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Link Availability of Satellite-to-ground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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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the link availability of satellite-to-ground free-space optical (FSO) communication systems in South Korea. Using ten-year 
meteorological data for five major cities (Seoul, Busan, Daegu, Daejeon, and Gwangju), we theoretically predict the link availability from the power 
losses induced by absorption, scattering, aerosols, and scintillation in the atmospheric channel. For accurate but conservative estimation of the link 
availability determined by cloud cover, we propose a loss model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cloud droplet concen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link availability ranges from 45% to 70% when a single ground station is placed in a major city in South Korea and a 20-dB link budget is 
allocated for atmospheric loss. However, the availabilities improve to 90% and 97% when 3- and 5-site diversities are employ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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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최근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과 신틸레이션 손실, 그리고 에어로졸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링크 가용성

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정확하면서도 보수적인 링크 가용성 계산을 위하여 수적(cloud droplet)의 최대 개수 밀도를 사용하는 새로운 손

실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상 기지국이 주요 5개 도시 중 한 곳에 위치하며, 대기 손실에 20 dB의 링크 버짓을 할당할 것을 전제한 경우 우리나

라 위상-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링크의 가용성은 45–70%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3개 또는 5개 도시의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면, 링크 가용

성이 각각 90%와 97%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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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위성이 재난감시, 원격탐사, 지도 시스템 구축, 통신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됨에 따라 위성에서 취득한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히 지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초고속ㆍ광

대역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무선 광통

신 시스템은 radio frequency (RF) 통신 시스템과 달리 넓은 

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별도의 규제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

고, 짧은 파장의 광 반송파를 사용하므로 위성 탑재체의 저전

력화ㆍ소형화ㆍ경량화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더

욱 빠른 전송 속도와 높은 보안성 등 여러 장점을 제공하기 때

문에 무선 광통신은 위성 통신뿐만 아니라 심우주 통신까지 

다양한 우주 임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2].

하지만 위성-지상 광통신 시스템의 경우 신호가 대기권을 

통과하며 대기 손실(atmospheric loss)을 겪으며, 이로 인하

여 전송 성능이 크게 열화된다. 수신 광전력은 기체 분자나 구

름의 수적(cloud droplet), 에어로졸(미세먼지, 매연) 등 다

양한 대기 입자들에 의하여 흡수 및 산란되어 감쇠되거나, 신

호 빔이 통과하는 경로상 공기의 온도, 압력이 시시각각 변하

기 때문에 미세하게 바뀌는 굴절률에 의하여서도 변화한다[3]. 

흡수의 정도는 기체 분자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 다르며, 산란

도 빛의 파장과 입자 크기의 관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때 대부분의 산란은 구름이나 안개에 의한 미(Mie) 산란으

로, 그 손실이 구름 종류와 두께에 따라 수십 dB를 넘기기도 한

다[4]. 또한 맑은 날에도 대기 채널은 비균질ㆍ비등방하며 시변

하는 특성이 있어, 신호 빔의 전파 경로가 바뀌거나(빛살 원더

링 현상) 빛의 세기가 공간적으로 변화하여(신틸레이션 현상) 

수신되는 빛의 세기를 불안정하게 한다[5]. 이러한 대기 채널의 

특성으로 인해 수신 광전력이 수신 감도보다 낮아지면 요구되

는 비트 오율(bit error ratio)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통신 

링크는 단절(outage)된다.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링크 가용성(link availability)이다[6]. 이는 연중 링크

가 단절되는 시간의 비율로, 가용성이 99%인 통신 시스템은 

운용할 수 없는 시간의 합이 1년에 약 3.65일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선 광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특정 지역의 링크 가

용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몇 개의 기지국을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목표한 가용

성을 만족하기 위해 무선 광통신 시스템과 상호 보완하여 운

용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예: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을 추

가 활용해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링크 가용성을 낙관적으

로 예측할 경우 링크 단절이 예상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가용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conservatively)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 손실의 

정도는 지역별, 월별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링크 가용성 분석

은 지역별ㆍ월별로 구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옥외 지상 간 무선 광통신 링크의 가용성은 대기 채널에 의

한 손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계(visibility)나 강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6], 미국[7], 

유럽[8], 슬로바키아[9], 인도[10], 말레이시아[11] 등 다양한 장소

에서 옥외 지상 간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이 연

구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위성-지상 하향 링크는 높은 고도

의 기상 상태가 링크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분

석 방법이 요구된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대기의 액체수함

량(liquid water content) 데이터를 활용하며 위성-지상 하

향 링크의 가용성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12-15]. 참고문헌 
[12]와 [13]은 각각 그리스와 미 대륙에서 시행된 것으로, 대기에 

구름이 있는 경우(액체수함량 > 0) 통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하여 링크 가용성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채널 

모델은 구름이 적고 옅은 경우 송신전력을 높이면 전송이 가

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성이 지나치게 낮게 

분석되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름의 수적이 단

순 분산(monodispersed)하다고 가정하고, 신틸레이션의 영

향을 포함하여 가용성을 분석하였다[14,15]. 그러나 실제 구름은 

수적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구름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보다 높게 가용성을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의 도시(서울,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상기지국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을 이론적

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가 측정한 지난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가용성 

예측을 위해 액체수함량 별 최대 개수밀도(number concen-

tration)를 예상하여 광전력의 흡수 및 산란 손실을 보수적으

로 계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신틸레

이션과 에어로졸이 각각 유발하는 광전력 변화와 감쇠까지 포

함하여 가용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시별 위치 다이버시티(site 

diversity) 기술 적용에 따른 가용성 변화도 함께 예측하였다. 

저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 위성-지상 하향 광통신 시스템의 링

크 가용성을 분석한 결과는 본 논문이 최초이며, 또한 위치 다

이버시티 기술을 적용한 분석도 처음이다. 본 연구 결과는 차

후 우리나라에 무선 광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지역과 개수를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이론적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대기의 액체수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호

가 대기 채널을 전파하며 겪는 대기 손실을 이론적으로 계산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400 km 고도의 저궤도 위성과 지상국

간의 통신을 가정하였고, 송신기의 파장을 1,550 nm로 설정

하였다. 또 위성의 고도각을 20°, 전송거리를 1,000 km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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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

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대기 손실, Latm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

𝐿𝐿��� = 𝐿𝐿� + 𝐿𝐿� + 𝐿𝐿�     (1) 

  

 (1)

여기서 LC는 구름이나 안개에 의한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

(dB), LS는 대기 난류에 의한 신틸레이션 손실(dB), 그리고 LA

는 미세먼지나 매연에 의한 에어로졸 손실(dB)이다.

흡수 및 산란에 의한 손실, LC (dB)는 Beers-Lambert 법칙

과 Kim 모델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6]. 

𝐿𝐿� = 16.97∆ℎ
𝑉𝑉𝑉𝑉𝑉𝑉𝑉 � 𝜆𝜆

550�
��

     (2) 

  

 (2)

여기서 Dh는 구름의 두께(km), V는 시계(km), θ는 위성의 고

도각(rad), 그리고 λ는 빛의 파장(nm)이다. 위 식의 지수 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𝛿𝛿 𝛿

⎩⎪
⎨
⎪⎧

1.6 𝑉𝑉 𝑉 𝑉𝑉
1.3 6 < 𝑉𝑉 𝑉 𝑉𝑉

𝑉.16𝑉𝑉 𝑉 𝑉.3𝑉 1 < 𝑉𝑉 𝑉 6
𝑉𝑉 𝑉 𝑉.𝑉 𝑉.𝑉 < 𝑉𝑉 𝑉 1

𝑉 𝑉𝑉 𝑉 𝑉.𝑉

     (3) 

  

 

(3)

Kim 모델은 비교적 넓은 시계 범위에 대해 정확한 손실을 구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시계는 550 nm 파장의 빛이 대기에서 전파하며 세기가 5%

로 감쇠할 때까지의 전송거리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7].

𝑉𝑉 𝑉 1.002
(𝐿𝐿����� × 𝑁𝑁)�.����      (4) 

  

 (4)

여기서 Lwater는 대기의 액체수함량(gm−3), N은 수적 개수밀도

(cm−3)이다. 위 식의 수적 개수밀도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𝑁𝑁 𝑁 𝐿𝐿�����
4
3 𝜋𝜋𝜋𝜋�𝜌𝜌 𝜌 𝜌𝜌��

     (5) 

  

 (5)

여기서 rV는 평균체적반지름(mean volume radius) (μm)이

고, ρ는 물의 밀도(= 1 g/cm3)이다. 평균체적반지름은 구름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값을 가진다(예, 층운 3.33, 난층운 4.7, 

적운 6)[14].

참고문헌 [14,15]에서는 식 (5)의 개수밀도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체적반지름을 하나의 상수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대기의 

구름이 모두 같은 종류라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흡수 및 산

란 손실이 실제 값과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실제 구름은 수

적이 다분산(polydispersed)하며 구름의 종류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링크 단절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링크 가용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링

크 가용성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액체수함량별 최대 

개수밀도를 예상 및 활용함으로써 최악의 경우(worst case)로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을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최

대 손실 모델을 단순분산 모델과 비교하고 측정 데이터로 검

증하였다. 

액체수함량과 개수밀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18]의 측

정된 데이터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액체수함량에 따른 최대 개

수밀도를 그림 2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log��𝑁𝑁��� = 1.0242 × log��𝐿𝐿����� + 5.3784     (6) 

  

 (6)

참고문헌 [18]의 데이터는 한반도와 위도가 같아 기후가 비슷한 

Fig. 1. Satellite-to-ground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under study.

Fig. 2. Maximum number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liquid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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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에서 측정되어, 우리나라에서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평균체적반지름을 활용

한 식 (5)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을 통하여 얻은 식 (6)을 사용

하여 액체수함량별 최대 개수밀도를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흡수 및 산란 손실의 최대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3은 제시된 최대 손실 모델과 참고문헌 [14]의 단순분산 

모델(평균체적반지름 = 3.33)을, 참고문헌 [19]에서 실제 측정

된 흡수 및 산란 손실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이다. 실제 측정치

는 단순분산 모델의 손실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단순분산 모델을 적용하면 링크 가용성이 실제보다 높

게 계산되어 링크 단절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반면 최대 손실 모델의 손실보다 높게 측정된 

데이터는 없으며, 제시된 모델이 액체수함량별 최대 손실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모델로 기상 데이

터를 분석하면 흡수 및 산란 손실의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링크 가용성을 계산할 수 있다. 

구름에 의한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이 낮은 맑은 날에도 

광전력은 대기 난류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변화하고 대기 중 

에어로졸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감쇠된다. 위성-지상 하향 링크

의 경우 빔의 크기가 비교적 클 때 대기권을 통과하기 때문에, 

빛살 원더링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신틸레이

션 손실은 대기의 굴절률 구조 상수(Cn
2)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데, 본 연구에는 중위도 기후에서 실험적으로 수립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Hufnagel-Valley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0].

𝐶𝐶�
�(ℎ) = 0.00594 � 𝑣𝑣

27�
�

(10��ℎ)��exp � −ℎ
1000� + 2.7 × 10���exp � −ℎ

1500� + 𝐴𝐴exp � −ℎ
100�     (7) 

  
 (7)

               
𝐶𝐶�

�(ℎ) = 0.00594 � 𝑣𝑣
27�

�
(10��ℎ)��exp � −ℎ

1000� + 2.7 × 10���exp � −ℎ
1500� + 𝐴𝐴exp � −ℎ

100�     (7) 

  

여기서 v는 풍속(m/s), h는 고도(m), 그리고 A는 지표면에서

의 굴절률 구조 상수(m−2/3)이다. v와 A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는 각각 21과 1.7 × 10−14이다. 굴절률 구조 상수를 사용하

여 평면파(plane wave)를 가정한 신틸레이션 손실, LS(dB)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𝐿𝐿� = 9.627𝑘𝑘
�

�� � 𝑙𝑙
sin𝜃𝜃�

��
�� �𝐶𝐶�

�(ℎ)     (8) 

  

 (8)

여기서 k는 빛의 파수, l은 링크의 전송거리(m), 그리고 θ는 위

성의 고도각(rad)이다.

에어로졸 손실, LA(dB)은 빛의 파장이 1550 nm이고, 천정

(zenith) 경로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1 dB 이하로 측정되

었으며, 위성의 고도각에 따른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4].

𝐿𝐿� = 1
sin𝜃𝜃      (9) 

  

 (9)

위 수식들로 신호가 대기 채널을 전파하며 받는 대기 손실

(Latm)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위성-지상 하향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을 아래와 같이 예측할 수 있다[15].

𝑃𝑃������������ = 𝑃𝑃�𝐿𝐿��� ≤ 𝐿𝐿������� = 𝑃𝑃�𝐿𝐿� + 𝐿𝐿� + 𝐿𝐿� ≤ 𝐿𝐿�������     (10) 

  
                 𝑃𝑃������������ = 𝑃𝑃�𝐿𝐿��� ≤ 𝐿𝐿������� = 𝑃𝑃�𝐿𝐿� + 𝐿𝐿� + 𝐿𝐿� ≤ 𝐿𝐿�������     (10) 

  

 (10)

여기서 Lbudget은 요구 비트 오율을 충족하기 위해 대기 손실에 

Fig. 3.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aximum loss model and mono-
dispersed model reported in [14]. Fig. 4. Flow chart of calculation of link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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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한 링크 버짓이다. 또한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했을 때

의 링크 가용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𝑃𝑃�������������� � 1 � � 𝑃𝑃�𝐿𝐿�(𝑖𝑖) + 𝐿𝐿�(𝑖𝑖) + 𝐿𝐿�(𝑖𝑖) > 𝐿𝐿�������
�

���
     (11) 

  

 (11)

여기서 n은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할 도시의 수이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의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

템의 링크 가용성 분석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정확한 링크 가

용성 계산을 위해 액체수함량별로 야기되는 최대 흡수 및 산

란 손실을 예상 및 활용하여, 흡수 및 산란 손실의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하였다. 또한 대기 난류가 유발하는 광전력 변화와 

에어로졸 손실은 구름이나 안개에 의한 흡수 및 산란 손실과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신틸레이션, 에어로졸 손실까지 포함하

여 링크 가용성을 분석하였다.

III. 우리나라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의 도시(서울,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10년간(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측정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도시에 지상 기

지국이 위치할 경우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

크 가용성을 예측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ERA5 dataset에서 다운로드 하였으며, 여기에는 대류권 범

위(고도 1 km부터 11 km까지, 500 m 간격)에서의 액체수함

량을 매 1시간마다 측정한 정보가 들어있다. 흡수 및 산란 손

실은 모든 고도에서의 손실을 합하여 각 시간마다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흡수 및 산란 손실의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는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 히스토그램을 4개의 분

포(로그정규분포, 감마분포, 지수분포, 카이제곱분포)로 피팅

한 후 평균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월별 

도시한 결과이다. 손실에 대한 분포를 단일 함수로 피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맑은 날(0–3 dB의 손실)은 별도의 이산 분포로 

표현하였으며, 3 dB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연속 함수로 피팅

하였다. 4개의 연속 함수 분포 중 로그정규분포가 모든 계절

에 대해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의 확률 분포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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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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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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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여기서 p0는 맑은 날의 확률이며, 확률 분포 함수의 면적이 1

이 되도록 지수 q로 정규화하였다. 서울의 3월, 6월, 9월, 12

월의 로그정규분포 피팅 결과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으
Fig. 5. Comparison of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fitting the 
probability distributions.

Fig. 6. Example of log-normal curve fitting. Data are for Seoul, 10 years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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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기 식의 확률분포함수가 측정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 7은 피팅한 확률분포함수의 3가지 파라미터(맑은 날

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를 도시별, 월별로 각각 나타낸 것이

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장마가 있는 7, 8월에는 모든 도시

에서 날씨가 맑을 확률이 5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름에 대기의 흡수 및 산란 손실이 높은 구

름이 낀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그래프에

서 평균은 지역 또는 월별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링크 가용성은 도시별,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 그래프

를 보면 강수량이 적은 봄, 겨울에도 표준편차가 대체적으로 

높은데, 이로써 여름이 아니더라도 흡수 및 산란 손실이 높은 

흐린 날이 여전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손실에 할당한 링크 버짓에 따른 도시별, 월별 링크 가

용성 계산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링크 버짓을 높게 할당할수

록, 운용 시간 중 요구 비트 오율을 충족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은 연중 월평균 강수량이 

가장 높은 7월의 각 도시별 링크 가용성을 표시한 그래프이

다. 같은 월이라도 링크 가용성은 도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

는데, 대구에서 가장 낮고 광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링크 버짓이 20 dB일 경우 두 도시에서의 가용성은 약 18%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두 도시에 지상 기지국을 설치

할 경우 광주의 기지국이 대구의 기지국보다 연간 2달 가량 

더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은 서울의 각 월별 

링크 가용성을 분석한 결과로, 한 도시 내에서도 월에 따라 가

용성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하게 링크 버짓이 

20 dB일 경우 링크 가용성은 2월에 가장 높고 8월에 가장 낮

은 값을 보였으며, 이 둘은 약 22%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위치한 지상국의 운용 가능 시간이 2월에는 20.1일 정도이나, 

8월에는 12.6일 수준으로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 9는 2개, 3개, 5개의 도시에서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

Fig. 7. Parameters for log-normal curve fitting.

Fig. 8. Link availabilities as a function of atmospheric loss budget: In July (left), In Seou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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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때 링크 버짓에 따른 링크 가용성 변화를 예측한 것이

다. 가용성은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는 도시의 수가 같아

도 도시 조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2개 도시 위치 다이

버시티의 경우 대전 및 광주가 가장 높은 가용성을 보였다. 제

일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조합은 부산 및 대구였으며, 최

고와 최악의 조합에 각각 광주와 대구가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보았던 단일 기지국에서의 도시별 링크 가용성 분석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최고 조합의 2개 도시 위치 다이버시티보

다 최악 조합의 3개 도시 위치 다이버시티가 더 높은 링크 가

용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링크 가용성은 위치 다이버시티

를 적용하는 도시 개수가 늘어날수록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 감쇠에 20 dB의 버짓을 할당할 경우 7월의 

최적 링크 가용성은 그림 10과 같이 위치 다이버시티 도시 개

수가 증가함에 따라 96.85%까지 향상된다.

5개 도시 모두에서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할 경우, 링크 

가용성의 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링크 버

짓이 20 dB일 경우 링크 가용성은 96.85%부터(7월) 99.28%

까지(3월) 월별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써 20 dB의 버짓과 5개 

도시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면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

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을 1년 내내 약 97% 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표 1과 같이 

가정하였을 때, APD 수신기로 수신한 1 Gb/s의 신호가 수신

감도(−36 dBm)를 충족하기 위한 신호의 발산각(divergence 

angle)을 대기 손실 링크 버짓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버짓

Fig. 12. Required beam divergence vs. the budget for atmospheric loss.

Fig. 9. Link availabilities as a function of the budget for atmospheric 
loss.

Fig. 10. Link availability for various location diversities.

Fig. 11. Link availabilities as a function of the budget for atmospheric 
loss when 5-site diversity i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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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 dB일 경우에 요구되는 발산각은 4.46 μrad로 분석되

었으며, 이때 흡수 및 산란 손실은 11.5 dB, 신틸레이션 손실

은 5.5 dB, 그리고 에어로졸 손실은 3 dB로 예측되었다. 발산

각에 따른 기하광학적 손실은 33 dB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의 

7월의 링크 가용성은 위치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는 도시의 수 

별로 그림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1 Gb/s급 위성-

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sub-milliradian 수준의 협소한 발산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기 채널에서의 구름에 의한 흡수 및 산란

손실, 신틸레이션 손실, 그리고 에어로졸 손실을 고려하여 우

리나라 위성-지상 하향 무선 광통신 시스템의 링크 가용성

을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링크 가용성을 계산하기 위해 

최대 개수밀도를 예상 및 활용하는 새로운 손실 모델을 제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5개 대표 도시에서 10년간 측정된 기

상 데이터를 분석해 구한 확률 분포 함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별 위치 다이버시티 기술 적용에 따른 가용성 향상도 함

께 예측하였다. 구름에 의한 흡수 및 산란손실은 도시별, 월별

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링크 가용성도 이와 같이 크게 변화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에 의한 강우 감쇠나 위성의 진동 등

이 유발하는 송수신기의 지향 정확도에 의한 손실(pointing 

loss)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링크 가용성은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링크 가용성보다 다소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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