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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1 GHz 역 다 빔 이동 성통신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간 간섭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두 시스템간 주 수 공유

를 한 간섭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최소결합손실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성통신 시스템으로의 간섭 

 이동 성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의 간섭 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 결과로부터 두 시스템간의 동일 주 수 

공유를 한 이격 거리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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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ed interference scenarios and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co-frequency radio interference 
between a multi-beam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and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in 2.1 GHz band. Radio 
interferences between these systems are calculated using a minimum coupling loss method and an assesment for minimum 
separation distances was conducted for coexistence of a mobile satellite system and a mobile system in the same geographi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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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씨로 표되는 개인 휴 통신 시스

템의 지속 인 이용 증가와 클라우드 컴퓨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모바일 트래픽이 격히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동통신 업무용 역 

주 수에 한 소요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600 MHz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 수를 단계

으로 확보를 목표하는 ‘모바일 개토 랜’을 2012년 1월에 

의결하 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시장수요  국

제 표 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170 MHz 역폭을 확보하기 

해 700 MHz와 1.8 GHz  2.1 GHz 역 등을 검토할 계

획이다[1]. 이  2.1 ㎓ 역(상향 1,980-2,010 MHz, 하향 

2,170-2,200 MHz)은 성IMT용으로 국제 분배된 역[2]으

로써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성IMT사업자를 선정, 상용

화하 으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등에서 련 표

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주 수 역은 지상IMT용으로

도 분배되어 있어 이동업무로의 활용도 가능하여[2] 우리나

라와 같이 인 역(상향 1920-1980 MHz, 하향 2110-2170 

MHz)에서 이미 지상IMT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동업무로의 활용에 한 심도 높다. 이와 같이 2.1 GHz 

역 내에서 이동 성통신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의 공

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두 시스템간 간섭 분석  주

수 공유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동 성통신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간 주 수 간섭 

평가를 해 S- 역 IMT-Advanced 기반의 성 시스템과 

이동 시스템을 가정하고, 최소결합손실(Minimum coupling 

loss, MCL) 방법을 이용하여 간섭 분석을 수행한다.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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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간 동일 채  간섭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동 성 

시스템과 이동 시스템 간 주 수 공유를 한 이격거리를 도

출한다.

Ⅱ. 간섭 평가 방법 

두 무선통신 시스템간의 간섭 평가에는 최소결합손실과 

몬테카를로의 두 가지 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최소결합

손실 방법은 주 수 공유의 기  평가 는 고정 링크와 육

상 기지국의 경우와 같이 체 으로 정 인 간섭 시나리오

에 합하며, 일부 시나리오에서 비 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반면 ECO(European Communications Office)의 

SEAMCAT(Spectrum Engineering Advanced Monte Carlo 

Analysis Tool) 로그램으로 표되는 몬테카를로 방법은 

보다 더 실 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고 모든 입력 라미터들의 확률분포가 잘 알

려진 경우에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단 이 있다. 일반

으로 시스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이종 서비스 는 이종 

시스템간의 간섭 평가  보호를 한 이격거리 계산에는 최

소결합손실 방법을 사용한다.

1. 최소결합손실 방법

최소결합손실 방법은 송신기와 수신기 라미터가 주어

진 경우 이 시스템의 보호기 을 만족하는 최소 손실(이

로부터 최소 이격거리 계산) 는 최소 인 역 분리(이로

부터 최소 보호 역 계산)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피간섭원의 

수신기 입력에서의 간섭 벨은 간섭원의 출력 벨, 안테나 

이득  송손실의 함수로써 식 (1)로 주어진다.

             

(1)

여기서, 

  : 간섭원 송신 력 [dBm]

  : 간섭원 안테나의 수신기 방향 이득 [dBi]

  : 피간섭원 안테나의 간섭원 방향 이득 [dBi]

  : 간섭원 송신기 삽입 손실 [dB]

  : 피간섭원 수신기 삽입 손실 [dB]

  : 이격거리   (km)에 의한 기본 송손실 [dB]

이다. 수신기의 선택도 곡선에 의한 발생되는 간섭원의 불요

발사를 기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frequency 

dependent rejection)은 간섭신호의 력 스펙트럼 도와 

수신기의 주 수 응답 특성의 함수로 주어진다.

피간섭원의 보호를 한 간섭신호 세기의 임계치를   

dBm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간섭원의 보호를 해 요구되는 

간섭원 송신기와 피간섭 수신기 사이의 최소결합손실은

            (2)

로 표 된다[3]. 이로부터 피간섭원의 보호를 한 최소 이격

거리 은

       (3)

의 계식을 만족하는 경로손실 에 해당하는 거리가 된

다. 여기서, 은 간섭원과 피간섭원간 안테나 편  불일

치에 의한 손실을 의미한다.

3GPP 호완 시스템의 경우 은 인 채 간섭비

(adjacent channel interference ratio, ACIR)로 규정되어 있

으며, 인 채 간섭비는 인 채  설비(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ACLR)와 인 채  선택도(adjacent channel 

selectivity, ACS)의 함수로 표 된다[3]. 그러나 인 채 간

섭비는 기  반송  주 수 간격이 5, 10 는 15 MHz인 경

우에 한 값만 주어지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송신 스펙트

럼 마스크  수신기 필터 특성으로부터 직  계산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성 시스템과 이동 시스템을 역폭

이 동일한 OFDM 기반의 IMT-Advanced 시스템을 가정하

므로    인 채 간섭비는 0 dB가 된다.

2. 시스템 제원

다 빔 이동 성 시스템은 주로 L- 역과 S- 역에서 운

용되고 있는 Iridium, Globalstar와 같은 비정지궤도 성 기

반 시스템과 Inmarsat, Thuraya, ACeS, Solaris Mobile, ICO 

G1(  PENDRILL), Skyterra(  LightSquared), TerreStar, 

STICS 등 정지궤도 성 기반 시스템이 있다. 이  

TerreStar, ICO G1, Solaris Mobile과 STICS 시스템이 2.1 

GHz 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성빔내 지상 가입자들에

게 이동 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정지궤도 성을 이용

하여 지상의 셀룰라 시스템과 유사하게 다  스팟빔을 구성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섭 분석시 IMT-Advanced 성 시스템 

표 으로 ITU에서 검토되고 있는 OFDM-FDD 시스템 규격

[4], [5]을 이동 성 시스템의 제원을 사용한다. 성 시스템

은 동경 116˚, 고도 35,784 km 상공에 치한 정지궤도 성

을 가정하 으며, 간섭 분석에 사용된 이동 성 시스템의 우

주국과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은 표 1과 같다. 성 안테나의 

빔폭은 0.15˚ (빔 반경 94 km)로 가정하 으며, 안테나 패턴

은 그림 1 (a)와 같이 ITU-R 권고서 S.672-4 모델[6]을 용

하 다. 이동 시스템은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IMT-Advanced 지상 시스템  도심-매크로셀 규격 [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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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 으며, 기지국의 안테나 패턴은 그림 1 (b)와 같다.

성국 지구국

송신출력 13.0 dBW -6.0 dBW

안테나 이득 49.7 dBi 0.0 dBi

안테나 패턴
S.672-4

(  = 30 dB)
Omni.

고도 37,784 km 1.5 m

잡음온도 450 K 290 K

채  역폭 5 MHz 5 MHz

보호기  (I/N) -12.2 dB -12.2 dB

표 1. 이동위성 시스템 파라미터

기지국 이동국

송신출력 -1.46 dBW -6.0 dBW

안테나 이득 17.0 dBi 0.0 dBi

안테나 패턴 M.2135 Omni.

고도 25 m 1.5 m

잡음지수 5.0 dB 7.0 dB

채  역폭 5 MHz 5 MHz

보호기  (I/N) -6.0 dB -6.0 dB

표 2. 이동시스템 파라미터

(a) 우주국                   (b) 기지국

그림 1. 안테나 패턴 

 

3. 경로 손실 모델

이종 시스템간 간섭 평가와 공유를 한 이격거리 도출에 

있어서 한  모델의 선택 한 매우 요하다. 통상 

성 경로와 지상 경로에 해 서로 다른  모델들을 

용하며, 본 논문에서는 성 경로에 해서는 자유공간 손실

[8]과 ITU-R 권고서 P.676에 정의되어 있는 가스흡수 손실

[9]을 용하 다. 지상 경로의 경우에는 환경과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나, 본 논문에

서는 지상 시스템의  경로손실 측 모델인 ITU-R 

권고서 P.452-14 모델을 용하 다[10].

Ⅲ. 이동위성 시스템과 이동 시스템간 
간섭 분석

1. 이동위성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시스템으로의 간섭

그림 2와 같이 우주국을 간섭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동시

스템으로의 간섭은 피간섭원이 이동국인 경우(A1)와 기지국

인 경우(A2)의 두 가지 간섭 경로가 존재한다. 그림 3은 표 

1과 표 2의 제원으로부터 식 (1)의 최소결합손실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성빔 심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 수신기 입력에서의 간섭신호 잡음비(I/N) 특

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성 안테나의 주빔  제1부엽 특성

이 주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주국으로부터 이동업무로의 간섭 시나리오

그림 3. 우주국으로부터 이동시스템으로의 간섭 특성

지구국으로부터 이동시스템으로의 간섭은 그림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피간섭원이 기지국인 경우(B1)와 이동국인 경

우(B2)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지상 경로에 한  모

델로 사용된 ITU-R 권고서 P.452 모델은 육상 경로와 해상 

로에 해 다른  손실 특성을 나타내며, 간섭 분석 시 시

간율은 1 %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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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구국으로부터 이동업무로의 간섭 시나리오

그림 5와 그림 6은 지구국으로부터 기지국과 이동국으로

의 간섭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간섭원이 이동국인 

경우 보다 기지국인 경우 더 먼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경로의 경우가 육상경로의 경우 보다 더 높

은 간섭 신호가 수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지구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간섭 특성

그림 6. 지구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간섭 특성

2. 이동 시스템으로부터 이동위성 시스템으로의 간섭

이동시스템으로부터 우주국으로의 간섭은 그림 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간섭원이 기지국인 경우(C1)와 이동국인 경우

(D1)가 존재한다. 그림 8은 이동 시스템의 간섭원이 하나인 

경우에 한 우주국으로의 간섭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기지

국과 이동국에 의한 간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무로부터 우주국으로의 간섭은 그 특성상 다  간섭원에 

한 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임의의 이격거리에서 허용가능

한 최  간섭원의 수는 그림 9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림 7. 이동업무로부터 우주국으로의 간섭 시나리오

그림 8. 이동업무로부터 우주국으로의 간섭 특성

그림 9. 이격거리에 따른 최대 허용간섭원수

마찬가지로 이동시스템으로부터 지구국으로의 간섭은 그

림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간섭원이 기지국인 경우(C2)

와 이동국인 경우(D2)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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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동업무로부터 지구국으로의 간섭 시나리오

육상경로와 해상경로에 한 기지국으로부터 지구국으로

의 간섭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간섭원이 이동국인 

경우에 한 분석 결과는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지구국으

로부터 성업무로의 간섭과 동일하게 육상경로 보다 해상

경로를 통한  간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기지국으로부터 지구국으로의 간섭 특성

그림 12. 이동국으로부터 지구국으로의 간섭 특성

3. 간섭 평가 결과 분석

최소결합손실 방법과 시스템 제원을 이용하여 분석된 2.1 

GHz 역 이동 성업무와 이동업무의 주 수 공유를 한 

이격거리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간섭 경로 이격 거리 비 고

MSS -> BS 242 km

MSS -> MS 248 km

MES -> BS 162/203 km 육상/해상 경로

MES -> MS 134/138 km 육상/해상 경로

BS -> MSS 212/277/900 km 1/10/100 interferer

MS -> MSS 200/268/770 km 1/10/100 interferer

BS -> MES 284/342 km 육상/해상 경로

MS -> MES 248/371 km 육상/해상 경로

표 3. 간섭 경로별 소요 이격거리

기지국, 이동국으로부터 우주국으로의 간섭은 성 경로

의 가시거리 특성상 지상의 다  간섭원을 고려할 경우 간섭

원의 수에 비례하여  간섭량이 증가하며, 성 링크를 

통한 간섭은 성 안테나의 주빔  제1부엽 특성이 주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구국과 기지국  이동국 간

의 지상 링크를 통한 간섭은 해상 경로가 지상 경로보다 더 

높은 간섭 신호 특성을 보 으며, 경로와 송수신 고도에 

따라 간섭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간섭원을 가

정할 경우 이동 시스템(기지국과 이동국)으로부터 이동 성 

시스템의 지구국으로의 간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  간섭원을 용할 경우에는 이동 시스템으로부터 우

주국으로의 간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1 GHz 역 이동 성통신 시스템과 이동

통신 시스템간의 주 수 간섭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동일 주

수에 한 간섭 평가를 수행하 다. 최소결합손실 방법을 

이용한 이동 성 업무와 이동 업무의 동일 주 수 공유를 

한 이격 거리의 계산 결과, 이동 시스템에 의한 간섭이 이동

성 시스템에 의한 간섭보다 크고, 특히 이동 시스템의 다

 간섭원에 의한 우주국으로의  간섭이 가장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시스템간의 주 수 공유  양립 

연구를 해서는 다수의 이동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우

주국으로의  간섭이 가장 요한 항목이며, 보다 정확하

고 실 인 평가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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