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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에 대한 실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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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논문I]의 후속편으로 전편에서 제시된 동등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페이드 마진을 시스템 및 전

파환경 분석과 측정 결과를 통해 제시한다. 또한 실제 운용중인 가시 링크와 비가시 링크에 대해 이론적 요구 페이드 마진과 실

제 측정한 페이드 마진을 비교하며, M/W 장치의 주파수 재배치 시 품질을 분석하는 척도로써 그 유용성을 보인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가시 링크인 무등산-망운산은 예측한 값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비가시 링크인 안동 KBS-송신소는 예측 및 측정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s a follow-up to Paper I, the required fade margin derived in Paper I to preserve the same service quality has 
been examined by analyzing system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s well as measured data. The comparison of the fade margin 
between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is also performed for the actual operating line-of-sight(LOS) and non-LOS links, and 
practical usefulness as an analysis tool is revealed by checking service quality of M/W system relevant to frequency reallocation. 
According to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for LOS link between Mt. Moodung and Mt. Mangun, 
but a fairly good agreement was reached for non-LOS link between Andong KBS and transmitter site. 

Keyword: M/W relay system, fade margin, link budget, propagation loss, antenna     

I. 서 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성 제고를 위

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주파수의 수요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전파법을 적용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주파수 분배표를 기

준으로 정부 및 군에 이용하는 공공 주파수를 제외한 상업

용 주파수에서 가장 넓은 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M/W 
중계용으로 배정된 대역이며, 일반적으로 수 백 MHz 에서

수 십 GHz 대역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2]. 

최근 정부에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관련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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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M 방송 중계용의 M/W 장치
Fig. 2. M/W system used for FM broadcasting link

그림 1. 900 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Fig. 1. Frequency reallocation of 900 MHz band

법에 근거하여 GSM 국제 로밍을 위한 3세대 이동통신의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950 MHz 대역에서 운용 중이던 FM 방송 중계용의 M/W 
장치를 1700 MHz 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공청회 및 손실보상 설명회가 추진되었다
[3-5]. 

한편 기존 950 MHz 대역에서 운용 중이던 사업자들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장치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에 소요

되는 제반 경비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단 법령

상으로는 이전 후에도 동등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

다. 이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으로 [논문I]에서는 동일한 수

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열페이드마진(TFM)을 근

거로 가용율 도출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6,7]. 

본 논문에서는 [논문I]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

이기 위해 시스템과 전파환경 특성을 고려한 링크 분석을

이론과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실제 운용

중인 최장거리 가시 링크와 단일 뾰쪽한 모서리(knife edge)
가 존재하는 비가시 링크를 선정하였으며, 이론적인 페이드

마진 요구와 실제 측정한 페이드 마진을 분석하고, 주파수

이전에 따른 동등 수준의 전송품질 확보에 대해 고찰한다.  

II. 전파환경 분석

1. 자유공간 손실

그림 1은 900 MHz 대역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

을 나타낸 것이며, 950 MHz 대역의 FM 중계 주파수가 이

동통신 용도로 변경됨을 보여 준다.
그림 2는 전형적인 FM 방송 중계용의 M/W 장치 구성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며, 송수신 경로 상에 신호의 이득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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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인자를 보여준다. 주파수 이전에 따른 페이드 마

진의 증감을 고찰하기 위해 표 1에서는 열페이드마진에 관

련된 변수들을 장치와 전파경로 상의 인자들로 분류하였다. 

항목 이득 요소 손실 요소 비고

M/W 장치 송신전력 안테나 도파관 (급전선)

전파 환경

(주파수 변경)

자유공간 손실

강우 감쇠

회절손실 (knife edge)
가스 (산소, 수증기)

비가시 링크

표 1. 장치 및 전파경로에 관련된 신호의 이득 및 손실 인자
Table 1. Gain and loss factors of signal related with system and path 
propagation 

전자파의 자유공간 손실은 Friis 공식에 의해 주파수

() 및 거리()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log  log (1)

따라서 주파수 이전에 따라 상대적 손실  

 log≃  가 된다.

2. 강우 감쇠

구형 빗방울을 가정한 단위 길이당 감쇠,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2)

여기서 는 시간당 강우강도,   및 는 주파

수, 온도, 빗방울 크기의 통계적 분포에 함수이며, 권고

ITU-R P.530-12 에 제시되어 있다. 빗방울의 모양이 구형

주파수(GHz)    

1 0.0000387 0.0000352 0.912 0.880

2 0.000154 0.000138 0.963 0.923

표 2.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된 와   값
Table 2.  Values of   and   as a function of frequency

이 아니기 때문에 표 2와 같이 단위 길이 당 강우 감쇠는

수평편파( ) 및 수직편파( )에 대해 다르다. 
한편 ITU-R 권고 P.837-2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강우

분포도에서 우리나라의 강우 모델은 K-강우 대역에 속한

다. 수직편파에 대해 식 (2)를 이용하여 강우강도 40mm/h 
(연간 초과할 확률 0.01%) 및 70 mm/h (연간 초과할 확률

0.003%)를 가정하고, 주파수 1.0 및 2.0 GHz 에 대해 계산

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 으로부터 상대적 손

실을 구해보면 주파수 이전에 따른 강우 감쇠의 손실은 최

대 0.1 dB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강우강도

(mm/h)

1 GHz 2 GHz  상대적
 감쇠(dB) 비고

감쇠 (dB) 감쇠 (dB)

42 (0.01%) 0.0143 0.0660 0.0517
80 km

70 (0.003%) 0.0240 0.1134 0.0894

표 3. 주파수 및 강우강도에 따른 감쇠
Table 3. Relative attenuation due to rain

3. 가스 손실

그림 3은 ITU-R P. 676-5에서 제시된 대기의 가스에 의

한 특정한 손실을 보여준다. 지상경로에 의한 건조한 공기

와 수증기의 감쇠를 주파수 350 GHz 까지를 나타낸 것으

로 전체 감쇠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

       (3)

여기서 는 경로 길이(km)이며,   및 는 각각 건조

한 공기 및 수증기에 의한 감쇠율(dB/km)이다. ITU-R P. 
676-5에   및 가 정확하게 수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관심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그림 3에
서 제시된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편의상 거리를 80 km 로 가정하여 근사적으로 손실을 구

해보면 표 4와 같으며, 결과적으로 주파수 이전에 따른 상

대적 손실은 근사적으로 약 0.13 dB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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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기 가스에 기인한 특정한 감쇠
Fig. 3. Specific attenuation due to atmospheric gases 

주파수

(GHz) 감쇠율(dB/km) 감쇠(dB) @80km 상대적 손실(dB)

0.95 ≃× 
0.128(=b-a)

1.7 ≃× 

표 4. 가스에 의한 상대적 감쇠
Table 4. Relative attenuation due to gas

3. 회절손실

비가시 거리의 링크 구간에 단일 뾰쪽한 모서리 장애물이

있을 경우, 회절에 기인한 전송손실 계산은 ITU-R P.530-12 
및 P.526-10 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log  (4)

 

여기서    , 는 두 경로를 직선으

로 연결하였을 때, 직선 위로부터 장애물 꼭대기까지의 상

대적인 높이이며, 만약 높이가 직선 아래에 있다면 는 음

의 값을 갖는다. 는 경로 길이(km),   및 는 장애물

꼭지로부터 경로의 양 끝까지의 길이(km)이며 는

주파수이다. 식 (4)가 만족하는 범위는  ≻ 인 경우이

다. 그림 4는 단일 뾰쪽한 모서리 장애물의 회절에 기인한

전송 손실을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 회절 손실의 상한치를 구하기 위해 식 (4)를 이용

하여 단일 뾰쪽한 모서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이는 방송사의 연주소와 송신소사이에 최근 아파트 건물이

입주하여 발생한 경우이며,    ,   로 하

였다. 그러나 실제 링크 설계에서는 제1차 프레즈넬 영역에

방해물이 없는 경로를 설정하므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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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함수로 표현된 단일 뾰쪽한 모서리 장애물의 손실
Fig. 4. A knife-edge obstacle loss as a function of 

그림 5.    ,  950 MHz 대한   변화
Fig. 5. Variation of   for    ,  95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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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1700 MHz 대한   변화
Fig. 6. Variation of   for    ,  1700 MHz

림 5 및 6에서는 각 대역에서 높이 20 m(  )에 대해

  및   의 변수에 따라 의 함수로 나타내었으며, 는

변수   과   에 대해 가역적이다. 1700 MHz 대역에서

최대 1.8 dB 의 손실이더 발생하며, 전체 전송 거리  가
커지면 회절 손실은점점줄어들어 상대적인 손실도 더작

아진다. 그러나 가 20 m 이상이면 상대적 손실은 점점

커지지만, 여기서는 상한 값을 20 m로 하였다.  
이상에서 현재 운용중인 950 MHz 주파수대역을 1.7 

GHz 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파환경에 대한 이득 변화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주파수 상향 이전으로 인해 자유공간, 

항목 상대적 변화 (dB) 비고

자유공간 손실 -5.05

강우 감쇠 -0.09 거리 80 km

가스 손실 -0.13 거리 80 km

회절 손실 -1.8 단일 knife edge (   )

합계
가시 링크 -5.27 회절손실 제외

비가시 링크 -7.07 회절손실 포함

표 5.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이득
Table 5. Relative gain due to change of propagation environment

강우, 가스흡수, 회절에 의한 손실이 더 발생함을 알 수

있다.

III. M/W 중계 장치의 특성 분석

1. 송신 전력 및 도파관

방송용 M/W 중계 장치에서는 신호를 양방향으로 송신

하지 않기 때문 일반적으로 자동송신출력조절기의 기능

이 없다. 따라서 송신 출력을 수신 신호 레벨을 미리 감안

하여 충분한 페이드 마진을 갖는 적정한 수준으로 고정시

킨다.  
도파관은 송신기 및 수신기를 안테나에 연결하는 전송선

을말하며, 주파수에 따라 전송선 손실에 차이가 있다. 도파

관 손실은 길이에 비례하고 전송선의 굵기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으며, 표 6 에서는 Andrew 사에서 제공하는케이

블 손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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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ndrew사의 LDF 케이블 사양
Table 6. LDF cable specification of Andrew Com.

모델명 크기(직경)
전송선 손실(dB, 100 m당)

960 ㎒ 1.7 ㎓

LDF4-50A 1/2" 7.12 9.74

LDF5-50A 7/8" 4.02 5.56

LDF6-50A 1+1/4" 2.87 4.02

LDF7-50A 1+5/8" 2.38 3.35

2. 안테나 이득

일반적으로 접시형의 안테나 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7,9]. 

   log


 (5)

여기서 는 안테나 어퍼처(aperture)의 유효면적으로

   이며, 는 안테나 효율인자, 는 안테나

의 물리적 면적, 는 해당 주파수의 파장이다. 
동일한 안테나 크기를 적용할 경우, 주파수 이전에 대한

안테나 이득의 변화는 식 (5)로부터 ≃  dB

이 된다. 따라서 링크 측면에서는 송신 및 수신 안테나를

각각 적용하므로 동일한 안테나인 경우, 전체 이득은 약

10.1 dB 가 된다.
이상에서 현재 운용중인 950 MHz 대역을 1.7 GHz 대

역으로 이전할 경우, 장치 특성에 의한 이득 변화를 표

7에 나타내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9.1 dB 의 이득 증가가

있다.

항목 상대적 증감 (dB) 비고

송신 출력 0 동일 출력 가정

도파관 손실 -1.0 LDF7-50A

안테나 이득 +10.1 송/수신 안테나

합계 +9.1

표 7. 장치 특성 변화에 따른 상대적 이득
Table 7. Relative gain due to change of system characteristics

IV. 링크 시험 및 결과

1. 이득 변화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이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치

및 전파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표 8에
제시하였다. 장치 관련 변수에서는 1700 MHz 에서 약 9.1 
dB 이득이 있으며, 전파환경 분석에서는 가시 및 비가시

링크인 경우 각각 -5.27 및 -7.07 dB 손실이 더 발생한다. 
따라서 장치 및 전파 환경을 고려한 전체 이득은 각각 약

3.83 및 2.03 dB 더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항 목 상대적 증감 (dB) 비고

장치 특성 +9.1 동일 출력 가정

전파 환경 -5.27/-7.07
가시/비가시 링크

합 계 +3.83/+2.03

표 8. 전파환경 및 시스템 변화에 대한 상대적 이득
Table 8. Relative gain due to change of system and propagation 
environment

표 8로부터 1700 MHz 대역으로 주파수 이전시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문 I]에서 도출한 페

이드 마진 확보와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가시 링크는 요구

되는 페이드 마진 2.53 dB 을 만족하기 때문에 주파수 이

전에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실제는 거의 없는 경우이지만, 단일 뾰쪽한 모

서리가 있는 경우의 비가시 링크에서는 요구되는 페이드

마진에 0.5 dB 가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이

득 인자, 즉 안테나 크기 또는 송신기 출력 증가를 통해

부족한 페이드 마진을 보상하면 동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항 목 이득(a) (dB) 요구 페이드 마진(b) (dB) (a)-(b) (dB)

가시 링크 3.83 2.53 +1.30 

비가시 링크 2.03 2.53 -0.5

표 9. 동등 수준의 서비스 확보를 위한 페이드 마진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fade margin needed to get an equivalent level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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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동 KBS-송신소 경로의 프로파일
Fig. 8. Path profile between Andong KBS and Transmitter site

그림 7. 무등산-망운산 경로의 프로파일(광주(KBS)) 
Fig. 7. Path profile between Mt. Moodung and Mt. Mangun

2. 측정 및 분석

2.1 측정 구성
시험에 선정된 구간은 전형적인 가시 및 비가시 링크를

선정하였다. 전자는 82.4 km 장거리 구간의 무등산-망운산

국소이며, 후자는 단일 뾰쪽한 모서리가 존재하는 3.3 km
의 안동 KBS-송신소 국소를 선정하였다. 그림 7 및 8은 관

련 링크의 프로파일을 보여주며, 적색 점선은 송수신을 연

결한 선, 청색 점선은 1차 프레즈넬 영역의 경계선, 그리고

녹색 선은 두 지점간의 고도 윤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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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무등산-망운산 링크의 측정 장치
Fig. 9. Test configuration of Mt. Mudung - Mt. Mangun link

그림 10. 안동 KBS - 송신소 링크의 측정 장치
Fig. 10. Test configuration of Andong KBS - transmitter link

표 10은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의 제원이며, 각 국소에 대

품 명 모델명 주요 규격 제조사

신호발생기 SMQ-06B 주파수: 300kHz ~ 6.4 GHz

Rohde
&

Schw
arz

송신 안테나 HF906 주파수: 1 ~ 18 GHz
이득: 7 ~ 14 dBi

수신 안테나 HL-040 주파수: 1 ~ 18GHz
이득: 7 ~ 14 dBi

전계강도측정기 ESVN-40 주파수: 9 kHz ~ 2.05 GHz

신호증폭기1
(900 MHz 대) 5124 주파수: 20 ~ 1000 MHz

출력: 20 W OPHI
R RF신호증폭기2

(1.7 GHz 대) 5055 주파수: 1 ~ 3 GHz
출력: 25 W

표 10. 신호 측정에 적용된 장치의 제원
Table 10. Specification of instrument used for measuring signal

해 현장 시험 구성을 그림 9 및 10에 제시하였다. 시험에서

는 실제 안테나 및 증폭기를 동일하게 선정하는 데는 한계

가 있으므로 가능한 실제 전기적 특성과 동일하도록 하였

다.

2.2 측정 결과
먼저 2008년 10월 15일에 측정된 그림 9의 무등산-망운

산 링크 대해 살펴보자. 그림 11의 왼편은 현재 운용중인

KBS의 주파수 945.75MHz 신호에 대한 수신 스펙트럼 및

전계강도를 보여 주며, 오른편은 운용중인 주파수에 가급

적 근접한 시험 주파수 943.75 MHz의 수신 스펙트럼 및

전계강도이다. 그림 12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전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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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940 MHz 대역의 수신된 신호
Fig. 11. Received signal in 940 MHz band

그림 12. 1700 MHz 대역의 수신된 신호
Fig. 12. Received signal in 1700 MHz band

변화를살펴보기 위해왼편은 시험 주파수 943.75 MHz, 오
른편은 이전할 주파수 1707 MHz 대역의 수신 전계강도와

스펙트럼을 각각 보여준다.
다음은 2008년 10월 16일에 측정된 그림 10의 안동

KBS(연주소)-송신소 링크 대해 살펴보자. 그림 13은 현재

운용중인 KBS의 주파수 949.25MHz 신호에 대한 수신 스

펙트럼을 보여 주며, 그림 14는 운용중인 주파수에 가급적

근접한 시험 주파수 943.75 MHz의 수신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그림 15는 주파수 재배치 후의 측정된 수신 스펙트럼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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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949.25 MHz 의 KBS 송출 신호로부터 수신된 스펙트럼
Fig. 13. Spectrum received from KBS transmitting signal of 949.25 MHz
 

그림 14. 943.75 MHz 의 시험 송출 신호로부터 수신된 스펙트럼
Fig. 14. Spectrum received from test transmitting signal of 943.75 MHz
 

그림 15. 1707 MHz 의 시험 송출 신호로부터 수신된 스펙트럼
Fig. 15. Spectrum received from test transmitting signal of 1707 MHz

2.3 결과 분석 및 검토
표 11 및 12는 측정된 구간의 링크 분석을 정리한 것이

다. 900 MHz 대역 열의 왼쪽은 실제 운용 시스템의 규격, 
그리고오른쪽은 시험에 적용된 표 10의규격을 적용해 산

출한 것이다. 송신단의 전송선 손실의 차이는 실제 송신 출

항목 900 MHz 대역 1.7 GHz 대역

송신 전력 (dBm) 38.45 38.1 35.65

송신단 전송선 손실 (dB) 4.21 1.00 1.40

송신 안테나 이득(dBi) 24.60 6.00 9.10

중심 주파수(MHz) 945.75 943.75 1707.00

경로 길이 (km) 82.49 82.49 82.49

경로 손실 (dB) 130.24 130.23 135.37

수신 안테나 이득 (dBi) 5.01 5.09 5.80

수신단 전송선 손실 (dB) 0.70 0.70 0.97

예측 수신 레벨a 
dBm -65.09 -83.13 -87.69

 41.91 23.87 19.31

관측 수신 레벨b
dBm -76.9 -89.8 -92.6

 30.10 17.20 14.40

수신레벨 오차(a-b) dB +11.81 +6.67 +4.91

표 11. 무등산-망운산 링크의 예측 및 측정 신호
Table 11. Expected and measured signals of Mt. Moodung - Mt. 
Mangun link

항목 900 MHz 대 1.7 GHz 대

송신전력 (dBm) 38.5 38.1 35.7

송신단 전송선 손실 (dB) 4.2 1.0 1.4

송신 안테나 이득(dBi) 18.5 6.0 9.0

중심 주파수(MHz) 949.25 943.75 1707.0

경로 길이 (km) 3.3 3.8 3.8

자유공간 손실 (dB) 102.3 103.5 108.6

대기가스 흡수 손실 (dB) 0.02 0.02 0.02

장애물 회절 손실 (dB) 25.9 27.3 31.0

수신 안테나 이득 (dBi) 5.0 5.1 5.8

수신단 전송선 손실 (dB) 0.7 0.7 1.0

예측 수신 레벨a 
dBm -71.2 -83.3 -91.5

 35.8 23.7 15.5

관측 수신 레벨b
dBm -73.3 -81.2 -93.8

 33.7 25.8 13.2

수신레벨 오차(a-b) dB +2.1 -2.1 +2.3

표 12. 안동 KBS-송신소 링크의 예측 및 측정 신호
Table 12. Expected and measured signals of Andong KBS - 
Transmitter sit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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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 안테나까지의 전송선 길이와 특성에 기인한다. 
관측과 예측의 수신 레벨오차는 시간에 따라채널의 동

적 특성과 시스템 및 측정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판단된

다. 특히 시스템 특성에서 송신 및 수신 안테나의 지향 오

차, 송신단의 비선형 소자 특성으로 인한 상호변조왜곡, 그
리고 커플링 손실, 수신단 안테나 이득 및 전송선 손실의

추정 오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등산-망운산의 측정 결과는 링크 분석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배치에 따른 수신 레벨은 손실 증가

분에 비례하여 감소(3 dB)하며, 수신 신호의 감소는 예측

되는 이론적인 감소 값 (5 dB) 범위내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주파수 증가에 따른 안테나 이득 증가를 수신 레벨에

합산할 경우, 상위 주파수 채널의 수신 성능은 더 개선될

것이다. 
한편 안동 KBS(연주소)-송신소의 측정 결과는 링크 분석

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GHz 대역의 측

정 결과가 예측 값 보다 1.0 dB 정도 낮게 관측되었으나, 
송신단의 비선형 특성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

을 것으로판단된다. 주파수에 따른 안테나 이득 증가 특성

을 고려하면 재배치에 따른 성능저하는 발생하지않을 것

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논문I]에서 제시된 동등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페이드 마진을 시스템 및 전파환경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실제 운

용 중인 링크 구간을 설정하여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 예측

결과와 측정된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수치 계산과 측

정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치 계산에 의하면 안테나의 크기 및 송신 출력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때, 시스템 및 전파환경에 대한 분석

으로부터 [논문I]에서 도출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페이드 마진 값인 2.6 dB 를 가시 및 비가시

링크에서 공히 만족하여 동등 수준의 품질 확보가 예측됨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하면 무등산-망운산 가시 링크

는 예측한 값과 차이가 있었으나, 수신 신호의 감소는 예측

되는 이론적인 감소 값 (5 dB) 범위내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가시 링크인 안동 연주소-송신소는 예측 및 측정 결과가

±2.3 dB 이내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주파수에 따른 안테나 이득 증가 특성을 고

려하면 재배치에 따른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신 레벨 오차의 주요인은 시간에 따른채널의

동적 특성과 시스템 및 측정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

진다. 
이상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템 및 전파환경 특성

의 이론적 분석과 링크의 예측 및 측정 결과의 체계적 분석

은 [논문I]에서 제시된 기술적 분석 방법론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주파수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모델로서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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