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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구-우주 통신 링크의  측 모델을 사용하여 통신 경로의 총 손실을 계

산하고 분석하 다. 총 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각 라미터(강우, 신틸 이션, 기 가스, 구름에 의한 감쇠)에 

한 ITU-R의 표  정의  용 범 를 분석하 다. 각 라미터별 표  모델과 ITU-R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

이터를 사용하여 총 손실을 계산하 고, 그 결과를 검증 사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국내에서 측정된 

장기간의 지역 강우 감쇠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강우 손실을 계산하고, ITU-R 권고서의 강우율 지도를 사용

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강우 손실 계산에서는 천리안 성의 L- 역과 Ka- 역에 한 신호 측정 데이터

를 사용하 다. 0.01%-0.1%의 범 에서 ITU-R의 모델에 의한 감쇠보다 지역 측정 데이터를 사용 했을 때 더 

큰 감쇠 기울기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propagation prediction model of the earth-space communication link us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was used 

to calculate and analyze the total losses on the communication path. The standard definition and scope of ITU-R Rec. 

were analyzed for each parameter(rain, scintillation, atmospheric gas, clouds) used to calculate the total loss. The total 

losses were calculated using the standard model for each parameter and the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ITU-R,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validation examples data. The rain losses were calculated using long-term local rainfall 

attenuation statistics data measured in the region, and compared with the calculation results using a rainfall map in the 

ITU-R Recommendation. The data of Cheollian satellites for the L-Band and Ka-Band were used to calculate the 

rainfall attenuation. In the range of 0.01% to 0.1%, it was found to have a greater attenuation slope when using local 

data than attenuation by the model of 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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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의 수요 증가와 주 수 회

수  재배치의 한계에 응하기 해 선진국을 심

으로 한정된 주 수 자원의 효율  이용을 도모하기 

한 주 수 공동사용 기반의 무선국 리 체계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5G, IoT 등 

4차 산업 명 시 로의 환에 따른 신규 융복합 서

비스의 확 , 주 수 회수  재배치의 한계, 주 수

의 할당에 있어서의 천문학  비용 증가에 한 처

방안으로 오래 부터 주 수 공동사용에 한 정책 

 기술도입을 차 으로 확 하고 있다[1]. 이와 함

께 부족한  자원의  간섭을 완화시키고 효율

인 간섭분석   특성 악을 한 

 모델의 필요성 한 증가되고 있다.

성 통신 시스템 설계에서 Ku 역 이상의 주

수 역에서는 가스, 강우, 구름, 실틸 이션 등에 의

한  장애가 통신 링크에 가장 요한 향을 미

치고 있다[2]. 이러한 장애는  신호 서비스의 품

질과 근성에 향을 미친다. 강우 감쇠의 향이 다

른 장애의 요인들 보다 심각하게 통신 품질에 향을 

주고 있지만, 지구- 성 통신 링크 설계에서는 다른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3]. 재 사용되고 있는 

지구- 성 통신 링크에 한 국제 표 의 손실 모델

은 권고서 ITU-R P.618-13에서 제시하고 있다[4]. 그

러나 권고서에서 사용하는 통계 데이터들은 각 지역

의 최근 기후 변화에 한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미터에 따라서 2013년 

는 2015년 버 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그

에서 월별 평균 총 강우율 지도의 경우에는 1951년

-2000년까지의 50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장

기간에 걸쳐 측정된 강우율을 사용하여 지구- 성 통

신 링크의 강우 감쇠를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ITU-R의 측 모델과 비교하 다. ITU-R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권고서 ITU-R P.618-13의 

 모델에 사용되는 각 라미터에 한 손실 값들

을 계산하고 분석하 다. 가스, 강우, 구름, 신틸 이

션 등에 한 표  모델을 보여주는 각 권고서의 통

계 데이터  계산 과정을 사용하 으며, 검증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손실을 분석하 다. 지구-우주 

통신 링크의 강우 감쇠를 계산하기 하여 천리안 

성의 신호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 다. Ka 역과 L 

역을 상으로 지구-우주  링크의 강우 감쇠를 

계산하 고, 강우 과율에 한 감쇠율의 변화를 비

교하고 분석하 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ITU 권고서

에서 제시하는 지구-우주  링크의 경로 손실 

측 모델을 분석하고 정리하 고, 제3장에서는 ITU에

서 제시하는 검증 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라미

터별 손실 향을 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지역별 장

기간 강우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강우 손실을 계산

한 결과와 ITU의  모델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하 고, 결론에서는 향후 과제를 논의하 다.

Ⅱ.  측 모델

권고서 ITU-R P.618-13에서는 지구-우주 통신 시

스템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측 방법에 

한 표 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라미터를 

측하고 있다. 자유공간 손실 비 지구-우주 통신 경

로에 한  손실은 기 가스에 의한 감쇠, 비와 

기타 강수량  구름에 의한 감쇠, 신틸 이션과 다

경로에 의한 감쇠 등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한 손실의 

합으로 정의 된다. , ,  , 가 각각 가스, 강

우, 구름, 신틸 이션에 의한 손실을 의미할 때, 주어

진 확률에 한 총 손실 은 식(1)과 같이 계산한

다[4].

     (1)
여기에서

   for   

   for   

이고, p는 50%-0.001% 범 에서 과되는 감쇠 확률

이다. 총 감쇠는 비, 가스, 구름  신틸 이션의 복합 

향을 나타내며, 의 입력 라미터  하나 이상이 

필요하다.

특정 치에서 지구- 성 링크의 경사 경로에 

한 강우 감쇠의 장기 통계량 계산은 아래 표1.의 단계



로컬 데이터를 이용한 지구-우주 통신 링크의  측 모델 분석

485

별 차에 따른다. 표1.은 ITU 권고서 ITU-R 

P.618-13의 강우 감쇠 계산 과정을 요약한 것이고, 이 

계산 과정에서는 아래의 라미터들이 필요하다.

: 평년의 0.01%에 한 지역의 한 지  강우

율 (mm/h)

: 지국국의 해발 높이 (km)

  : 앙각 (degree)

φ  : 지구국의 도 (degree)

f  : 주 수 (GHz)

: 지구의 실효 반지름 (8500 km)

표 1. 특정 치에서 경사경로 강우 감쇠의 장기 
통계량 추정 차

Table 1. Procedure for estimates of the long-term 
statistics of the slant-path rain attenuation at a given 

location

step Procedure

1 Determine the rain height, 

2 Compute the slant-path length, 
3 Calculate the horizontal projection, 
4 Obtain the rainfall rate, 
5 Obtain the specific attenuation, 

6 Calculate the horizontal reduction factor, 

7 Calculate the vertical adjustment factor, 

8 Calculate the effective path length, 

9
Obtain the predicted attenuation exceeded for 0.01% of 

an average year, 

10
Determine the estimated attenuation to be exceeded for 

other percentages of an average year, 

단계 1의 강우 높이 의 계산은 그림1에서 주어

지는 평균 해수면 의 연평균 0°C 등온선 높이 을 

사용해서 식(2)로 계산할 수 있다[6].

                     (2)

그림1과 같이 디지털 맵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의 값은 R-REC-P.839-4-201309-I!!ZIP-E 일에

서 주어지는데, 도(-90～+90)와 경도(-180～+180)를 

1.5° 간격으로 나 어 141×281의 셀로 구분하고 각 

셀의 값을 행렬로 장하여 계산에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평균 해수면 의 평균 연간 0°C 등온선 
높이의 디지털 지도

Fig. 1 The digital map of the mean annual 0°C 
isotherm height above mean sea level[6]

단계 2와 단계 3에서는 앙각 에 따라 경사-경로

의 길이 와 수평 투  거리 가 식(3)과 식(4)로 

계산된다[4].

sin
 

  ≥ o



sin
  



sin
 

   o

   (3)

 cos         (4)

단계 4에서는 평년의 0.01%를 과하는 강우율 값

을 결정하게 되는데, 권고서 ITU-R P.837의 Zip 일

의 P.837_R001_Maps 폴더에 있는 데이터 일 

R001.TXT에서 강우량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5]. 이 

디지털 지도에서는 도(-90～+90)와 경도(-180～

+180)를 0.125° 간격으로 나 어 1441×2881의 셀로 구

분하고 각 셀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 5에서는 주 수 의존성 계수들을 사용하여 특

정 감쇠   값을 아래의 식으로 결정한다. 아래 식의 

f는 GHz 단 의 주 수 이고, , , , ,   등은 

편 에 따라 와 를 결정하는 상수들로서 권고서 

ITU-R P.838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7].

  
                  (5)



JKIECS, vol. 14, no. 03, 483-488, 2019

486

log 










log 



log   (6)

 










log 



log       (7)

권고서 ITU-R P.618-13에 정리된 단계 6에서 단

계 10까지의 계산식과 계식을 통하여, 0.001%-5% 

범  내에서 평년 강우율의 과 비율에 한 감쇠 

값을 식(8)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식(8)의 계산에

서는 도가 o에서 그리고 앙각은 o에서 변곡
을 갖는다.

 
 

ln ln  sin

(8)

Ⅲ. 동시 발생 다  감쇠 원에 의한 총 
감쇠의 검증 데이터

지구- 성 링크의 총 손실을 계산하는 의 식(1)

에서 사용되는 각 항에 한 표  모델은 권고서 

ITU-R P.618-13, P.531-13, P.676-11에서 각각 강우

와 신틸 이션에 의한 감쇠, 기 가스에 의한 감쇠, 

그리고 구름에 의한 감쇠 모델을 보여 다[8, 9, 10]. 

한 식(1)의 총 손실 계산과 련하여 검증 를 제

시하고 있다. 표2는 ITU-R에서 제공하는 특정 지역

에 한 총 손실 계산의 입력 데이터의 한 가지 사례 

이다[11].

표 2. 총 감쇠 CDF 사례에 한 입력 값
Table 2. Input values for sample total attenuation CDF

Input values

Lat. (°N) 46.2208

Lon. (°E) 6.137

hs (km) 0.412

Sat. Lon. (°E) 1

f (GHz) 19.5

Elevation angle θ(°) 36.6141654045094

Antenna diameter D(m) 1.2

Ant. Efficiency η 0.65

Polarization tilt angle τ(°) 0

표2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고 강우, 기 가스, 구

름, 신틸 이션에 의한 감쇠 모델을 사용하여 각 라

미터에 의한 손실과 총 손실을 나타낸 결과가 그림2 

이다. 이 계산에서는 각 권고서의 표  측 모델을 

사용하 고, 권고서에서 주어지는 디지털 지도의 표  

데이터를 사용하 다.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구- 성 통신 링크에 한 경로의 총 손실은 강우 

감쇠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3 10-2 10-1 100 10 1

Percentage of exceedance (%)

1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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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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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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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om 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of Total Attenuation

Total A tt
Scintillation
Rain
Cloud
Gas

그림 2. 총 감쇠의  분포
Fig. 2 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of Total 

Attenuation[10]

Ⅳ. 장기간 지역 강우율 측정 데이터에 의한 
손실 계산  검토

국내에서는 국립 연구원이 국 78개 지역에 

하여 2000년-2012년까지의 강우 분포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표 에 반 하 다[12]. 그러나 아직 

ITU-R에서 제공하는 강우율 통계 데이터는 2000년 

이 에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구-

우주 링크의 경로 손실에 한 계산에서 ITU-R에서 

제공하는 강우율 데이터 지도에 의한 계산 결과와 국

내 지역 장기간 강우율 측정 통계 데이터에 의한 손

실 계산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다른 라미터는 

고정을 시키고 계산하 다. 이천 감시센터에서 수

신한 천리안 성의 신호 역(Ka, L)을 상으로 지

구- 성 링크의 강우 손실을 계산하 다. 손실 계산

을 해 사용된 이천 감시센터와 천리안 성에 

한 입력 값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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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우 감쇠 계산에서 사용된 이천 
감시센터와 천리안 성에 한 입력 값

Table 3. Input values of about Icheon CRMS and 
CHEOLLIAN sat. used in rainfall attenuation calculation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CRMS), Icheon City 

(https://www.maps.ie/coordinates.html)

Lat. (°N) 46.2208

Lon. (°E) 6.137

hs (km) 0.147

Satellite: COMS-128.2E (CHEOLLIAN_KA_V)

Elevation angle θ(°) 46.9

Polarization tilt angle τ(°) 8(V-pol.)

Frequency Ghz 19.8(KA band)

Satellite: COMS-128.2E (CHEOLLIAN_L_H)

Elevation angle θ(°) 46.9

Polarization tilt angle τ(°) 355(V-pol.)

Frequency Ghz 1.692(L band)

10-3 10-2 10-1 100 10 1

Percentage of exceedance (%)

10-5

10-4

10-3

10-2

10-1

10 0

10 1

10 2

A
tte

nu
at

io
n 

(d
B

)

Calculation of long-term rain attenuation statistics from point rainfall rate

KA-V: ITU-R P.837
KA-V: RRA-2015-RS-21
L-H: ITU-R P.837
L-H: RRA-2015-RS-21

그림 3. 지역 강우율을 이용한 강우 감쇠의 계산 결과 
비교

Fig. 3 Comparison of calculation results of rain 
attenuation using local rainfall rate

손실 계산에서 이천 지역 강우 높이 는 권고서 

ITU-R P.839의 값을 사용하 다. 그림3에서 KA-V는 

KA 역의 수직 편 를 나타내고, L-H는 L 역의 

수평 편 를 나타낸다. 그림3은 수직  수평 편 에 

해서 각각 권고서 ITU-R P.837과 보고서 

RRA-2015-RS-21[12]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된 

손실의 기울기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평년의 0.01%를 과하는 강우율 값이 다

르기 때문이다. 비교 결과에서 ITU-R P.873의  강우

율 통계 값이 1960-1970년  강우데이터에 기 하기 

때문에 최근의 기후 변화가 반 된 장기간 지역 측정 

통계 자료에 나타난 강우강도와 차이가 존재하고 손

실 계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구-우주  측 방법에 련

하여 권고서 ITU-R P.618-13에서 강우 감쇠를 심

으로 분석하 고, ITU-R SG3에서 제공하는 검증 사

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내용을 확인하 다. 국립

연구원의 장기간 지역 강우율 측정 데이터를 사

용하여 강우 손실을 계산하고 ITU-R에서 제시하는 

 측 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이천의 

성 감시센터에서 측정된 천리안 성의 두 개 

역(Ka, L)의 데이터에 하여 계산된 값과 권고서 

ITU-R P.873의 데이터에 의한 계산된 손실 값의 결

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하 다.

그러므로 차 증가하는 지구-우주 통신 링크에 

한  측 방법의 정확한 결과를 해서, 강우율 

 신틸 이션, 기 가스, 구름에 의한 감쇠 등에 

하여 지속 인 장기간 측정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우

리나라 기후 환경이 충분히 반 된 표 화 작업을 정

기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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