 직  비교 측정시스템 설계

411

장용근(Young-Guen Jang)

2007년 동서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97년∼ 재 공군 제85정 표 정비창 근무

※ 심분야 : 정 측정, 제어계측, 교정자동화

김부일(Boo-Il Kim)

1985년 경북 학교 학원 자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2001년 경북학교 학원 자공학

과 졸업(공학박사)

1985년∼2013년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13년∼ 재 부경 학교 기 자소 트웨어공학과 

교수

※ 심분야 : 능동소나, 수 음향 응, 정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