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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역을 공유하는 정지궤도 성망과 지상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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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ssessing the Interference between GSO Satellite 

Network and Terrestrial Network in Ka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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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의 다양한 무선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공존은 간섭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제한된 주 수 역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 인 주 수 공유 기술에 한 연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성시스템이 가지는 역성으로 인하여 지상시스템과의 주 수 공유는 필수 이다. Ka 역 주 수를 

사용하는 성 시스템은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므로 성의 방 각을 고려한 주 수 공유 결과에 한 분

석은 주 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망과 지상망과의 간섭을 안테나

의 방 각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주 수 공유 시 요구되는 망간 최소 이격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실제 시스템 설계  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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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existence of various wireless systems may cause frequency interference problem. For this reason,  

frequency sharing stud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order to use limited spectrum resources efficiently. 

Especially, because a satellite system covers a global area in nature, the frequency sharing between the satellite 

system and terrestrial systems is essential. For satellite systems using Ka bands, we can increase spectrum 

efficiency by considering off-axis  angles of earth station antenna.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e analysis 

result of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satellite earth station and a terrestrial repeater, and the presented results 

can be used to design and implement Ka band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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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의 격한 발 으로 인하여 오

늘날 사용자들은 다양한 무선 서비스를 즐길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제공하기 

해서는 정확하고 효과 인 간섭 분석을 통한 사

 주 수 공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 성을 이용한 성통신 서비스는 지상통신

망에 비하여 내재해성, 역성, 동보성 등의 이 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지속 으로 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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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필수 으로 

성 궤도와 주 수가 필요하다. 성 궤도와 주

수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 인 사

용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특히, 지상통신 서비스

에 비하여 매우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는 성통신

서비스는 인 한 타 국가에  간섭을 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국가 

간 력 한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세계 각 국가들은 국

제 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ITU)을 통하여 성 궤도와 주 수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이러한 국가 간의 주 수 간섭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지역 내에서도 성통신서비

스의 역성으로 인한 성망과 지상망과의 주 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망에서의 

안테나 지향 방향은 부분 지면에 해 수평 방향

이지만, 성망에서는 지구국의 안테나 포인  방향

이 성을 향하여 비교  높은 앙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을 활용하여 동일 역을 두 개의 

망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 수 분배  ITU-R 

규칙 5조에서는 국제 주 수 분배표에 동일 주 수 

역에 성망과 지상망을 같이 분배하고 있다 
[2].

따라서,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망간

의 주 수 공유를 해서는 공유 가능성을 평가하

기 한 간섭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

성으로 인하여 ITU에서는 몇 가지 주 수 공유를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 성망 우주

국, 즉 성에서 지상국으로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

기 해 국제법인 규칙 제 21조에 력속 도 

(power flux density ; pfd) 제한값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제한 값은 표 인 몇 가지 시

스템을 기 으로 결정된 값이어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미터 등에 따라 실제의 간섭량

은 달라 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 발

생하는 간섭 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로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주 수 공유

를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

다. 

이러한 공유 방안에 한 선행 연구로서 참고 문

헌 [4]에서는 Ku 역의 이동 성서비스 (mobile 

satellite service ; MSS) 망과 지상망간 간섭 문제

를 다루고 있으며, MSS 성망으로부터 지상망으

로의 간섭 계산 결과를 제시하 다. MSS 망에서는 

이동 지구국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구국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간율에 따른 간섭량 계산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계산된 간섭 결과에 따른 구체

인 주 수 공유 방안에 해서는 언 이 되어 있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Ka 역에 속하는 19 GHz 역

의 주 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 성망과 지상망간

의 간섭 계산 결과를 분석하여 그 공유 방안을 구

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Ka 주 수 역은 성 시스템에 있어서 기존 

주 수 역의 포화로 인하여 향후 활용도가 차 

증 할 역일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하여 필수 으로 요구되는 역에 

속한다
[5]. 한 지상 시스템에서는, 동일 주 수 

역에서 고정 마이크로웨이  링크  소출력 무선

국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 

역에서 성망과 지상망이 동시에 효율 으로 운용

되기 해서는 성망과 지상망간 주 수 공유 연

구 결과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19 GHz 

역의 주 수를 공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성망과 

지상 계 시스템간 주 수 간섭 평가를 보다 실질

이고 정확한 시스템 라미터를 사용하여 계산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실제 계산 결과를 통하여 

주 수 공유 가능성을 단하고, 구체 인 공유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격 거리를 제시한다. 

  본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성망과 지상망간 발

생할 수 있는 간섭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간섭 시나리오별로 간섭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III장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라미터별로 계산한 결과의 제들을 

보이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도출된 간섭량을 분석

하여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간섭 시나리오 

  그림 1은 성망과 지상망간에 일반 으로 간섭

이 발생할 수 있는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망과 지상망이 동일 지역에

서 동일 주 수 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 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상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기된 것은 원래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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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하 본 논문에서는 희망 신호라고 명한

다. 한, 선으로 표기된 것은 성망에서 지상망

으로 는 지상망에서 성망으로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아닌 다른 망으로 가 달되는 것으로

써, 간섭 신호로 명한다. 

그림 1. 성망과‐지상망간 간섭 시나리오
Fig. 1 Interference scenario between satellite network and 
terrestrial network 

  의 그림 1에 각 신호에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망과 지상망간 주 수 공유 환경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6].

  ① 우주국에서 지상국으로 주는 간섭

  ② 지구국에서 지상국으로 주는 간섭

  ③ 지상국에서 우주국으로 주는 간섭

  ④ 지상국에서 지구국으로 주는 간섭

  의 각 간섭들은 각 망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패

턴  무선국간 거리, 포인  방향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9 

GHz 역의 정지궤도 성망과 지상망간의 주 수 

간섭량을 분석하기 해서는, 두 망에 한 주 수 

분배 황을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분석 상 주 수 역인 19 GHz 역에 할당된 

국제  국내 주 수 분배 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ITU에서는 18.8

–19.7 GHz 역에 1차 업무로서 고정업무, 이동

업무 그리고 고정 성업무를 할당하고 있다. 특히 

19.3 GHz 역 이하는 고정 성업무의 하향 링크

로 분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분배를 

바탕으로 동 역에 고정 성업무의 하향 링크를 

분배하고 있다 
[7]. 

그림 2. 19GHz 역 주 수 분배 황
Fig. 2 Frequency allocation in 19 GHz band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상인 지상 계 업무는 

19.1–19.26 GHz 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9.1 – 19.26 GHz 역의 정지궤도 고정 성망과 

지상망간 주 수 간섭을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이 주 수 

역은 성의 경우 성에서 지구국으로 송하는 

하향 링크에만  분배되어 있으므로, 그림 1에 나타

나 있는 간섭 시나리오  실제로 동일 주 수 

역에서 간섭을 야기하는 경우는 ①과 ④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구국에서 성으로의 상향 링

크는 사용하는 주 수 역이 다르기 때문에 ②와 

③의 간섭 시나리오 즉, 성 지구국이 지상국으로 

주는 간섭과 지상국이 우주국으로 주는 간섭은 실

제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의 ①에 해당하는 성에서 지상 시스템의 무선국

으로 간섭과 ④에 해당하는 지상 시스템의 무선국

에서 성망의 지구국으로 간섭계산 방법을 살펴보

기로 한다. 

Ⅲ. 19 GHz 역의 성 지상망간 

간섭 계산 방법 

3.1 간섭 평가를 한 시스템 리미터 정의

  표 1은 간섭 평가를 한 시스템 라미터를 보

여 주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지구국 안테나 패턴은 ITU-R 

규칙에 의하면 안테나 크기 D와 장 λ의 비 값

이 100을 기 으로 큰지 작은지에 따라 두가지  패

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8]. 본 논문에서는 

지구국 안테나로서, 주로 형 지구국 안테나에 해

당하는 2.4 m 지구국 안테나와 소형 안테나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VSAT)에 해당하는 0.6 

m 안테나를 고려한다. 따라서 2.4 m 안테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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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값

사용 주 수 역 19 GHz
성 e.i.r.p 최  57 dBW/MHz
우주국과 지상망간 거리 (R) 36000 km
지구국 안테나 패턴 RR  Appendix 8
지구국 안테나 크기 (D) 2.4 m, 0.6 m

지구국 간섭 기 , I/N -10 dB
지상국 송신 력 -20 dBW/MHz
지상국 최 안테나 이득 13.2 dBi
지상국 허용 간섭 벨 -130 dBW/MHz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우에는 D/λ 값이 10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며, 0.6 

m 안테나의 경우에는 D/λ 값이 100보다 은 경우

에 해당한다. 와 같은 조건 안테나 크기 (D)와 주

수를 이용하여 참고 문헌 [8]의 안테나 패턴을 계

산하면 다음 식(1), 식(2)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D/λ >100인 경우 (D = 2.4 m)











×   °≤°
  °≤°
  °≤≤°
  °≤≤°

(1)

2) D/λ <100인 경우 (D = 0.6 m).











×    °≤°
  °≤°
  °≤≤°
  °≤≤°

(2)

그림 3. 지구국 안테나 패턴 
Fig. 3 antenna patterns of Earth station

여기서 G(θ) 는 안테나 이득이고, θ는 off-axis 

각이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두가지 안

테나 크기에 따른 이득 패턴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안테나 직경이 클수록 최  이득

은 커지고, off-axis 각에서의 안테나 이득은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3.2 성에서 지상 무선국의 간섭 계산

  ITU에서 규정한 국제법인 규칙 제 21조에 

의하면 성망의 우주국은 pfd 제한값을 반드시 

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한값은 지표면의 단  면

 당 력 값을 의미하며, 지상망으로의 간섭을 평

가할 때 가장 요하게 여겨지는 라미터들  하

나이다. 그러나, 이 값은  심각한 간섭을 피하기 

하여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제한 값일 뿐이고, 이 

제한 값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간섭이 없다는 의미

는 아니다. 즉, 이 값은 지상망을 보호하기 한 최

소의 조치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 값을 용하여도 

지상망과 간섭이 발생한다면 다른 기술 , 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 인 간섭 양에 한 계산이 

필요하다. 성망의 우주국, 즉 성에서 지상시스

템의 무선국으로 주는 간섭의 양, Is-t는 성의 송신 

e.i.r.p (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등

가 등방성 복사 력) 값에서 경로 손실, FSL을 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즉, 

      (dB).    (3)

  모든 우주국은 에서 언 한 pfd 제한 값을 

수하여야 하므로 이 규정된 pfd 제한 값을 이용하

여 아래 식 (4)의 pfd값과 e.i.r.p와의 상 계를 이

용하여 우주국의 e.i.r.p 값을 구하면 해당 주 수 

역에서의 최  성 e.i.r.p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이다 
[9].  





,                 (4)

  여기서 R은 성에서 지상까지의 거리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 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36,000 km에 해당한다.  

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FSL은 자유공간 상

의 경로 손실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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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L = 92.45 + 20log(f) + 20log(d) (dB), (5)

       

  여기서 f는 GHz 단 의 주 수 값을 의미하며, d

는 두 무선국간 km 단 의 거리이다. 

3.3 지상 무선국에서 성 지구국으로의 간섭 계산

  지상국과 지구국간 간섭 계산에 있어서는 지상국 

 지구국의 치를 알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림 4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지구국 주 에 

상 으로 많은 지상국이 치하는 경우가 일반

이어서 인 간섭 양을 구체 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

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란 

성 지구국은 정지궤도 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에서, 지상 무선국들이 모두 지구국 방향으로 최  

방사하고 있고, 지구국의 안테나 방 각을 따라 지

상국이 배치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지상 무선국에서 성 

지구국으로  수 있는 간섭의 양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하고, 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간섭의 양을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지상국과 지

구국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간섭량의 변화가 어

떻게 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4. 지상 무선국에서 성 지구국으로 주는 간섭의 제 
Fig. 4 Example of interference scenario from terrestrial 
station to Earth station

  먼  성 지구국이 지상시스템의 무선국으로부

터 받는 간섭, It-E는 다음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Pt는 지상 무선국의 송신 력 (dBW/Hz)

이다. 그리고, Gt는 지상 무선국의 송신 안테나 이

득 (dBi), Gr(θ)는 지구국 안테나 이득 (dBi)으로서, 

지구국이 우주국을 지향하고 있을 때, θ각도 상에 

치해 있는 지상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간섭 

에 한 수신 안테나 이득을 의미한다. 

   식(6)의 간섭 양의 계산에 있어서 Pt와  Gt는 

시스템에서 고정된 값이며, Gr(θ)는 지상 무선국과 

성 간의 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여

기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기 해, 지상국은 어떤 

방 각에 해서도 지구국을 향하여 송신한다고 가

정한다. 한, 지구국을 심으로 임의의 지상국이 

존재한다고 할 때 지구국의 안테나 이득은 성-지

구국-지상국으로 만들어지는 각에 따라 변하게 된

다. 그림 5에는 이러한 성, 지구국  지상 무선

국과의 치에 따른 off-axis 각 θ의 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구국

에서 성을 바라보는 앙각을 α라 하고, 지구국 주

의 지상 무선국을 방 각 β에 치시킨다고 하면, 

off-axis 각 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5. 무선국 배치 구조도
Fig. 5 Location of radio stations

θ = cos-1(cosα · cosβ)         (7)

따라서 식 (6)의 간섭량은 의 off-axis 각과 성

망 지구국과 지상 무선국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

게 될 것이다. 

Ⅳ. 간섭 평가 방법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언 한 계산 방법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라미터를 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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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주국으로부터 지상국으로의 간섭 평가

  앞 장에서 언 한 로 규칙에는 각 주 수 

역별 pfd 제한값이 앙각별로 제시되어 있다.  

규칙에 따르면 18.8 – 19.7 GHz 역에서 우리나

라에서 정지궤도 성에 한 앙각에 해당하는 pfd 

제한값의 최  값은 -105 dB (W/m
2) 이다 [5].

  pfd 제한값은 성 우주국으로부터 방사되는 

e.i.r.p 값이 36000 km의 거리를 지나 지표 단 면

에 주는 력값이므로, 의 pfd 제한 값을 이용

하면 식 (4)에 따라 최  허용 가능한  e.i.r.p 값 

e.i.r.pmax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8)

  의 e.i.r.pmax 값을 이용하여 우주국과 지상국간 

경로 손실 값을 빼면 우주국이 지상국에 미치는 간

섭량을 구할 수 있다. 우주국과 지상국간의 경로는 

자유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식 (5)에 따라 계

산할 수 있고, 이 경우 d는 정지궤도 성까지의 

거리 약 36,000 km가 되므로 FSL은 아래 식 (9)과 

같이 약 209 dB임을 알 수 있다. 

FSLd=36000km = 92.45+20log(19)+20log(36000)  (9)

           ≒ 209 dB

  따라서, 지상국으로의 간섭량은 57 dBW/MHz - 

209 dB = -152 dBW/MHz 가 되고, <표 1>에 제

시된 바에 따르면 지구국 기  간섭량이 –130 

dBW/MHz 이므로 우주국으로부터의 간섭은 허용 

가능한 간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망 하

향링크와 지상망간 주 수 공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2 지상국으로부터 지구국 간섭 평가

  지상국에서 지구국으로 주는 간섭을 평가하기 

해 우선 지상국이 지구국에서 단 거리 d = 1 km 

떨어진 거리에 치해 있는 경우 방 각에 한 간

섭량을 평가한다. 성 지구국이 성을 바라보고 

있는 앙각을 40도로 가정하면, 식 (7)을 이용하여 

방 각 β를 변수로 하는 off-axis 각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다음 off-axis 각에 따른 안테나 이득

을 사용하여 식 (6)에 간섭량 It-E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상국과 지구국 사이의 거리 d를 

1 km라고 가정하 으므로 이때의 FSL은 아래 식 

(10)과 같이 약 118 dB가 될 것이다.

FSLd=1km = 92.45+20log(19)+20log(1)     (10)

           ≒ 118 dB

  따라서 식 (6)은 표 1에 제시된 라미터를 이용

하여 아래 식 (11)과 표 될 수 있으며, 그림 6은 

안테나 사이즈에 따른 간섭량을 방 각 β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dB)   (11)

그림 6. 방 각에 따른 간섭량 
Fig. 6 Interference level with azimuth angle

  그림 6에서 직 으로 알 수 있듯이, 지구국 안

테나 포인  방향의 수평 방향인 방 각 0 도에서 

간섭량이 최 임을 알 수 있다. 한 성 지구국의 

포인 은 수평 기  앙각 40도로 성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수신 간섭량은 지구국 안테나의 off-axis 

이득에 의한 향을 받는다. 일반 으로, 안테나의 

직경이 클수록 빔폭이 좁아져서 주 빔은 커지고 사

이드로 의 off-axis 이득은 낮아진다. 따라서, 안테

나 직경이 클수록 off-axis 이득이 작아서 간섭량 

한 음을 알 수 있다.

  간섭 양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표 1

에 제시된 지구국 허용 간섭 기 인 I/N = -10 dB 

을 이용하여 허용 간섭량을 구해 보기로 한다. 계산

된 간섭량이 MHz 당 간섭량이므로 B = 1 MHz 

이고, T = 300 K 로 가정하면 시스템 잡음은 다음 

식 (12)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허용 가능

한 간섭량 Io 는 아래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No = kT (T=300K, B=1MHz)            (12)

      = -143.82 dBW/MHz

Io  = No – 10 dB = -153.82 dBW/MHz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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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림 6에 제시된 결과를 볼 때 기  거

리 1 km에서는 기  간섭량인 -153.82 dBW/MHz

보다 큰 간섭이 지상국에 의해 지구국으로 방사되

어 지구국에 해로운 간섭(harmful interference)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상망과 성 

망간의 주 수 공유를 해서는 한 간섭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  가장 실

으로 근 가능한 방법이 물리 인 이격 거리를 

두는 것이다. 즉, 간섭 허용 벨을 수 할 수 있

는 한 d 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의 식 (13)의 결과를 이용하여, 식 (6)을 

최소 이격 거리 dmin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식 (14)

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dB) (14)

  그림 7은 의 식 (14)을 이용하여 방 각에 따

른  dmin 값을 나타낸 것이다. 

(a) 방 각  dmin (직교좌표)
(a) Aazimuth angle vs. dmin (rectangular coordinates)

(b) 방 각  dmin (극좌표)
(b) Azimuth angle vs. dmin (polar coordinates)

그림 7. 방 각에 따른 최소 이격 거리
Fig. 7 Minimum separation distance with azimuth angle

  그림 7의 (a)는 방 각에 따른 dmin을 각도의 변

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림 7의 (b)는 결과를 

극좌표로 나타내어 실제 지형에서의 이격 거리를 

직 으로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방 각 0도는 지구국 안테나 포인 의 수평 

방향이며, 따라서 방 각 0도에 지상국이 있다는 것

은 지구국과 지상국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7을 보면 지구국 수신 안테나 off-axis 이득

의 향으로 방 각 -30 -‐30도 사이에서는 성 

지구국 안테나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최  간섭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이격 거리가 최 가 된다. 지

구국과 지상국이 마주보며 송신하는 경우, 즉 방

각 0도에서 그 값이 최 가 되어 지구국 안테나 크

기 D가 0.6 m일 경우 최소 이격 거리 dmin이 약 

17.8 km가 된다. 반면에, D가 2.4 m일 경우 dmin이 

약 11.4 km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은 성의 안테나 

패턴의 실제 모습은 그림 3과 같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주 빔과 많은 사이드 빔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며, 따라서 실제의 이격거리도 패턴의 향으로 

방 각에 해 다소 복잡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

을 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간섭 계산에 용

한 그림 3의 안테나 패턴은 간섭 측  시뮬 이

션을 한 패턴 마스크로서, 실제 패턴은 이 마스크 

아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로서 

보여주는 최소 이격 거리는 실제 안테나 패턴을 고

려할 때 실제 안테나 패턴을 이용한 결과보다 좀 

더 큰 이격거리 즉, 보다 안정 인 공유 조건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간섭평가를 종합해 보면, 19 GHz 역을 

사용하는 성에서 지상국으로의 간섭은 동일지역에

서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으며, 지상국에서 지구국

으로의 간섭은 그림 7에서 제시한 방 각에 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주 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 으로 인하여 향

후에도 지속 으로 새로운 주 수 역에 한 개

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 수 역에 한 

효율 인 공유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향후 성 시스템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상되는 19 GHz 역을 사용하는 정지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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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망과 지상망간의 주 수 간섭 양을 실제

인 시스템 라미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여 성 시

스템의 지구국과 지상국과의 방 각을 라미터로 

한 주 수 공유가 가능한 최소 이격거리를 제시함

으로써 실제 인 공유 조건을 분석하 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방법을 용하면 다양한 지구국 안테

나 패턴에 한 간섭 분석이 가능하여 구체 인 공

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한되어 있는 

주 수 자원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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