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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을 갖는 반- 곡 구조에서 
다 - 선 모델을 사용한  모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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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ropagation Model in Half-Canyon Structure 
with Slope using Multi-Ra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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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 - 선 모델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갖는 반- 곡 구조에서  송 손실을 해석하고 경사면의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 - 선  모델을 공식화 하 다. 경사면의 기울어진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 송수신 

의 경사면 반사경로인 제3경로와 제4경로에 한 차단 각도를 송수신 단말의 높이와 치를 가지고 계산하

다. 경사면 환경에서  송 손실을 측하기 하여 실제 경사면이 존재하는 제방 환경을 선택하여 모델

링하고 시뮬 이션 하여  송 손실을 계산하 으며, 주 수 1-6GHz 역에 한 측정활동을 통해  

송 손실을 확인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는 유사한  송 손실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지형정보에 한  경로 손실 측과 측정 결과들은 다양한  업무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A multi-ray model has been used to interpret radio transmission losses in half-canyon structures with slope and to 

formulate a multi-ray propagation model depending on the angle of slopes. The cut-off angles for the third and fourth 

paths, which are the slope-sided reflection paths of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dio waves determined by the inclined 

angles of the slope, were calculated with the height and location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To predict transmission 

losses in an inclined plane environment, the embankment environment where the actual slope exists was modeled and 

simulated to calculate the loss of propagation transmission, and the radio wave transmission loss was confirmed by the 

measurement for the frequency band 1 to 6 GHz. Simulation results and measurement results showed similar trends in 

radio transmission loss, and radio transmission loss predictions and measurement results for various terrain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e design of radio propag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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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 추  모델은 개방된 지역과 건물 집 지역

의 곡 구조에서 를 측하는 데 범 하게 사

용되어 왔다[1]. 선 추  모델 근 방식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선 경로를 쉽게 추가하

여 확장할 수 있다[2]. 그러나 복잡한 도시 곡 구조

의  모델에서는 회 과 반사의 향을 고려하기

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심 복합 구조에 한  

모델을 단순화하기 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3], 

모든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것으로 가정되고[4] 

모서리의 향을 고려한 단순화된 모델이 제안되었으

며[5], 기하학  학에 기 한  모델[6]이 제안되

었다.

국제 표  권고서 ITU-RP.1411에서는 구석 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에 따라 구석의 손실을 고려하

는 경로 손실 계산 공식을 공식화했다[7]. 최근에는 

도시 곡의 구조물에 한 주 수 추  손실 모델이 

제안되었다[8]. 그러나 반 곡 구조[9] 는 곡 구

조의 벽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10]에 한 연구는 매

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방이나 완만한 산간 지역과 같은 

반 곡 구조의 지형에서 의 송 손실을 계산하

기 한 다  경로 모델을 공식화 하 다. 반 곡 구

조에 나타나는 4개의  경로는 직   지면 반

사 와 측면의 경사면에 의해 두 개의  경로가 

추가로 정의되며, 다  선 추  모델의 기본 공식에

서 수정된 공식으로 반 곡 구조에 용된다. 경사면

에 의해 발생하는 세 번째  네 번째 경로에 한 

차단 각도는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와 치에 기 하

여 정의된다. 실제 시뮬 이션과 측정을 하여 새만

 방조제를 반 곡 구조의  환경으로 선택하

으며, 주 수 1-6GHz 역에 하여 시뮬 이션 계

산 값과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송 손실을 분

석하 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경사면을 갖는 반-

곡 구조에서 송수신기 사이의 링크에 한  경

로를 정의하고 수신 력의 계산식을 공식화 하 으

며, 경사면 기울기에 한 경사면 반사 의 컷-오  

각도를 계산하 다. 제3장에서는 새만  방조제에서 

측정한 주 수 역별 경로손실과 시뮬 이션 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결론

과 함께 본 논문의 결과의 활용 방안을 서술하 다. 

Ⅱ. 다  선 추  모델

2.1 two-ray 모델

다  선 추  방법의 기본 모델을 그림1에서 보

여주고 있다. 직 와 지면 반사 에 의해 송수신 단

말 사이의 링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수신 력

은 식(1)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장

이고, 와 은 각각 송수신기의 이득이고, 는 지

면의 반사계수 이다. 그리고 과 는 각각 그림에서 

경로1과 경로2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경로1은 직

의 거리이고 경로2는 지면 반사 의 거리이다. 이 때 

과 는 송수신기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exp

′
exp′   (1)

그림 1. 형 인 2- 선 모델 구조

Fig. 1 Typical geometry of 2-ray model.

그림 2. 수직 벽을 가진 반- 곡의 기하학  구조

Fig. 2 Geometry of half-canyon structure with vertic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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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에서는 수직 측면 벽에 의해 송수신기 사이에 

두 개의 새로운 링크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생성된 경로3과 경로4는 벽면에 칭인 Tx의 이

미지인 Tx’와 실체인 Rx 사이에 다시 각각 2- 선 

모델의 경로가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경

로1  경로2와의 차이는 수직 벽면에 의한 반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로3은 벽면 반사를 포함하

고 있고 경로4는 벽면 반사와 지면 반사를 모두 포함

하는 경로 이다. 그러므로 그림2에서 보여주는 4개의 

경로에 의한 수신 력은 식(1)에 경로3과 경로4의 

향을 추가하여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exp


exp



exp


exp


 (2)

식(2)에서 와 는 Tx의 수직 벽면에 의한 이미

지 Tx’와 Rx 사이의 경로3과 경로4의 거리이다. 이 

때 와 는 송수신기의 높이  벽면으로 부터의 거

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와 는 각각 지면과 

수직 벽면에 의한 반사계수를 나타내는데, 경로3은 벽

면 반사가 존재하고 경로4는 벽면반사와 지면반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기울기를 갖는 반- 곡 구조

그림3(a)에서는 수직 벽면이 ∆만큼 회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 ∆의 값이 커질수록 벽면 

반사 경로인 경로3과 경로4의 벽면 반사 지 (붉은색 

화살표)가 차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벽면에 의해 

발생하는 Tx의 이미지 Tx’의 높이 한 변하기 때문

에 벽면 반사에 의한 경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 한 수직 벽면이 ∆만큼 회 하면 상 이미

지 Tx’는 2∆만큼 회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3(b)

와 같이 수직 벽면을 고정하고 지면을 반  방향으로 

∆만큼 회 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 경

우에도 -∆가 증가하면서 벽면의 반사 치가 차 

낮아지지만 수직면 칭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쉽게 

공식화가 가능하다.

그림3에서 ∆가 증가하면 경사면을 따라 경로3과 

경로4의 경사면의 반사지 이 차 낮아지다가 회  

심축과 일치하게 되면 반사 경로가 사라지게 된다. 

∆의 증가에 따라 경로4와 경로3의 순서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송수신기 사이의 링크 수가 4개

에서 3개와 2개의 차례로 감소하게 된다. 수직 벽면이 

기울어지면서 반사 경로가 없어지면 송수신기의 링크

는 2- 선 모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경사면이 완 도체가 아니므로 산란과 회

에 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시뮬 이션

을 해서는 경사면의 재질에 한 기  특성  

지형의 구조  변화를 엄 하게 설정한 모델을 구

하여야 한다. 

∆   
 

        (3)

∆   
 

        (4)

(a)

(b)

그림 3. 반- 곡 구조의 기하학  모형
(a) 경사 구조 (b) (a)의 등가 모형

Fig. 3 Geometry of half-canyon structure 
(a) Sloping structure (b) Equivalent geometr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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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과 식(4)에서 와 은 경사면의 회 축 

심에서 본 송수신 단말의 치를 각으로 표시한 것이

다.

  tan  
          (5)

  tan  
          (6)

여기에서 와 은 각각 송수신기의 높이이고, 

와 은 회 축 심에서 각각 송수신기까지의 거리

이다.

Ⅲ. 시뮬 이션  측정 결과 검토

경사면을 갖는 환경에 한  송 손실을 계산

하고 측정하기 하여 새만  방조제를 선정하 다. 

비교   측정이 용이하고  측 모델을 용

하여 비교하기 한 환경으로 단되었다.

그림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경사면 아래 10미터 

폭의 포장된 도로가 있고, 그림의 우측은 낮고 넓은 

잔디 구역 이며, 제방 에는 포장된 4차선 도로가 놓

여 있다. 체 도로 길이가 수km에 해당하지만 실제 

측정과 모델 계산은 약1-1.5km에서 진행되었다. 단 

제방의 높이는 약7-8m, 기울기는 약30도인데 높이와 

경사가 측정 범  내에서 일정하지 않았다[11].

송수신기는 모두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 고, 이득

은 주 수 1-6GHz의 역에서 약5.5-14dBi 이고, 송수신

기 사이에 V-V편 를 설정하 다. 한 송신기의 높이는 

10미터이고 수신기의 높이는 1.5미터 이다. 수신 은 송신

 부터 100미터 간격으로 1.5킬로미터까지 설정하 고,. 

주 수 역은 1-6GHz까지 0.5GHz 간격으로 측정하 다. 

그림5는 새만  방조제를 시뮬 이션 모델로 구성한 것이

다. 특히 우측 부분에서는 잔디 구역과 갯벌 부분의 바닷

물 역이 실제 환경을 구 하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설정

하 다. 그림5의 시뮬 이션 모델에 하여 1-6GHz까지 

수신  50미터 간격으로 시뮬 이션을 실행한 결과를 그

림6에서 보여주고 있다. 송수신 안테나 이득을 0dBi로 설

정하고 송수신기 사이의 송 손실을 계산한 결과인데, 측

정 결과에 해서도 안테나 이득을 고려하여 시뮬 이션 

값과 비교하 다.

그림6에서 보여주는 시뮬 이션 결과는 형 인 

2- 선 모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넓은 개활지이고 

제방의 높이가 송신안테나의 높이 10미터 보다 낮고, 

경사의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경사면에 의한 

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된다.

그림 4. 새만  방조제 경사면 환경 사진

Fig. 4 A picture of the slope of Saemangeum seawall

그림 5. 시뮬 이션을 한 새만  방조제 모델

Fig. 5 A Model of Saemangeum seawall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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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 수별 거리에 따른 송 손실 변화

Fig. 6 Transmission loss variation with distance for each 

frequency.



경사면을 갖는 반- 곡 구조에서 다 - 선 모델을 사용한  모델 해석

17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istance     [m]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Tr
an

sm
is

si
on

 lo
ss

   
[d

B
]

1GHz

simulation
measurement

(a)  1GHz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istance     [m]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Tr
an

sm
is

si
on

 lo
ss

   
[d

B
]

2GHz

simulation
measurement

(b)  2GHz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istance     [m]

-110

-105

-100

-95

-90

-85

-80

-75

Tr
an

sm
is

si
on

 lo
ss

   
[d

B]

3GHz

simulation
measurement

(c) 3GHz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istance     [m]

-110

-105

-100

-95

-90

-85

-80

-75

Tr
an

sm
is

si
on

 lo
ss

   
[d

B
]

4GHz

simulation
measurement

(d) 4GHz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istance     [m]

-110

-105

-100

-95

-90

-85

-80

Tr
an

sm
is

si
on

 lo
ss

   
[d

B
]

5GHz

simulation
measurement

(e)  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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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뮬 이션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의 비교

Fig. 7 Comparison of simulation calculation results and 

measurement results.

그러나 시뮬 이션에서 계산된 결과와 실제 측정의 

결과가 모두 2- 선 모델의 송 손실 측 결과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사면으로부터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잔디의 향에 하여 

정확한 산란, 회  등의 라미터 값을 산정할 수 없

었다. 지형과 구조물의 특성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림7에서는 측정 결과를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

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 주 수 별로 측정 결과(붉은

색)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주 수 역 

별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사면을 가진 반- 곡 구조에 

한  송 손실을 해석하 다.  측 모델을 

설정하기 하여 다 - 선 추  방법을 이용하여 송

수신 사이의 링크에 한 분석을 하 고, 경사면의 기

울기에 따라  경로의 개수를 단할 수 있는 차

단 각도를 계산하 다. 새만  방조제를 모델로 하여 

시뮬 이션을 실행하 고, 주 수 1-6GHz 역에 

한 수신 력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는 모두 2- 선 모델

의 경향을 따랐으나,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에 향

을 주는 경사면 지형과 구조물의 향을 분석하는 데

는 충분한 데이터 는 측정 결과가 부족하 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는  측 모델  다양한  

서비스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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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형에 한  경로 손실 측정 결과들의 

축 이 필요하고, 구체 인 지형지도  주 수 역

별 구조물의 기  특성에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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