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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간 모델과 하타 모델을 이용한

러시아 PNG 지역의 경로 손실 측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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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800 ~ 900 MHz 주 수 역에서 러시아 PNG 지역에 오쿠무라-하타 모델을 용하여 경로 손실식을 

구하 다.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을 이용하여 러시아 PNG 지역의 새로운 경로 손실 특성식을 구하기 해서, 최소 자승 

평균 기법을 용하여 기존 모델에 한 수정치를 구하 다. 자유 공간  하타 모델과 측정치의 수정치가  28, 13 dB 임

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값을 용하여 러시아 PNG 지역에 맞는 새로운 경로손실 모델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got the 800 ~ 900 MHz path loss model for Russia PNG area using the free space model and the 

Okumura-Hata Model.  In order to add new regional properties to the existing path loss model, the mean square error technique 

is used to obtain the correction factor. The correction factors for the free space and the Hata model are 28, 13 dB respectively. 

By applying this correction factors, the new Russain PNG path loss model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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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990년 부터 재까지, 이동 통신 시스템

은 AMPS, GSM, CDMA 등으로 이어지며 획기 인 

발 을 이룩하 다. 이동 통신 화는 주 수 할당

으로 인한 고비용의 사용료가 부과 되어 왔으나, 이

용자 수 증가에 따른 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렴

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이동 화 시스

템은 기지국과 이동국으로 분류된다. 기지국 설계

시, 동시 사용자 수를 얼마나 많이 수용하느냐 하는 

방법이 우선 으로 고려 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

여, 기지국의 서비스 반경을 조정하여 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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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 화시스템 기지국 기 배치 

<Fig. 1> The position of the mobile bas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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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드 측정 장치의 설치

<Fig. 2> The Field Measurement System

지역을 담당하는 셀 설계 방법이 사용된다[1]. 그리

고, 3G 서비스, 와이 이 등의 새로운 데이터 서비

스 증가에 맞추어 기지국 시스템 라미터의 성능 

향상이 필수 이다. 외국으로의 국내 셀룰라 기지

국 시스템 수출이 증하고 있으며, 셀룰라 기지국 

시스템의 설치  유지 보수를 한 셀 배치 최

화 방법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율 이고 신뢰

성 있는 셀룰라 서비스 지역을 제공하기 해서는 

신호 세기 측정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셀룰라 시

스템의 통화 성능은 사용 주 수 의 무선 채 에 

처하는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지국 안테나

와 이동국 안테나 사이의  특성을 악하는 것

이 무선 통신 시스템 설계시 요한 요소를 차지한

다[2]. 이를 규명하기 하여 여러 가지 경로 손실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용 상 지역의 지형 

 기후 특성 등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러시아 PNG 지역에 하

여 자유 공간 모델과 오쿠무라-하타 농  모델을 

용하 다[3, 4].

러시아 PNG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하여 

사  조사를 시행하 으며, 이때 측정한 결과를 본 

논문에 용하 다. 먼  측정 상 지역 환경을 기

술하 고 측정에 사용된 장비를 소개하 으며, 실

제 측정 결과를 제시하 다. 하타 모델이 표 인 

경로 손실식이기 때문에, 수신된 력 측정치로부

터 러시아 지역의 경로 손실식에 보정치를 추가하

여 새로운 경로 손실식을 유추하 다. 측정치와 

측치 간의 비교를 통하여 오차를 이기 하여 보

정치를 구하 으며, 러시아 PNG 지역에 한 새로

운 경로 손실 모델을 제시하 다.

Ⅱ. 경로 손실 이론  측정

2.1 러시아 PNG 지역의 측정 환경  장비

러시아 PNG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북쪽으로 

1,500Km 정도에 치해 있다. 다섯 개의 주요 도시

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주 에서 이동 화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주변은 주로 농 지형

으로 이루어져 있고, 낮은 목이 산재되어 있는 지

역이다. <그림 1>과 같은 지역의 건물 옥상에 테스

트용 기지국을 세우고 RSSI 측정을 실시하 다.

러시아 PNG 지역에 한 측정 데이터 수집을 

하여 <그림 2>와 같은 장비를 구성하 다. 총 5 

개의 기지국을 세워서 이동 화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사용한 주 수는 800 ~ 900 MHz 역이

다. 기지국  이동국의 GPS 장치를 이용하여 

도, 경도, 고도, 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기지국과 이

동국 장치의 거리를 계산하 다[5]. 기지국에 사용

된 안테나는 방향성 안테나이고, 그 에서 보엔

토(Voento) 기지국은 60도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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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방향 링크 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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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방향 링크 버짓

<그림 3> 필드 측정 장치의 링크 버짓(Link Budget)

<Fig. 3> Link Budget of the measurement system

기지국

안테나 

이득(dBd)

옴니(Omni) 8

60도 지향성 12

기지국 이블손실(dB) 8 ~ 20

LNA 이득(dB) 12

LNA의 잡음지수(dB) 2

이동국
안테나이득(dBd) 3

이블손실(dB) 3 ~ 6

<표 1> 측정 장치의 링크 버짓(Link Budget) 사양

<Table 1> The configuration for the measurement

system

송신 력은 10 Watts 이며, 측정시 고려된 설정

값은 송수신 안테나 이득 (dBi, dBd), 송수신 안테나 

이블 손실(dB), 수신기 이득(dB), 수신기 잡음지수

(Noise Figure, dB) 등으로 <표 1>과 같으며, 측정은 

VAN 차량에서 평균 시속 20 Km/h로 간선 도로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다.

2.2 자유 공간 손실  하타 모델 경로 손실

자유 공간에 한 경로 손실식은 수신 신호 력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송신 력은 반지름

이 d인 공의 표면 에 비례하여 어들고, 수신 력

은 수신 안테나 유효 면 에 비례하여 증가된다.

          

 










    (1)

여기서, 는 사용된 의 장이며,  는 송수

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이다.

한, 오쿠무라의 일본 동경 지역에 한 경로 

손실 측정 그래 로부터 실험식을 유도한 하타 모

델에 따른 도심지역의 경로 손실[dB]은

        

   

   

      

         

      

       (2)

이 되며, 농  지역에 한 경로 손실식은 

          


     
       (3)

이 되고, 주 수   = 850 MHz,  = 50 m,  

= 3 m에 하여,

                   (4)

가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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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드 측정 경로 손실

<Fig. 4> The measured path loss

2.3 측정치 비교

러시아 PNG 지역에서 측정은 차량 과 기지국 

으로 나 어서 시행되었다. 측정 장치의 링크 버

짓(Link Budget) 사양을 고려한 기지국과 단말기 사

이의 경로 손실을 구해보면,

                    (5)

여기서, 

      이다.

단, PT : 기지국 송신 력, LT : 기지국 안테나 

이블 손실, GT : 기지국 안테나 이득, PR : 단말기 

수신 력, LR : 단말기 안테나 이블 손실, GR : 단

말기 안테나 이득 이다[7, 8].

GPS 장비를 사용하여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수신 신호 벨로부터 경로 손실을 계산하

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 로 부터 5 Km 간격으로 평균치를 최소 

자승법 식 (6)으로 구하여 측정치의 특성을 간략화 

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9].

  




 





                   (6)

<그림 5>에, 자유 공간 경로 손실 모델에 한 

식 (1)과 농  지역에서 하타 경로 손실 모델에 

한 식 (4)를 같이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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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필드측정 경로손실와 이론모델의 경로손실

<Fig. 5> The path losses of the measurement,

the free space model, and Hata model

<그림 5>에서 기지국으로부터 동일한 거리 5 

Km, 10 Km, 15Km, 20 Km, 25 Km 지 에서 필드 

측정 경로 손실 값과 자유 공간 경로 손실 모델, 농

 지역 하타 경로 손실 모델 이론값과의 차이에 

한 평균값은

(차이값 평균) = [




 (측정값-이론값)] / N    (6)

와 같이 구할 수 있다[9, 10].

자유 공간 경로 손실과 하타 모델 이론값에 한 

측정 경로 손실의 차이 값 평균은 각각 28, 13 dB로 

계산 되었으며,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오

차의 발생 원인은 기본 으로 러시아 PNG 지역의 

지형 , 기후  차이에 주로 있으며, 기타 여러 가

지 요소에 의해 기존의 일반 인 경로 손실 모델을 

설정할 경우에는 에서 구한 보정값이 필요 불가

결함을 짐작할 수 있다[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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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드 측정 경로 손실과 수정된 경로 손실 이론 모델

<Fig. 7> The measured path loss and proposed

path lo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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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정된 경로 손실 이론 모델

<Fig. 6> The proposed path loss model

    Ⅲ. 러시아 PNG 지역에 제안된

경로손실 모델

본 논문에서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한 차이 값은 

보정치 Fc를 도입하여 수정해 주어야 할 만큼 큰 값

이다. 그런데, 보정치는 측정치와 자유공간 모델의 

차이값에 한 자승 평균이 최소인 조건에 의하여 

구하는데, 이를 용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정된 자유공간 손실 모델은 

    











    

         (7)

과 같음을 알 수 있고,

하타 경로손실 모델에 이를 용해 보면,

          


       
 (8)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림 7>에 

나타 내어 보았는데, 체 으로 필드 측정 경로 손

실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수신 신호 력과 경로 손실은 주로 송수신 안테

나 거리, 측정 상 지역 환경  기후, 사용 주 수, 

기지국 송신 력, 단말기 수신 이득 등에 의하여 결

정된다. 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된 경로 손실 값은 자유 

공간 손실 이론식과 하타 모델과 비교 분석하 다. 

자유 공간 손실 모델은 송수신 거리와 사용된 주 수

에 의해 결정되는 간단한 모델로, 측정치와 비교하면 

측정 환경이 가장 큰 오차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하타 모델은 주 수, 거리 이외에 송수신 안테나 높

이까지 고려한 모델로, 특정지역 환경에 의한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측정 상 지역인 러시

아 PNG 지역에 한 측정치로부터 자유공간 손실과 

하타 모델과의 차이 을 계산해보면 28, 13 dB의 경

로 손실 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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