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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 기통신연합에서 권고하는 경로손실 측모델을 이용하여 지상통제소와 무인 항공기 

사이의 공 지 채 에 한 경로손실을 측하고, 이를 공 공 채 로 확장하여 고도  무인 항공기를 기반

으로 하는 공 계 시스템에 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분석한다. 기에 의한 경로손실 측을 해 한반도

의 기후  지리  인자를 활용하 다. 특히 국내의 강우량  유효지구반경 인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에

서 공시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 다. 한, 공 계 송수신기는 재 국내에서 개발 완료된 

공용데이터링크 시스템의 주요지표를 활용하 다. 측 결과로부터 임무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 계 시스템

의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넓어짐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dicted the propagation loss for the air-to-ground (A2G) channel between the ground control 

system and th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using the prediction model for the aircraft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We analyzed the network coverage of the aerial relay system based on 

the medium altitude UAVs by expanding it into the air-to-air (A2A) channel. Climate and geographic factors in Korea 

were used to predict propagation loss due to atmospheres. We used the measured data published by th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TTA) for regional rainfall-rate and effective earth radius factors to 

increase accuracy. In addition, the aerial relay communication system used the key parameter of the common data link 

(CDL) system developed in Korea recently. Prediction results show that the network coverage of the aerial relay 

system broadens at higher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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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 항공기의 활용은 기존에 국방 분야에서 수행

하던 단순 정찰 임무를 넘어서서 운송, 통신 계, 재

난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한 운행과 이착륙을 한 조종통제(C2 : Control 

and Command)나 CNPC(: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뿐만 아니라 임무 데이터를 송하기 

한 용량 데이터링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1-3]. 

미국 국방성이 1991년 이미지  상 데이터 송

을 한 표 으로 공용데이터링크를 채택한 이후, 무

인 항공기의 통신시스템에 공용데이터링크가 리 활

용되고 있다[4]. 그러나 공용데이터링크를 이용하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은 지향하는 고각이 낮을수록 다

경로 페이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이 발

달한 지역에서는 가시선 확보가 어려워 작 반경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지

상통제소와 무인 항공기 사이의 가시선 확장을 목

으로 지상 계소를 고정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하지만, 

여 히 충분한 작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해 고도  이상의 무인 

항공기에는 성통신장비를 탑재하여 음 지역(BLOS 

: Beyond Line-Of -Sight)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작 반경을 확장하기도 한다[3]. 그러나 성

통신장비는 SWaP(: Size, Weight and Power), 성

의 유지보수 비용, 역폭의 제한  통신보안 등과 

같이 많은 제약조건을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고도 장기체공(MALE : Medium-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 항공기 는 고고도 장기체공

(HALE : High-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 항공

기를 활용한 공 계는 장시간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 지역을 임무 시나리오에 맞게 동 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성통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5]. 특히, HAPs(: High Altitude 

Platforms) 분야에서 공 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태양 에 지를 활용하여 역 통신 계를 한 

HALE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8]. [5]

에서는 HAPs를 이용한 역 통신망 구축에 한 

소개와 다양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6]에서

는 Last mile 커버리지 보장의 도  과제에 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지표면에 치하는 사

용자를 한 모바일 셀룰러 서비스, 기상  재난에 

한 원격감시 장치 등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와 같이 다양한 고도에서 운용되는 랫

폼의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

다. 게다가, 기에 의한 다양한 경로손실 요소 에

서 오직 강우에 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정확한 경

로손실이 반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U에서 공시한 항공용 경로손실 

모델인 ITU-R P.2041을 활용하여 공  계기와 임

무기 사이의 경로손실 측한다. 특히 공  계기를 

심으로 다양한 고도에 한 공 계 네트워크 커

버리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  별 임무계획을 수

립할 때, 임무별 작 반경을 사 에 정확히 계획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본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ITU

에서 권고하는 다양한 경로손실 측모델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공 지 무선 채  환경에 가장 합한 

ITU-R P.2041을 이용하여 강우, 기 가스, 구름  

섬 에 의한 경로손실을 측한다. 한, 항공용 공

지 채 의 경로손실 측모델을 공 공 채 로 확장

하여 고도  이상의 무인 항공기에 용 가능한 국

내 공용데이터링크 시스템의 주요지표를 활용하여 

계기  임무기의 고도별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경로손실 측 모델

국제 기연합에서는 무선통신시스템의 경로손실에 

한 다양한 측모델을 권고하고 있다[9-15]. 시스템

에 합한 모델을 선택하기 해서는 송신기와 수신

기 사이의 상  치, 운용주 수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경로손실 측 결과가 달라지므로 운용

지역의 기후  지리  인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아래의 표 1은 ITU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종류의 

경로손실 데이터와 측모델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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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Documentation

ITU-R 

P.528

Propagation curves for aeronautical 

mobile and radio navigation services 

using the VHF, UHF, SHF bands[9]

ITU-R 

P.530

Propagation data and prediction 

methods required for the design of 

terrestrial line-of-sight systems[10]

ITU-R 

P.531

Ionospheric propagation data and 

prediction methods required for the 

design of satellite services and 

systems[11]

ITU-R 

P.618

Propagation data and prediction 

methods required for the design of 

Earth-space telecommunication 

systems[12]

ITU-R 

P.676
Attenuation by atmospheric gases[13]

ITU-R 

P.840
Attenuation due to clouds and fog[14]

ITU-R 

P.2041

Propagation data and prediction 

methods required for the design of 

Earth-space telecommunication 

systems[15]

표 1. 경로손실 데이터  측모델
Table 1. Propagation data and prediction models

2.1 ITU-R P.528

이 모델은 항공  성용 통신장비 는  항

법 장치의 송 손실에 한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셋은 특정 주 수와 고도에 한 곡선과 데이

터의 형태이며 지상  항공, 지상  성, 항공  

항공, 항공  성 간의 송 손실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다. 단말기의 상  고도와 운용주 수 그리고 

가용한 시간 확률에 따라 몇 가지 데이터셋이 제공되

며, 보간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 수와 고도에 해 

분석하는 방법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15.5GHz 이하에 주 수에 해서만 유효하며, 륙성 

온  기후 지역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된 

결과이므로 다양한 기후나 지리  환경에 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2 ITU-R P.530

이 모델은 가시선 통신링크 설계에 고려해야 할 

기 가스, 강우, 회 , 다 경로  교차편 비(XPD : 

Cross Polar Discrimination) 에 의한 경로손실 측방

법을 제공하고, 다 경로 페이딩에 따른 다양한 다이

버시티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단말기가 

지표면 근처에 있는 지상  가시선 통신을 한 경로

손실 측모델이므로 운용 고도가 높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는 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60km 이내의 

통달 거리 내에서만 활용 가능한 한계가 있다.

2.3 ITU-R P.531

이 모델은 리층에 의한  데이터와 측방법

을 제공한다. 가 리층을 통과하면 이온화된 매

체와 자기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분극 회 , 신호

의 군지연, 불규칙한 리층 구조에 따른 섬 , 굴 , 

비선형 편 회   시간 지연에 따른 도 러 등에 의

해 경로손실이 발생한다. 일반 으로 리층에 의한 

경로손실은 12GHz 이하의 주 수에서는 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공용데이터링크와 같이 Ku 역 주 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

2.4 ITU-R P.618

이 모델은 성 통신용 경로손실 측모델로 기 

가스, 강우, 구름, 섬   다 경로에 따른 경로손실 

데이터와 측방법 그리고 각 감쇠에 한 합산방식

을 제공한다. 여기서 기 가스와 구름에 의한 경로손

실은 ITU-R P.676과 ITU-R P.840에서 세부 측방

식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강우에 의한 경로손실은 다양한 기 감쇠 요인 

에서 가장 큰 부분 의 하나이므로 지상  통신과 

성통신 시스템을 심으로 많은 경로손실 측모델

이 연구되어왔다. 오늘날에는 ITU 모델과 Crane 모델

이 가장 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 으로 ITU 모델보

다 Crane 모델이 더 큰 감쇠량으로 측된다. ITU 모

델은 Yamada에 의해 그 신인 CCIR 모델에 한 

개선이 제안된 이후, 가용확률 99.9%에서 약 20% 미

만의 오류로 측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Yamada는 CCIR 모델과 Crane 모델을 포함한 8개의 

경로손실 모델을 비교한 결과, CCIR 모델이 가장 정

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6]. 이 권고안은 유효 강우 



JKIECS, vol. 15, no. 01, 21-30, 2020

24

구간에 해서 연평균 강우확률 0.01%에 한 경로손

실을 측하고 스 일링 실험식을 통해 다른 강우확

률에 해서 측하는 방식이다. 

이 측모델은 섬 에 의한 경로손실 측 방식을 

함께 제공한다. 섬 에 의한 효과는 주 수나 경

로에 따라 함께 증가하며 기 수증기에 의존하는 공

간굴 률과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 섬 에 의

한 감쇠는 주로 난류 경계층을 통과하는 의 굴

에 의해 나타나며, 다 경로 페이딩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표면과 성 사이

의 는 기 굴  효과에 의해 지표면 방향으로 

휘어진다. 따라서 겉보기 고각은 자유공간 고각보다 

더 크다. 일반 으로 겉보기 고각이 5° 이상이면 차이

는 작지만 5° 이하이면 차이가 커지므로 이를 고려하

여 측해야 한다.

ITU-R P.618 모델은 국내 공용데이터링크를 한 

Ku 역 강우 감쇠 측을 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

었던 모델이다[18-19]. 그러나 무인 항공기는 일반 으

로 성보다 매우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고

도 차이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ITU는 최근 

ITU-R P.618을 활용하여 항공기에 용 가능한 측

모델로써 ITU-R P.2041을 권고안으로 공시하 다.

2.5 ITU-R P.676

이 모델은 기 가스에 의한 경로손실 모델이다. 

기 가스에 의한 경로손실은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에 

한 개별  산출 합으로 나타나며 주 수, 압력, 온도  

습도의 함수로 표 된다. 기에 포함된 산소나 수증기

와 같이 임의의 분자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손실은 특정 

주 수 역에서 넓은 흡수 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ITU-R P.676에서는 연산기법과 간소화 기법을 통한 경

로손실 측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연산기법은 

분  기법을 이용하여 기체의 분자특성에 의해 발생하

는 주요 흡수 역에 한 특성 라미터를 활용한다. 

한편 간소화 기법은 연산기법을 기반으로 주요 흡수 

역을 커 피  하여 얻는다. 간소화 기법은 각 주 수 

역에서 10% 이내의 오차, 일반 으로는 0.1dB/km 이

내의 오차 수 으로 비교  정확하게 측된다. 그러나 

60GHz 인근 역과 같이 특정 분자에 의해 비선형 인 

감쇠 특성이 나타나는 주 수에 해서는 정확한 경로

손실 측을 해 연산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2.6 ITU-R P.840

이 권고안은 공간 경로상의 구름과 안개로 인한 감

쇠를 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 으로 1mm 미

만의 크기를 가지는 구름과 안개를 Rayleigh 근사화

를 통해 산출한다. 구름에 의한 경로손실은 구름에 포

함된 액체 상태의 물에 한 특성 감쇠 계수와 원주

함유량을 이용하여 측할 수 있다. 여기서 특성 감쇠 

계수는 주 수 함수로 표 되는 물의 유 율에 해

서 Rayleigh 산란을 기반으로 하는 이  Debye 모델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기 가용확률에 

따라 도  경도별 1.125° 간격으로  세계의 원주

함유율을 데이터셋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일반 으로 구름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해발 13km 

이하의 다양한 고도에서 존재하지만, 무인 항공기의 

고도와 계없이 그 로 용해서 보수 으로 설계 

마진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2.7 ITU-R P.2041

이 모델은 성통신용 경로손실 모델인 ITU-R 

P.618을 기반으로 항공기에 합한 경로손실 측을 

해 연구되었다. 기존의 ITU-R P.618을 이용하여 지

상통제소와 성 간의 경로손실과 항공기와 성 간

의 경로손실을 각각 측하여 두 결과의 차이를 계산

함으로써 지상통제소와 항공기 사이의 공 지 채 에 

한 경로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무인

기 는 항공기와 같이 성보다 비교  낮은 고도에

서 운용되는 시스템에 합하다.

Ⅲ. 기에 의한 경로손실 측

3.1 공 지 채 의 경로손실 측 방법

ITU-R P.618은 성 통신용 경로손실 모델이다. 

따라서 공  랫폼이 수백 km 이상의 고도에 치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는 수 km~수

십 km 수 의 비교  낮은 고도에서 운용된다. 따라

서 항공기에 성 통신용 경로손실 측모델을 그

로 용할 경우 실제보다 더 큰 감쇠량이 반 될 수 

있다. ITU는 항공기 시스템의 경로손실 측의 정확

성을 높이기 해 ITU-R P.2041 권고안을 공시하

다. ITU-R P.2041 측모델은 ITU-R P.618 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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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기반으로 공  랫폼의 고도 정보를 반 한 수

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 가스, 강우, 구름  섬 에 의한 

경로손실 공 지 채 에 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고, 한 합산방식을 통해 기에 의한 총 

경로손실을 측한다. 여기서 기 가스는 ITU-R 

P.676, 강우와 섬 은 ITU-R P.618, 구름은 ITU-R 

P.840의 권고안을 활용한다. 

그림 1은 ITU-R P.618 측모델을 기반으로 고도

와 치정보를 기반으로 공 지 채 로 확장하는 

측 개념도를 보여 다.

 

Airborne-space

Latitude & longitude of
airborne platform

Latitude & longitude of
meteorological paramet

그림 1. 공 지 채  측모델의 개념도[15]
Fig. 1 Concept of the A2G channel for 

prediction model[15]

지상통제소와 항공기 사이의 경로손실 측을 해 

그림 1과 같이 지상통제소에서 항공기를 바라보는 방

향에서   에 가상의 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성 통신용 경로손실 측모델을 이용하여 

지상통제소와 성 사이의 경로손실 측 결과와 항

공기와 성 사이의 경로손실 측 결과의 차를 구함

으로써 공 지 채 에 한 경로손실을 측하는 방

법이다. 

먼 , 기 가스와 강우에 의한 경로손실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2)   

기 가스에 의한 경로손실은 건조공기와 수증기에 

의한 경로손실로 나타나며 식 (3)과 같이 표 된다.

 sin
  (3)

여기서 와 는 각각 건조공기와 수증기에 의

한 경로손실이다. 단, 성과 항공기 사이의 건조 공

기에 의한 경로손실 구할 때는 식 (3)의 를   




으로 환산하여 용함으로써 항공

기 고도에 의한 기 도를 반 해야 한다. 

한편, 구름의 경우에는 다르다. 일반 으로 서로 다

른 구름 유형이 수직 범 에서 다른 고도에 생성되므

로 항공기의 고도에 따른 구름 감쇠 측은 어렵다. 

부분 구름은 강우의 높이로부터 6km 사이의 구간

에서 발생하므로 체 경로 길이에서 구름의 범 를 

통과하는 총 원주함유율을 선형 인 비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더 정확한 구름 감쇠를 측할 수 있다.


 











×

 
  ≤  ≤ 

 

(4)

그러나 모든 고도에 해서 성 모델의 측 결과

를 그 로 용시켜서 보수 으로 링크 마진을 설정

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편, 섬 에 의한 경로손실은 난류 경계층을 통과

하면서 발생하므로 식 (5)와 같이 의 경로상에 

난류 경계층을 포함하는 강우 구간이 경로상에 존재

할 때만 반 한다.


 

 for  
 

(5)

이제 기에 의한 총 경로손실을 아래의 식(6)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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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 가스와 구름에 의한 경로손실을 측

할 때, 1% 이상의 비가용 확률에 해서는 모두 1%

에서와 동일한 값으로 용한다. ITU 측모델에서 

는 일반 으로 비가용 확률을 나타내는데, 비가용 

확률이란 연평균 기 상태가 악화된 시간 비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용확률이라는 용어는 

를 의미한다.

3.2 공 지 채 의 경로손실 측 결과

기 가용도에 따른 의 경로손실 측 결과를 

도출하기 해 공용데이터링크를 용하는 고도 장

기체공 무인 항공기의 운용 조건과 한국의 기후  

지질학  인자를 활용하 다. 아래의 표 2는 고도 

장기체공 무인 항공기의 운용 조건과 한국의 기후  

지질학  인자를 보여 다.

parameter Value Unit

frequency Ku GHz

antenna polar. 90 °

antenna eff. 0.5 -

rainfall ratefor 0.01% 95.09 mm/hr

height of 0°C 3.589 km

height of Rains 3.949 km

height of the GCS 0.482 km

effective radiusof the earth 8704 km

relative humidity 64.4 %

temperature 19.5 °C

pressure 959.9 hPa

latitude 37.57 degree

longitude 126.98 degree

표 2. 고도 장기체공 무인 항공기 운용 조건과 
기후  지질학 인자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MALE UAVs, the 
climate and geological factors

여기서 강우율과 지구유효곡률 반경은 TTA에서 

공시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20], 0°C 등온선

의 높이와 강우 높이는 [21]를 참고하 다. 한, 기후 

 지리  조건은 서울을 기 으로 설정하 다. 기

에 의한 경로손실은 가 가용확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기 가용확률이란 연평균 사용 가능

한 기의 상태에 한 시간 비율을 의미한다. 를 

들어 기 가용확률 90%는 1년  약 36.5일을 제외

한 나머지 시간 동안 가용한 수 의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2는 무인 항공기가 고도 장기체공 무인 항

공기의 운용 고도로 분류되는 해발 13.72km에 치할 

때[22], 99% 기 가용확률에서 운용 거리별 경로손

실 측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의 결과로부터 무인 

항공기의 운용 고도가 일정할 때, 운용 거리가 멀어질

수록 기에 의한 경로손실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운용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강우 구간이 길

어지고, 낮은 지향 고각으로 인해 섬 에 의한 경로손

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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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리에 따른 경로손실 측 결과
Fig. 2 Prediction results of the propagation loss by 

distances

그림 3은 기 가용확률에 따른 운용 거리별 경로

손실 측 결과이다. 기 가용확률이 높을수록 경로

손실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 다.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Distance[km]

0

5

10

15

20

25

30

35

40

P
at

h 
lo

ss
[d

B]

99.9%
99.8%
99.5%
99%
98%
95%
90%

그림 3. 기 가용확률에 따른 거리별 경로손실 
측 결과

Fig. 3 Prediction results of the propagation loss by 
distance according to available probabilities of 

Atmospheres

그림 4는 공 지 채  환경에서 항공기가 100km의 

거리에 치한다고 가정할 때, 99%의 기 가용확률

에서 항공기 운용 고도의 변화에 따른 경로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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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결과이다. 운용 거리가 일정할 때, 고도가 높아

질수록 경로손실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지향 고각이 낮아지면서 기 가스, 구름  강우 

구간이 짧아지므로 경로손실이 어들고, 난류 경계층

에 의해 발생하는 섬 에 의한 경로손실이 격하게 

어들기 때문이다. 한, 강우에 의한 경로손실이 약 

4km 지  이하에서 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강우 구간은 약 3.949km 이하에서 형성되

므로 고도가 낮아질수록 강우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

이다. 이 결과는 무인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 성능과 

작 반경이 주어졌을 때, 경로손실을 반 한 링크버짓 

분석 시, 고도의 요성에 한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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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도에 따른 경로손실 측 결과
Fig. 4 Prediction results of the propagation loss by 

altitudes

 그림 5는 기 가용확률에 따른 운용 고도별 경로

손실 측 결과이다. 기 가용확률이 높을수록 경로

손실이 증가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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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 가용확률에 따른 고도별 경로손실 
측 결과

Fig. 5 Prediction results of the propagation loss by 
altitudes according to available probabilities of 

Atmospheres

3.3 공 공 채 의 경로손실 측 결과

공 공 채 에 한 경로손실은 3.2장의 공 지 채

의 경로손실 모델을 수정하여 측할 수 있다. ITU

의 경로손실 측모델은 지상통제소의 고도를  세

계의 지역별 평균 해발고도를 기반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지상통제소의 고도는 두 가지 목

으로 이용된다. 첫 번째 목 은 항공기를 바라보는 

지향 고각을 산출하기 해서다. 여기서 산출된 지향 

고각은 다양한 기 요인에 의한 유효한 경로손실 구

간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12]. 두 번째 목 은 지상통

제소의 고도에 따른 온도와 압력을 산출하기 한 용

도이다[23]. 온도와 압력은 기의 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기에 의한 경로손실 측에 요한 

라미터가 된다. 상기의 두 가지 목 을 고려할 때 지

상통제소의 고도를 임무기가 운용되는 고도로 체함

으로써 공 공 채 에 한 경로손실을 간단하게 

측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림 6은 공 공 채 에서 공 계 시스템의 고도

별 경로손실을 측한 결과이다. 공  계기가 구

도 무인기의 운용 고도인 13.72km에서 운용할 때, 임

무기의 고도  거리별 경로손실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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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 공 채 에서 공 계 시스템의 
경로손실

Fig. 6 The propagation loss of an aerial relay 
system in air-to-air channel

임무기의 운용 고도가 낮을수록 거리별 경로손실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임무기가 6km 이상에서 운용

되면 기에 의한 경로손실은 1dB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구름에 의한 경로손실이 일반

으로 해발고도 6km 이하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무

시될 수 있으며, 강우  섬 에 의한 경로손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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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구간과 난류 경계층의 높이를 고려하면 거의 무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공 계 시스템의 커버리지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형 술  무인 항공기에 용되

는 공용데이터링크 시스템의 주요 라미터를 활용하

여 공 계 시스템의 고도별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분석한다.

공 계 시스템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의 경

로손실과 송수신기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의 

경로손실은 자유공간 경로손실과 기에 의한 경로손

실의 합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자유공간 경로손실은 

다음과 같다.

  log
 



(9)

자유공간 경로손실은 공  계기와 임무기 사이의 

거리와 운용주 수만으로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지만, 

기의 상태나 무선 채  환경을 제 로 반 하지 못

한다. 따라서 공  계기와 임무기 사이의 상  

치, 운용지역의 기후  지리  요인뿐만 아니라 기 

가용확률을 고려한 경로손실 측이 필요하다.

표 3은 한국형 술  무인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공용데이터링크의 시스템 라미터이다.

Parameter Value Unit

frequency Ku GHz

band width 40 MHz

Tx power 37 dBm

Tx cable loss 2 dB

Tx antenna gain 27 dBi

EIRP 62 dBm

atmospheric variable dB

noise SPD@290K -174 dBm/Hz

Rx antenna gain 27 dBi

Rx antenna polar. loss 3 dB

Rx cable loss 2 dB

Rx noise figure 7 dB

표 3. 술  공용데이터링크 주요 라미터[24][25]
Table 3. Parameters of tactical common data 

link[24][25]

더 실 인 경로손실을 측하기 해서 공  

계기와 임무기를 공용데이터링크 기반의 고도 장기

체공 무인 항공기으로 가정하 다. 여기서 역폭, 

이블 손실  안테나 편 손실은 임의로 설정하 으

며, 각 라미터는 시스템 구조와 구성품의 장착 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7은 한국형 술  무인 항공기의 공용데이터

링크 시스템 라미터를 활용하여 자유공간 경로손실

과 기에 의한 경로손실 측을 통해 네트워크 커버

리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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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 공 채 에서 공 계 시스템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Fig. 7. The network coverage of an aerial relay 
system in air-to-air channel

분석 결과로부터 수신기의 안정 인 복조를 해 

약 15dB의 신호 잡음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지표면에서는 약 50km, 고도 6km 이상에서는 약 

110km 이상의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TU에서 권고하는 다양한 경로손실 

측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리층 이하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용 경로손실 측모델인 ITU-R 

P.2041을 기반으로 공 지 채 에 한 경로손실을 

측하 다. 한, 공 지 채 을 공 공 채 로 확장

하여 공 계 시스템의 고도별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분석하 다. 측 결과로부터 공 계 시스템이 가시

선 확보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에 의한 경로손

실 차원에서도 임무기의 작 반경 확장에 효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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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용

데이터링크 기반 공 계 시스템의 네트워크 커버리

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고도에서 운용하는 

제  별 임무기의 작 반경 계획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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