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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경에서 전파(傳播)특성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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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Analysis in Indoo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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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전파특성 분석에 유용한 마이크로 셀용 3D 시뮬레이터를 제시하였다. 지금까
지 소개된 대부분의 전파특성 분석 결과들은 2차원 평면에서 거리에 따른 신호의 손실(Path Loss) 위주로 연구가 진
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서 전파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ITU 모델을 사용하여 입체구조의 실내 환경에
서 전파의 수신신호의 세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보면 저 주파수
(150MHz-400MHz)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2GHz-6GHz) 에서 전파특성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수신
기의 위치에서 수신 신호는 전파경로상의 벽면에서 손실되는 전력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송신기의 출력도 중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실내 전파(傳播), 전파(傳播)특성, 마이크로 셀, 전파 손실, 시뮬레이션, ITU-R

Abstract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3D micro-cell simulator for radio wave propagation analysis in indoor 
environments. Previous studies treat only the path loss between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in 2D geometry. We 
provide the simulation results of indoor propagation prediction based on various ITU-R Recommendations. 
Simulation results described here indicate that the low and high frequency bands gi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presented indoor geometry. The propagation loss as a function of distance has two distinct 
regions. It is similar to that occurring in free space within 5–20m of the transmitter, however, increases 
significantly as the electromagnetic waves become obstructed by the walls at distances further away in the nex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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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내에서 자  신호에 한 (propagation)특성 

해석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로 진행 되었고 1980년  

반에 미국(AT&T Bell Lab.)에서 실내 의 경로 손

실에 한 연구가 처음 시도 되었다[1-14]. 최근 들어 이

동통신의 서비스 역이 작아지면서 실내에서도 셀을 설

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내 환경은 일반

인 외부 환경과 차이가 많아서 통계 인 모델을 사용하

여 일률 으로 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 경로 반사

에 의한 수신기 치에서의 수신 계 변화에 한 연구가 

주로 실외 환경에서 이루어 졌다[8]. 이동통신 분야에서

는 다 경로에 한 고려는 하지만 반사면의 반사계수에 

따른 송신 력의 변화(PDP: Power Delay Profile)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최근에는 3D 하이 리드 기법

이 소개 되어 2차원 주의 환경 분석 기법이 3차원

으로 확  되어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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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일 안테나 수신 력 기반 도래방향 추정 방법

에 한 연구도 일부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WLAN 계

기 설치 치 결정 등의 용도로 진행 되었다. 그리고 신

호도래 방향에 한 연구는 군용 이더의 회 방향 탐

지 기술 주로 개발되었고 상업용으로는 RFID 태그를 

부착한 상품의 방향을 추 하는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측 를 한 구체 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리

고 휴 용 측정 방법에 한 기술이 소개 된 경우는 있으

나 도래 방향 추정 방법이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내용 주로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무선망 설계  분석을 

한 마이크로 셀용 (propagation) 분석 시뮬 이터

를 개발하고자 한다. 시뮬 이션은 사용자가 Auto CAD

를 이용하여 직  도면과 같이  환경을 도식화 하고 

로그래  언어를 통해  분석 모델을 구 하여 분

석하 다. 일반 인 (propagation) 측 방법은 이론

 측 방법과 통계  측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이론  측 방법은 반사, 투과, 회  등에 의해 수신

기에 도달 가능한  경로를 추 하여 그 신호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측 결과가 매우 정확할 뿐 아니라 

지연 확산, 데이터 송률 등 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

다. 통계  측 방법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측정 시

스템에 의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만

든  측 알고리즘에 따라 수신 신호 세기를 측하

는 방법으로서 측 결과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나 신

속하게 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  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

부 구간에서의 측정 데이터와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계산된 오차를 측 알고리즘 보정 값을 이용함으로서 

분석을 원하는 지역에서 보다 정확한 측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는 최 의 측 방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측할 수 있는   특성으로는 무선 통신 시스템

에 따른 수신 신호 세기, 시스템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역의 결정, 페이딩 특성에 따른 통신 성능 분석, 시스템 

역폭에 따른 지연 상 분석  데이터 송률 결정, 

안테나 지향 특성  각도에 따른 서비스 역 결정 등으

로서 요구되는 각 라미터들을 이용할 뿐 아니라 건물, 

문과 같은 건축 환경에 속한 재질, 두께 등을 함께 분석

하도록 한다.

2.1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그림 1에서는 실내  환경 분석 과정을 나타내었

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측한 

결과를 제시하고 측정한 결과와 비교 할 것이다. 그리고 

측 오차를 분석하여 라미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 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는 환경 

분석 시뮬 이터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 이

터는 분석정보 입력 화면과 3D도면을 보여주는 화면으

로 구분되어 있다. 시뮬 이션을 한 송수신 들이 선

정되면 먼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도면에서 가능

한  경로가 모두 표시된다. 그림 3에서는 본 연구에

서 사용 한 실내  환경 분석의 건물의 단면도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모델은 ITU-R에서 권

고하는 표 1의 모델을 용하 다. 특히 일반 인 분석 

모델들은 단거리의 옥내용이 아니며 옥내용에서는 건물

의 재질, 두께, 복도의 치 등의 환경 인 요건에 민감하

게 반응하므로 기 개발된 일반 모델을 기 으로 본 연구

에 합한 마이크로 셀용 수정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3의 실제 건물의 도면을 사용하여 그림 4에서와 같이 벽

면의 재질과 두께를 선택하고 층고 등을 입력하 다.

[그림 1] 실내 전파환경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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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U-R에서 권고하는 전파 모델
모델 내용

ITU-R P 525 자유공간 손실

Modified-Hata
이동통신 손실 측

COST231-Hata

Single-Knife Edge 회  손실모델(1개 장애물)

Bullington

회  손실모델

(다  장애물)

Epstein-Peterson

Deygout

Picquenard

French&Signal school

Japan NTT

ITU-R P 526 회  손실 측

ITU-R P 530 지상 손실 값 측

ITU-R P 1546 30-3GHz 계강도 측

ITU-R P 534 sporadic-E층에 의한 계강도 측

Longly-Rice 20MHz-10GHz    측

  

[그림 2] 실내 전파환경 분석 모델(3D 모델)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복도

복도

복도

[그림 3] 실내 전파환경 분석 구조(2D 도면)

[그림 4] 건물의 벽면 조건 설정 화면

2.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에서는 송수신기 간의 특성 분석 경로를 보

여주고 있다. 송수신기 간의 일정 간격에서 수신신호의 

세기(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분석

하 다. 분석을 한 송수신 안테나 치가 그림 5에 나

타나 있고 안테나는 등방성 이며 높이는 3m, 편 는 수

직편 , 송신 출력은 1W, 안테나 이득은 0dB, 기타손실

은 0dB로 설정하 다. 여기서 안테나의 출력은 가시선 

역의 직 와 벽면을 통과한 간 의 특성에 상

당한 향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6과 7에서는 

150MHz와 400MHz에서의 송신 신호의 세기가 나타나 

있다. 주  역에서는 양호한 특성을 보이고 있

다.

[그림 5] 송수신기 간의 전파전파
(wave propagation)경로 표시(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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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내 전파특성 분석 결과 표시(@150MHz)

[그림 7] 실내 전파특성 분석 결과 표시(@400MHz)

그림 8, 9에서는 2GHz, 6GHz에서의 송신 신호의 세기

가 나타나 있다. 6GHz에서 거리에 따른 감쇠가 격히 

나타나고 벽면을 통과하는 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실내 전파특성 분석 결과 표시(@2GHz)

[그림 9] 실내 전파특성 분석 결과 표시(@6GHz)

그림 10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의 건물 내에

서 특정한 사무실을 선정하여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경

우를 가정하여 송신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기 한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성 분석을 한 송신신호 세기

를 계산하기 한 각 분석 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사무실 문이 있는 경우 실내 전파특성 분석 경로

그림 11에서는 그림 10의 구조에서 150MHz에서 문이 

있는 사무실의 송신신호 분석결과이다. 그림 12에서는 

2GHz에서의 특성 분석결과이다. 주 인 경우 보다 사

무실 내부로 되는 신호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벽면

의 재질, 반사계수, 송신 출력에 따라 사무실 내부에서의 

수신신호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 전파(傳播)특성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셀용 3D 시뮬레이터 개발

287

[그림 11] 사무실 문이 있는 경우 실내 전파특성 분석 특성
(@150MHz)

[그림 12] 사무실 문이 있는 경우 실내 전파특성 분석 특성
(@2GHz)

3. 결론

실내 환경 분석을 해 건물의 단면도를 사용하

여 선추  기법을 이용한  특성과 선행 연구 들을 

통해서 오차 요인을 분석 하 다. 실내 환경에서 도

래방향 추정 오차는 다 경로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이

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실내 환경 분석 결과

에서도 반사와 회 에 의한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다 경로에 의한 오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려져 있. 실내 환경에서 신호원 추

정 오차요인을 극복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신 안테나를 빔 폭이 좁은 고지향성으로 한다. 

둘째, 보다 정 한 방향 추정에는 배열 안테나를 사용

한 신호 도래 각 추정 알고리즘이 용된 수신기 사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호원이나 가 제품의 동작

으로 인한 오차 요인을 이기 해 신호원 주 의 원

을 차단한다. 건물의 원에 독립 인 신호원 추정의 경

우에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실내 환경 분석과 신호원 치 추정은 복잡한 

환경 때문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다

 경로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수신 안

테나의 특성에 따라서도 오차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단순한 실내  환경의 문제가 아닌 다른 

방해 신호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

킨다. 정 한 RF 신호원 추정을 해 향후 더욱더 개선

된 방안들이 제안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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