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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s, kelvin, will be redefined after May of 2019, by the new process of fixing the

numerical value of the Boltzmann constant. In this respect, the Boltzmann constant, which is a conversion factor between

the thermal energy and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will be assigned as 1.380 649 × 10-23 J K-1 after the redefinition

procedure. This paper reviews the three experiment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Boltzmann

constant, which are namely: the acoustic gas thermometry, dielectric constant gas thermometry and the noise thermometry.

By and large, the physical principles of these experiments are important even after the redefinition takes place, because

they are methods used as primary thermometer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s. The status of

the redefini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and temperature scale is review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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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역학이나 통계역학에 등장하는 열역학적 방정식에는 온도 T

가 항상 볼츠만 상수 k와 곱해져 kT로 등장한다. 혹은 기체상수와

곱해져 RT로 등장할 수 있으나 기체 상수와 볼츠만 상수는 아보

가드로수로 엮어져 있어서(k = R/NA) 언제나 kT로 치환된다. 그리

고 아보가드로수의 상대불확도가 기체상수나 볼츠만 상수의 상대

불확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므로 실질적으로 볼

츠만 상수 측정 불확도는 기체 상수 측정 불확도와 동일하다.1

즉, 열역학적 방정식에 등장하는 다른 물리량을 측정하면 그

상황에서 kT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것을 일차온도계(Primary

Thermometer)라고 부른다. 일차온도계를 이용하여 kT를 측정하

는 실험에서 온도 T를 알고 있다면 k를 산출할 수 있고, k를 알고

있다면 이 실험의 T를 산출할 수 있다. 2019년 5월 20일을 기점

으로 일어날 켈빈 단위의 재정의는 정확히 위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즉, 현재 정의에 의해 알고 있는 T에서 열역학 방정식을 적

용하여 k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재정의 후에는 이렇게 산출한

k를 이용하여 T를 정의한다.

현재의 열역학적 온도단위인 켈빈(Kelvin)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2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인 켈빈은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

의 1/273.16이다.

즉, 물의 삼중점 상태를 만들면 이것과 열적 평형을 이루는 열

역학적 상태의 온도를 273.16 K로 정하는 것이 현재 온도의 정의

이다. 이 정의를 적용하여 과학계는 볼츠만 상수를 가능한 정밀하

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2017년 7월 1일까지 결과를 마감

한 후 합의하여 조정한 볼츠만 상수의 값은 k = 1.380 649 03 ×

10-23 J K–1이며, 그 상대 불확도는 3.7 × 10-7이다.1 이 조정값을 바

탕으로 2019년 5월 이후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인 켈빈(Kelv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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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이 바뀔 예정이다.3

켈빈(기호: K)은 열역학적 온도의 SI 단위이다. 그 크기는 볼츠

만 상수의 값을 단위 J K-1 = kg m2 s-2 K-1으로 표현할 때 정확히

1.380 649 × 10-23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정해진다.

이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물의 삼중점을 이용한 기존의 정

의를 물리학의 기본 상수인 볼츠만 상수를 이용하여 재정의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국제단위계의 관점에서 보면 켈빈을 포함하여

킬로그램, 암페어, 몰의 네 가지 SI 기본단위의 정의가 같은 시점

을 기준으로 모두 기본 상수를 이용한 정의로 바뀌는 SI 단위 재

정의 중 일부이다. Fig. 1은 SI 재정의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도

량형국(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BIPM)에서

준비한 그래픽 로고 중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인 켈빈과 켈빈 정

의에 사용하게 될 볼츠만 상수를 강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4

물의 삼중점은 킬로그램의 원기와는 달리 인공 구조물이 아니

다. 따라서 파손, 분실, 마모의 위험이 없이 누구나 물의 삼중점을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만 있다면 현재의 정의로부터 켈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물리 상수를 이용한

정의를 선택한 것은 다른 기본 단위의 재정의와 조화를 이루고

과학적인 완결함을 이루려는 목적이 더 크다.

이 리뷰 논문에서는 볼츠만 상수의 결정에 이용되었던 일차온

도계 실험을 리뷰한 후 켈빈의 재정의가 미치는 과학적 효과와

향후 온도 눈금 체계의 변화를 논의해 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지금의 정의에 의해서 볼츠만 상수를 측정하는 동일한 실험이

재정의 후에는 정해진 볼츠만 상수값을 이용하여 열역학적 온도

를 측정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 켈빈의 재정의 이후에도 이런

일차온도계 실험은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다.

2. 볼츠만 상수 결정에 이용된 실험

이 장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 위원회(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DATA)에서 볼츠만 상수를 최종적으

로 결정하는데 인용된 세 가지 종류의 일차온도계 실험의 물리적

원리와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기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Fig. 2은 2017년 CODATA의 마지막 볼츠만 상수 조정에 기여

한 실험값을 나타낸 것이다.1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총 11개

의 결정값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9개의 결정값이 음

향기체온도계(Acoustic Gas Thermometer, AGT)를 이용한 것이

다. 나머지 둘은 각각 유전상수기체온도계(Dielectric Constant

gas Thermometry, DCGT)와 잡음온도계(Noise Thermometry) 방

법을 이용하였다.5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CODATA는 볼츠

만 상수의 최종 조정값으로 k = 1.390 649 03(51) × 10-23 J K–1을

결정하였다. 이 값이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값이며 그 주변에

음영으로 처리된 것이 최종 조정값의 불확도이다. 최종 조정값의

상대 불확도는 ur = 3.7 × 10-7이다.

2.1 음향기체온도계

음향기체온도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츠만 상수 측

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된 값이고 가장 불확도가 낮은 측정

이 이루어졌다. 음향기체온도계의 물리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열역학적 온도가 T인 단원자 이상기체 내에서 소리의 속도, 즉

음속을 u0라고 할 때 기체의 압력이 0에 접근하는 극한에서 다음

의 관계가 성립한다.

(1)

여기서, γ는 정압 몰비열과 정적 몰비열의 비로서 이상기체에서

는 5/3이며, 이상기체와 가까운 실제 기체에서는 이론적인 계산으

로 구할 수 있다.6 그리고 M은 기체의 몰질량이며 NA는 아보가드로

k
u
0

2
M

γ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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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 illustration prepared by the BIPM for the redefinition of

the kelvin and the Boltzmann constant

Fig. 2 The Boltzmann constant determinations used for the final

CODATA least square adjustment in 2017. The horizontal

solid line represents the adjusted Boltzmann constant with

standard uncertainty shown as a shaded band. The error bar

for each determination represents standard uncertainty of the

determination. (AGT: acoustic gas thermometry, c-AGT:

cylindrical AGT, DCGT: dielectric constant gas therm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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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로서 볼츠만 상수보다 훨씬 낮은 상대불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볼츠만 상수 측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 따

라서 음향기체온도계를 이용한 볼츠만 상수 측정을 위해서는 u0,

M, T를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음속 u0는 공진구 내의 음파의 공진 주파수와 공진구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결정한다. 또 공진구의 크기는 공진구 내에 설치된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공진 주파수를 측정함

으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음속 측정을 위해서는 음향 공진과 마이

크로파 공진이 결합된 공진기가 사용된다. 

음향기체온도계 실험을 위해서 초기에는 구형 공진기가 사용

되었다.7 그러나 구형 공진기는 마이크로파 공진에서 3개의

Degenerate된 공진 신호가 겹쳐져 나오면서 가공 오차에 의해서

넓게 벌어져서 공진구의 내경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축 타원체 공진구가 개발되어

세 축 방향으로 미세하게 크기가 다른 타원체로 3개의 공진 Peak

를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8 Fig. 3은 이와 같은 음향 기

체 온도계에 사용되는 공진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Quasi-Spherical Resonator의 마이크로파 공진 중 가

장 간단한 Mode인 TM11 Mode가 관찰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진구의 내경은 대략 50 mm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는 공진구 내부에 설치한 두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통한 전달산란

계수 S21를 측정한 것이다. 세개의 미세하게 분리된 공진 Peak는

미세하게 크기가 다른 세 개의 기본축의 내경에 해당한다.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주파수에서 S21을 측정한 후,

측정값을 수학적 모델에 따라서 Fitting하면 세개의 분리된 공진

주파수를 상대 불확도 10-7보다 훨씬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마이크로파 공진을 통해서 직경을 충분한 정밀도로 잘 알고 있

는 공진기의 음향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면 공진기 내부 기체에서

의 음속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Fig. 5는 Quasi-Spherical

Resonator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공진 중 가장 간단한 공진인 (0, 2)

Mode의 음향 공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은 공진 신호를 바

탕으로 Fitting을 통하여 측정된 공진 주파수를 구한 후 기체와 공

진구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보정을 하고, 마이크로파 공진으로

측정한 공진구의 Dimension을 고려하면 열역학적 이론으로 예측

한 음속을 산출할 수 있다.6

볼츠만 상수 측정을 위해서는 음속을 측정하는 기체의 평균 분

자량 M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한다. 음향기체온도계에는 지금까

지 아르곤 혹은 헬륨 기체가 사용되었다.6 아르곤 기체는 음향 공

진 신호의 감도가 크지만 연구용 고순도 시료들끼리 평균 분자량

의 차이가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용 시료 내에 함유된

동위원소 36Ar의 함유량 차이에 의하여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10-6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9 따라서 볼츠만 상수 측정과

같은 정밀한 측정에서는 사용하는 아르곤 기체 시료의 평균 분자

량, 즉 동위원소 함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한다.

헬륨 기체는 음향 공진 신호의 감도가 낮지만, 제일 원리를

Fig. 3 Quasi-spherical resonator for acoustic gas thermometry. 
Fig. 4 Electromagnetic resonance of TM11 mode for quasi-spherical

resonator used for acoustic gas thermometry

Fig. 5 Acoustic resonance of (0, 2) mode for quasi-spherical

resonator used for acoustic gas therm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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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기체의 물리적 성질이 낮은 불확도로 알려져 있고 거의

하나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기 중에 있는

헬륨 내의 함유된 3He는 전체 헬륨에 대해 1.38 µmol mol-1 정도

의 몰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용

고압 실린더는 대부분 천연 가스 추출물에서 만들어지며, 3He 함

유량은 그 보다 더 낮은 0.6 µmol mol-1혹은 그 이하의 몰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함유량 전체를 불확도로 잡더라도 평균

분자량에 미치는 상대 불확도는 0.15 × 10-6정도로써 그 영향이

작다는 이점이 있다.

볼츠만 상수 측정에서 온도 T는 공진구 내에 있는 기체의 온도

인데, 실험은 언제나 물의 삼중점에서 수행하므로 T는 273.16 K

이거나 그와 매우 가까운 온도이다. 이것은 볼츠만 상수의 측정이

지금 현재의 켈빈 정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볼츠

만 상수 측정이 물의 삼중점 이외의 온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열역학적 방정식을 이용

한 추가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불확도가 추가되므

로 물의 삼중점에서 측정한 볼츠만 상수의 불확도에 비해서 원리

적으로 그 불확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볼츠만 상수

측정은 정확하게 물의 삼중점에서 이루어졌다.5 볼츠만 상수의 최

종적인 결정을 위해서 사용된 실험 중 가장 불확도가 낮은 실험

은 프랑스의 표준기관인 LNE에서 Pitre 등이 수행한 실험으로서

그 상대불확도는 0.6 × 10-6이다.10 헬륨 기체를 이용한 Quasi-

Spherical Resonator에서 실험하였으며, 볼츠만 상수를 최종적으

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2.2 유전상수기체온도계

유전상수기체온도계는 기체의 유전율 ε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이다.5 가장 핵심이 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여기서, ε0는 진공의 유전율이며, α0는 기체 분자의 정전 쌍극자

분극율, p는 기체의 압력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독일의 표준기관인 PTB에서만 이 실험이 수행되었

다.11 정전 쌍극자 분극율은 헬륨에 대해서 제일원리 계산으로 10-6

이하의 상대불확도로 알려져 있다.12 진공과 기체에서의 유전율을

초정밀 전기 용량 브리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압력에 따른 축전기 몸체의 팽창이 큰 불확도 인자가 되었다. 

유전상수기체온도계의 가장 큰 불확도 인자는 압력 측정이다.

식(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압력 측정의 불확도가 그대로 볼츠

만 상수 측정에 전달되는데,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압력 측정 최고

능력으로도 10-6의 상대불확도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측정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1 MPa에서 7 MPa에 해당하는 높은 압력

에서 실험이 수행된다. 2017년 PTB에서는 그간 측정한 세번의 정

밀 측정과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불확도 1.9 × 10-6

인 결과를 발표하였다.11

2.3 잡음온도계

잡음온도계는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이 온도와 관계

를 갖는 것을 이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은 아래 식(3)과 같

다.

(3)

여기서, V는 저항값 Rel인 저항체에서 나타나는 전압 잡음을 나타

내고, Δf는 검출 시스템의 Bandwidth이다.

볼츠만 상수 결정에 사용된 잡음온도계 결과 중 최종적인 볼츠

만 상수 결정에 이용된 것은 중국과 미국의 표준기관인 NIM과

NIST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유일하다.13 이 실험에서는 물의

삼중점 셀 안에 담겨진 측정 저항체의 잡음량을 같은 잡음량을

갖도록 합성된 양자 신호의 잡음량과 비교하는 측정을 수행하였

다. 이 실험은 불확도의 대부분이 통계적인 불확도로서 많은 수의

반복실험을 통해서만 볼츠만 상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낮

은 불확도를 갖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NIM-NIST의 실험

에서는 100 일 이상 지속된 측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상

대불확도 2.7 × 10-6에 해당하는 볼츠만 상수 결정값을 발표하였

다.13

3. 켈빈 재정의와 열역학적 온도, 온도 눈금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는 재정의 이전에 불확도 없이 정

의에 의해 정확하게 273.16 K이다. 재정의 이후에는 그 최상의

추정값은 여전히 273.16 K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불확도 3.7 × 10-7

를 갖게 되며, 이를 온도로 환산하면 0.1 mK에 해당한다. 이것은

재정의 직전의 볼츠만 상수의 상대 불확도가 재정의 직후에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상대 불확도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Fig. 6는 열에너지와 열역학적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열역학적 온도는 열역학적 방정식에 의해서 평균 열에너지

와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 물리량 사에에는 열역학

적 온도의 정의에 의해 비례식이 성립한다. 비례관계를 유일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재정의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은 상태가 잘 알려

지고 매우 안정한 물의 삼중점에 273.16 K이라는 숫자를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점을 지나는 선이 유일하게 정해지기 때문

에 열역학적 온도가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

적인 실현에서는 물의 삼중점에 포함된 동위원소 함량의 차이 때

문에 제작에 사용되는 물의 근원, 지역과 계절에 따라서 삼중점의

온도 차이가 측정 가능한 정도로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

여 최근에는 켈빈의 정의에 사용되는 물에 포함된 H와 O원자의

기준 동위원소 함량을 지정해주는 수정을하였다.2 이러한 수정에

의해서 켈빈의 정의가 갖고 있는 모호함은 해소되었지만, 그 정의

가 원래 의도한 것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재정의 이후의 방법은 두 물리량 사이를 관계 짓는 비례

상수인 볼츠만 상수에 정해진 값(1.380 649 × 10-23 J K-1)을 지정

k
α
0
p

T ε ε
0

–( )
--------------------=

k
V
2

( )

4TR
el

f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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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 K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이

점은 어떤 온도에서도 물의 삼중점과 연관지을 필요없이 해당 온

도에서 잘 정의된 열역학적 방정식만 실험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

면 열역학적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20 K 이하의 저

온이나 1000 K 이상의 고온에서 열역학적 온도의 실현과 측정의

불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물질, 특

히 그 물질의 지구 상에 존재하는 정도의 동위원소 비율로 정의

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정의이다.

단위의 정의의 관점에서 물의 삼중점은 그 전에 갖던 유일한

지위를 잃게 되었다.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는 다른 물질의

상변화 온도와 마찬가지로 불확도를 갖는 측정량이 되었다. 볼츠

만 상수의 불확도에서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로 전파된 불

확도 0.1 mK은 물의 삼중점의 국제적 재현성인 약 0.02 mK보다

다섯배나 큰 값이다. 따라서 물의 삼중점 혹은 그와 매우 가까운

온도에서는 재정의 이전에 비해 불확도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그

러나 이 손실은 물의 삼중점과 아주 가까운 점으로 한정된 것이

고, 다섯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불확도가 0.1 mK 수준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아주 낮은 온도와 아주 높

은 온도에서 얻을 수 있는 불확도의 개선 효과가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재정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온도눈금-1990 체계 아래에서는 가장 중요

한 고정점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된다.14 즉, 열역학적 온도를 근사

하는 온도눈금인 국제온도눈금 내에서는 물의 삼중점의 온도가

T90(TPW) = 273.16 K으로 불확도 없는 정확한 값이다. 이런 이중

적인 물의 삼중점의 지위 때문에 개정된 단위의 정의과 기존의

국제온도눈금이 모순을 일으키므로 국제온도눈금이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

에 대한 최상의 추정값이 273.16 K인 한, 이런 모순은 잠정적인

것일 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전히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를 273.16으로 나눈 온도가 새 정의에 의한 1 K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추정값이 업데이트되기 위해

서는 단위 개정 이전에 볼츠만 상수를 측정에 사용한 실험과 동

일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CODATA의 볼츠만 상수

마지막 조정값의 상대불확도는 3.7 × 10-7이고, 이 조정값이 나오

기까지의 여러가지 결정값 중에 가장 상대 불확도가 낮은 것이

6.0 × 10-7 임을 감안하면, 당분간 그러한 실험을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볼츠만 상수의 최종 결정 직

전까지 수행되던 볼츠만 상수 측정 실험의 최종 불확도를 절반으

로 낮추는 실험을 해야만이 재정의 이후에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

적 온도 측정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

간은 재정의된 켈빈과 국제온도눈금-1990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

고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2019년 5월에 발효되는 켈빈의 새정의는 켈빈을 다른 역학적

단위(킬로그램, 미터, 초)와 연결시켰다. 즉, 열역학적 온도가 특

정한 물질의 열역학적 상태를 이용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에

너지의 크기를 이용하여 정의됨으로서 켈빈이 다른 물리량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과학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켈빈의 재

정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켈빈의 정의 변화가 단위의 사용

자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BIPM에서 준

비한 정보에 대한 번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리뷰 논문을 마친

다.15

켈빈(K)의 재정의는 일반적인 온도 측정이나 측정 소급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재정의로 인

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는 향후 발전의

기초가 된다. 물질에 의존적이거나 기술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새

로운 켈빈의 정의는 특히 극한의 온도에서 SI 단위를 소급할 수

있는 새롭고 정확한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의 이후 켈

빈의 실현에 대한 지침은 정의된 눈금인 ITS-90 및 PLTS-2000과

함께 열역학적 온도 측정을 위한 일차적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켈

빈의 전 세계적인 보급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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