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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통신망의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거리 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로 손실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측정된 수신 신호세기(RSSI)로부터 송수신기 거리 차이에 따른 경로 손실을 계산하여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평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들(자유공간 모델, 지면반사파 모델, 하타 모델,...)과 그래프를 동

시에 그려서 비교하였다. 2 Km, 1 Km, 0.5 Km 간격으로 평균한 경로 손실 데이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 보니, 

각각 2.29 dB, 3.39 dB, 4.75 dB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별로 계산된 경로 손실 평균값들의 미분 값을 구하

여, 앞에서 구한 경로 손실 표준 편차의 1 또는 2배수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렇게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송수신기 사이에서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지점이,  2 Km 간격

으로 경로 손실을 평균한 경우에는 5 지점, 1 Km 간격으로 평균한 경우에는 7 지점, 0.5 Km 간격으로 평균한 경

우에는 19 지점이 됨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성과를 얻었다. 

 The path loss data was re-calculated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base station and a mobile station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 this paper, the averaged path loss data was plotted with the conventional path loss 

models(free space, plane earth, Hata model ...). The standard deviations for the 2 Km, 1 Km, 0.5 Km-interval averaged 

path loss were 2.29 dB, 3.39 dB, 4.75 dB,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derivative values for the 2 Km, 1 Km, 0.5 

Km-interval averaged path loss were evaluated to find the positions with more than 1 times or 2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 situations with the sharply fluctuated path loss were calculated to 5 positions in the 2 Km interval, to 7 

positions in the 1 Km interval, to 19 positions in the 0.5 Km interval, respectively. And, the exact distances between 

the base station and a mobile station were found with the sharply fluctuated path loss.

Keywords : Base station, Mobile st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s Network, Path loss, Standard deviations, Derivative 

values, the sharply fluctuated path loss

 이동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에서 이동

국 단말기까지의 채널 특성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통

신 채널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경로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다.[1]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은 기지국의 통화 사용자 용량 다음으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수가 적은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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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산악 지역에서는 이동 전화 시스템의 성능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필드에서 측정된 

수신 신호 세기(RSSI)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방법은 주로 신

호의 크기에 대한 분석 방법을 다루고 있다.[2][3] 자유 공

간에서의 경로 손실 모델을 비롯하여, 지표면의 반사파를 

고려한 지면반사파 모델, 에글리 모델, 하타 모델 등으로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측정된 신호 세기로부터 경

로 손실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측정 데이터가 방

대할 뿐 아니라 다중 경로로 인한 반사파의 영향으로 이동 

전화 시스템의 구체적인 성능 개선 해결책을 뚜렷하게 제

공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경로 손실에 대

한 분석결과로는 감쇠 정도를 도심 지역, 부도심 지역, 농

촌 지역, 개활 지역 등으로 분류하는 개략적인 단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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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한 RSSI 데이터로부터 한 단

계 더 분석하여, 특정 거리에서의 특이 현상, 즉 갑자기 신

호 크기가 크게 변하는 지점들의 구체적인 위치들을 미분 

방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이론적

인 배경과 실제 측정에 사용된 장비 및 환경 파라미터들을 

소개하였고, III장에서는 필드에서 측정하여 계산한 경로 손

실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2 Km, 1 Km, 0.5 Km 

거리별로 평균하여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들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IV장에서는 평균한 경로 손실 데이터

의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경로 손실 미분 값으로부터 표

준 편차의 2 배수(또는 1 배수)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위치

를 파악하였다. V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2.1. 이론적 배경

 전파가 송신기에서 출발하여 수신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모델은 공통적으로 송수신기간의 거리에 반비례

하여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감소하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들

이 대부분이다. 송수신기 사이의 경로 손실은 수식 (1) 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그림 1.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들

 Fig. 1. The conventional path loss models

                      (1)

여기서, L(R)은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경로 손실이며 식(2)와 같이 주어진다.

        log         (2)

 은 송수신기 안테나 이득(Gt, Gr), 주

파수(f), 송수신기 안테나 높이(ht, hr) 등의 전파 환경 파라

미터에 의한 영향을 모두 고려한 요소이다.

 전파가 공 모양으로 퍼져 나가는 자유 공간 모델에서의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 지수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므로 

식(2)의 감쇠 지수 는 2의 값을 가지게 되고, 지면 반사

파의 영향을 고려한 모델에서는 거리의 네제곱 지수(  는 

4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4] 오쿠무라가 

측정하여 분석한 실험적 경로 손실 모델인 하타 모델에서

는 거리의 네제곱에 가까운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5] 이러

한 경로 손실 모델에 본 논문의 측정 환경 파라미터를 적

용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11]

2.2. 전파 측정 환경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이통 통신 주파수인 800 ~ 900 

MHz 대역의 전파 환경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수신 신호 세

기(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이동 통신 기지국의 위치를 선정하고, 송신 장비 및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였으며, 기지국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

하여 GPS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그림 2. 이동전화 전파 환경 측정 시스템의 구성

Fig. 2. The measurement system for the base station - mobile

communications

 또한, GPS 위치 파악이 가능한 이동국 차량(VAN)에 수신 

신호 세기(RSSI)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신 안테나, 측정 장

비인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zer)를 통해서 순방향

(Down-Link)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역방향(Up-Link) 특성도 이동국의 고전력 증폭기(High 

Power Amplifier)와 기지국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하여 측

정하였다.[6] 

 전파 환경 측정 장치의 링크 버짓(Link Budget) 사양을 고

려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경로 손실을 구해보면,

                           (3)

                 (4)

이 된다.(PT 는 기지국 송신 전력, LT 는 기지국 안테나 케

이블 손실,  GT 는 기지국 안테나 이득, PR 는 단말기 수

신 전력, LR 는 단말기 안테나 케이블 손실, GR 는 단말기 

안테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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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필드에서 측정하여 계산한 경로 손실

Fig. 3. The calculated path loss from the measured RSSI

 그래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송수신 신호 세기를 측

정하여 계산한 경로 손실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3.1. 필드에서 측정하여 계산한 경로 손실의 거리별 평균값 계산 

 앞에서 구한 경로 손실 그림 3을 간략화 하여 하나의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하여, 특정 거리에서의 경로 손실 값

을 평균하여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면,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를 위하여, 일

반적 관점에서 계산이 편리하고 데이터 분석이 가장 용이

하다고 알려진 거리인 2 Km, 1 Km, 0.5 Km 간격을 평균을 

산출하기 위한 거리로 가정하였다. 평균 산출 거리 별로 

경로 손실 평균값을 기지국과 단말기의 거리별로 계산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산출 거리가 짧아질수록 

전파 환경이 많이 고려되어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

다.[7][8][9]

3.2.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들과의 비교

 그림 4에서 구한 측정하여 평균한 데이터 그래프와 자유 

공간 경로 손실 모델, 지면 반사파 모델, 에글리 모델, 하

타 모델 그래프들을 함께 그림 5에 나타내었다.[10] 이로부

터, 10 Km 이전까지는 하타 개활지 모델(Hata Open 

Model)이 측정하여 평균한 데이터 그래프와 가장 유사하고, 

10 Km 이후에는 하타 부도심 모델(Hata Suburban Model)

이 측정하여 평균한 데이터 그래프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전체적 관점에서, 측정하여 평균한 

경로 손실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모델은 10 Km ~ 30 Km 

거리에서 측정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 하타 부도심 모델임

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림 4. 거리별(2Km 1Km 0.5Km) 경로 손실 평균값 계산

 Fig. 4. The averaged path loss according to the 3 

different 2 Km, 1 Km, 0.5 Km intervals.

그림 5. 기존의 경로손실 모델들과 측정하여 평균한 경로 손실 

그래프

Fig. 5. The conventional path loss model and averaged 

path loss

3.3. 기존의 경로 손실 모델과 측정하여 계산된 경로 손실 

평균값 모델의 거리에 따른 미분 값 그래프

 그림 5의 경로 손실 모델들과 측정 데이터 평균 그림에서 

2 Km, 1 Km, 0.5 Km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 미분 값을 수

식 (5)와 같이 계산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11] 




  
  

(5)

 그림 6. 선형적 거리에 따른 측정하여 계산된 경로 

손실의 미분 계산값 그래프

 Fig. 6. The differential value of the path loss according 

to the linear scal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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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그적 거리에 따른 측정하여 계산된 경로 손실의 

미분 계산값 그래프

 Fig. 7. The differential value of the path loss according 

to the logarithmic scale distance

 2 Km 간격으로 그린 미분 값 그래프에 비하여, 0.5 Km 

간격으로 그린 미분 값 그래프의 변동 폭이 큰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가로 축의 표기 방법을 선형에서 로그 

스케일로 변경하여 그림 7에 그려보니, 10 Km 이내의 영역

에서 미분 값이 큰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여서 소형 기지

국의 분석에 더욱 용이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4.1. 측정하여 계산된 경로 손실의 미분 계산 값으로부터 

급격히 변동하는 위치 추출

 그림 6 으로부터  각 거리 별로 계산된 미분 값에 대한 

표준 편차를 식(6)와 같이 구하여서, 그 결과를 표 1에 나

타내었다. 거리가 0.5 Km로 짧아질수록 데이터의 계산 영

역이 좁아져서 전파 환경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 

그에 따른 표준편차가 2.29 dB에서 4.75 dB로 두 배 이상

으로 커짐을 알 수 있었다.(여기서, m은 평균값)

  









 
 (6)

표 1. 경로 손실 평균을 산출한 거리에 따른 미분값의 

표준편차

 Table 1. The standard deviations for the differential values 

of the path losses according to the 3 different intervals.

경로 손실 평균을 산출한 거리
2 Km 1 Km 0.5 Km

표준편차 σ, 
dB 2.29 3.19 4.75

그림 8. 경로 손실 급변동 위치(표준 편차의 2배수 이상)

Fig. 8. The singular points from the path loss data(more 

than 2 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그림 6에서 경로 손실 미분 값들의 표준편차 σ 값의 2 

배수 이상을 갖는 미분 값을 2 Km, 1 Km, 0.5 Km 거리별

로 각각 구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로부터, 공통

적으로 10 ~ 11 Km 지점에서 경로 손실이 갑자기 변동하

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하

여 계산된 방대한 경로 손실 데이터와 교차하여 보았을 때 

확실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2. 제안된 알고리듬에 의하여 구한 경로 손실 급변동 

위치들(표준편차의 2배 이상)

Table 2. The singular positions of the path loss by the 

suggested algorithm(Criteria : 2 times standard deviation)

경로 손실 평균을 산출한 거리

2 Km 1 Km 0.5 Km

특이 
위치,
Km

10

2, 
5, 
10, 
11

6, 
10.5, 
11, 
11.5

그림 9. 경로 손실 급변동 위치(표준 편차의 1배수 이상)

Fig. 9. The singular points from the path loss data(more 

than 1 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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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안된 알고리듬에 의하여 구한 경로 손실 급변동 

위치들(표준편차의 1배 이상)

Table 3. The singular positions of the path loss by the 

suggested algorithm(Criteria : 1 times standard deviation)

경로 손실 평균을 산출한 거리
2 Km 1 Km 0.5 Km

특이 
위치,
Km

0,
4,
8,
10,
28

2, 5,
8, 10,
11, 19,

30

1.5, 2.5, 3, 4,
5.5, 6, 8, 8.5,

10.5, 11, 11.5, 12,
14, 14.5, 17.5, 19.5,

20.5, 22, 30

 또한, 표준 편차 σ 값의 1 배수 이상의 미분 값을 2 Km, 

1 Km, 0.5 Km 거리별로 각각 구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는, 그림 8과 달리 기준치를 표준 편차의 1 배

수로 낮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림 8에서 경로 손실 측정 

데이터로는 구분하기 힘들었던 급격하게 변동하는 위치들

을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로부터 표 2, 표 3와 같은 경로 손실이 

급변동하는 구체적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준

치가 표준 편차의 2 배수로 하여 구한 표 2에서 구분 가능

한 특이 위치들의 수에 비해, 표준 편차의 1 배수로 하여 

구한  표 3에서는 구분 가능한 특이 위치들의 수가 2배수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로 손실이 급변동하는 

구체적인 위치 파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이루어지

는 성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수신신호세기(RSSI)로 부터 송수신

기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을 계산하여 그 데이터를 그래프

로 나타낼 수 있었다. 방대한 경로 손실 데이터를 간략하

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 거리 구간(2 Km, 1 Km, 0.5 Km) 

별로 경로 손실 측정치로부터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 평균

값을 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2 Km, 1 Km, 0.5 Km 간격으로 계산한 경로 손실 

평균값에서 각각의 경로 손실 미분 값을 계산하여 그래프

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계산한 미분 값들의 표준편

차는 각각 2.29, 3.19, 4.75 dB 로 평균한 거리가 2 Km, 

1Km, 0.5 Km로 짧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하여 계산한 경로 손실의 거리에 따른 

미분 값이 표준 편차의 2 배, 또는 1 배 초과하는 특이 위치

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하여, 기준 값이 표

준 편차의 2배수에서 1배수로 낮아지면, 경로 손실이 급격하

게 감소하는 지점을 두 배 이상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찾아낸 특이 위치들을 통하여 송수신기 사이에서 

경로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이 위치들은 단순히 경로 손실 측정

치 그래프로부터는 그 데이터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파악하

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몇 번의 분석 절차를 통하여, 

간단하게 경로 손실 발생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

듬을 제안하는 성과를 얻었다. 향후에는, 이렇게 구한 특이 

위치들을 근거로 전파 장애물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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