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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icrowave 무선 링크에서 거리에 따라 고 품질의 무선 링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선 페이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링크 거리에 따라 동일한 고정 변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거리에 따른 페이딩 발생 확률의 증가로  
장거리의 경우 요구 가용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AM(Adaptive Modulation)이 유용하지만 AM
만으로는 가변되는 전송량으로 인해 가용도 보장에 제한사항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 링크 거리를 고려한 전송 성능 
향상 기법을 제안 했었다. 그러나, 이전 방법은  변수를 고려한 수식을 제시하지 않아 공통 적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무선 링크에서 가용도 보장을 위한 페이드 마진을 고려한 AM에 기반한 우선순위 
트래픽 전송량 산출식을 제시하고 채널 대역폭 비교를 통한 최적화된 적응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Microwave Radio L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adio fading to consistently assure the radio link of the high 
quality as the distance. If the fixed modulation is used for the microwave radio link, it is difficult to keep the high 
availability of link for the case of the long distance. Adaptive Modulation(AM) provide good quality on microwave 
link, but the application of the only-AM is not enough to provide the availability assurance due to the fluctuating 
characteristics of link capacity. Our previous study has proposed the improvement method of transmission in 
association with the distance, however the previous method needed to make up for the common application. There was 
no suggestion of a mathematical formula with a variabl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ized Adaptive 
Transmission Techniques with calculating formula of the priority traffic transmission capacity based on AM in 
consideration of the fade margin for the availability assurance as the distance and the comparison of the channel 
bandwidth for Long-distance Radio Link.  

키워드 : 비가용도 또는 가용도, 거리, 적응변조, 대역폭 

Key word : Unavailability, Distance, AM(Adaptive Modulation),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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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Microwave 무선 링크 시스템은 고속으로 대용

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경제적이고도 효

율적인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미래 

NCW(Network Centric Wafare)로의 전장 환경 진화에 

발맞추어 장거리 무선 통신 기반 체계의 경제성과 신

뢰성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향상과 효율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의 전송 방식을 활용하면서 혼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개선된 전송 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 이러한 무선 전송 링크는 열잡음과 간섭에 기인한 

페이딩과 다중 경로로 야기되는 신호의 왜곡에 대해 

극복이 가능한 고 품질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고 품질

의 신뢰성을 지닌 망을 설계하기 위한 척도로써 가용

도가 사용된다. 가용도는 Microwave의 경우 페이딩으

로 인한 장애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 없이 운용되

는 시간을 의미한다. Microwave 무선 링크 예측 방법

은 장거리에서 링크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

다. 장거리일수록 페이딩 발생 확률의 증가로 고 신뢰

의 QoS 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1]. 무
선 링크에서 고 품질의 무선링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채널 페이딩 환경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고정된 변조방식(Fixed Modulation)은 전송 

속도는 변하지 않으나, 거리에 따라 변경됨 없이 동일한 

고정된 변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리에 

따른 페이딩 발생 확률의 증가로 무선 링크의 품질은 변

화될 수 있으며, 높은 가용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무선 링크 환

경에 적응하여 높은 가용도로 고 품질의 신뢰성을 지닌 

망을 유지하기 위해 AM(Adaptive Modulation)기법을 

통해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임의 시간 페이딩 발생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AM 만으

로는 가변되는 전송속도로 인해 전송 지연 등 QoS 보장

을 제공함에 있어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고정 변조 방식의 무선링크와 가변 적응형 변조 방식 적

용시 성능 분석을 통해 무선 전송의 효율적인 보장 및 

향상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 가용도 보장을 위해 거리에 따른 

최적 변조 스킴을 기반으로 한 트래픽과 최적 대역폭 

할당을 고려한 효과적인 적응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우

리는 앞선 연구에서 가용도와 링크 거리를 고려한 전송 

성능 향상 기법을 제안 했었다[9]. 그러나, 앞선 제안 기

법에서는 변수를 고려한 수식을 제시하지 않아 계산 과

정이 다소 복잡하였다. 여기서는 수신신호 세기와 가용

도 및 거리값을 변수로 하여 대역폭과 관계하여 회선 

설계를 위한 우선순위 트래픽 전송량 설정 산출식을 제

시하고 이를 통해 장거리 가용도 보장을 위한 적응 전

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군 장거리 Micro wave 무선 전송 시

스템 분석을 수행하여 무선 링크 환경을 모델링하고 모

의 실험 및 분석을 통해 기존 고정 변조 기법과 가용도

를 고려한 거리별 트래픽 전송의 개선된 AM 기법과의 

비교를 정량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관련 부

분의 고찰 내용을 기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Microwave 무선 링크에서의 가용도와 무선 링크 거리

를 고려하여 도출된 산출 수식을 제시하고 적응 전송 

기법을 설명하며 Ⅳ장에서는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무선 링크에서의 AMC 기반 트래픽 제어를 통해 높

은 가용도 경로 설정, 예비 채널 경로, 트래픽 흐름에 따

른 대역폭 재할당 기법을 [2]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거리에 따른 적응 변조 적용 방법과 운용 회선

을 고려한 최적의 채널 대역폭 선택에 대해서는 고려되

지 않았다. [3]에서와 같이 반자동화된 Microwave 
Radio Link Planning Tool을 활용해 링크 버짓 예측이 

가능하지만 거리와 AM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4]에
서는 AM기술 적용 QoS 트래픽을 고려할 경우의 링

크 가용도의 평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5]에서는 AM 
Microwave 무선 링크에 대한 채널 코딩과 신호 복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서 AM 적용

의 경우에도 가용도, 링크 거리, Fade Margin, 채널 대

역폭 할당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Microwave 무선 전송 링크를 포함하는 장거리 무선 

통신 환경에서 고품질의 강건하고 효과적인 망을 설

계하기 위해서는 무선 구간에 대한 링크 버짓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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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링크버짓에서 2개 노드간 모든 이득(G) 과 손실

(L)을 고려하여 송신출력(TP:Transmitter Power)과 수

신신호세기(RL:Receive Level)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RL[dBm]=TP[dBm]+G(dB)-L(dB)           (1)
                                            

상기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간에 LOS(line of sight) 
환경이 보장되고 무선 링크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환경

에서 적용하는 Free space model 에 대한 경로 손실 관

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log (1)-1
 거리
주파수

여기서 d 와 f 에 따른 L값과 가용한 TP 와 안테나 이

득 G를 적용, 전송라인에 의한 L값을 포함하여 식 (2)로
부터 무선 링크 구간에 대해 수신신호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수신신호세기(RL)와 수신감도(Rth) 사이의 차이를 

Fade Margin 으로 나타낸다. 

RL(dBm)-Rth(dBm)=Fade Margin(dB)         (2)

여기서, 수신감도의 산출식[8]은 다음과 같다.

    log           (3)

 열잡음전력
  채널대역폭에서의대역폭
  잡음지수
  신호대잡음비  

상기 수식에서 수신감도와 수신신호세기 산출이 가

능하고 차이 값을 통해 Fade Margin이 도출된다.
무선 링크에서의 비가용도 예측 방법에서 B-V 

(Barnett-Vigants)와 ITU Model에 대한 Micro wave 링
크 예측 방법의 비교[1]를 통해 장거리 구간에서 B-V모

델이 Multipath에 기인한 비가용도가 ITU Model 에 비

해 높은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고, 거리에 따른 

Fade Margin이 링크의 가용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함을 알 수 있다. B-V model 비가용도(P)에서 도출된 

Fade Margin(M)은 다음과 같다. 

log ×  ∙∙∙      (4)

기후및지형지수
 주파수
거리

                            

디지털 무선 중계 시스템에 대한 목표 비가용도[10, 
11]는 다음과 같다.

  ×                  (5)

  임의달이상동안 

 ×                     (6)

  임의달이상동안 

식 (3)에서 대역폭에 따라 수신감도의 값이 변화하게 

된다. 거리에 대한 Fade Margin 변화를 고려한 AM 적
용 기법과 고 신뢰의 QoS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전송을 

위해서는 대역폭[6,7]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 개의 

waveform에 대한 심벌 레이트(Rs)와 대역폭(B), 전송

량(Rb)은 다음과 같다.

  ×                          (7)

심벌당비트의수 log
의경우 의경우

   ××                  (8)


     
   

무선 링크에서 장거리일수록 페이딩 발생 확률의 증

가로 가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적응변조 기법의 적

용으로 저차 변조시 수신감도 성능 향상, Fade Margin 
확보를 통해 가용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적시에 

보내고자 하는 전송량과 이와 관련된 대역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수 채널 운용 필요시 

대역폭 가변 할당과 무선 전송거리를 고려한 최적 적

응 변조 전송 기법으로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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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거리 무선 링크에서의 가용도 보장을 위한 

적응 전송 기법 

본 장에서는 무선 링크에서의 거리에 따른 요구 가용

도 보장을 위한 Fade Margin 변화를 고려한 최적 변조 

스킴을 기반으로 우선순위 트래픽 전송, 최적 대역폭 

할당을 통한 적응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 대한 적용 계통도는 Fig. 1 과 같다. 우

선순위 전송량, 최적 대역폭, 최저 QAM, 최대 QAM 
설정으로 적응 변조를 수행하여 입력 포트에서 우선순

위 트래픽 포트와 일반 트래픽 포트를 통해 전송하도

록 한다. 

그림 1. 제안 기법의 계통도

Fig. 1 Block Diagram of Techniques for proposal

상기 Fig. 1 변조 스킴 동작시 변조차수에 따라 수신

감도도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요구 가용도와 거리를 

고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최저 QAM 변조시 트래픽 

전송량을 우선순위 전송량으로 전송 설계토록 한다.  

     ≥           (9)

무선 경로에 대한 링크 버짓은 식 (1)과 식 (2)를 통해 

알 수 있고, 수신감도는 식 (3)에서 나타내었고, Fade 
Margin(A(dB))은 식 (4)와 같다. 이를 통해 수신신호세

기(RL)와 Fade Margin(M), 수신감도와의 관계식은 (9)
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       (10)

  신호대잡음비  

여기서   log      

(dB)(Available SNR)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log   
log×∙∙∙
  log   

 (11)

여기서, No=-174(dBm/Hz), NF=3(dB)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비가용도(P)와 

거리값(d)을 변수로 하여 대역폭을 고려한 우선순위 트

래픽 전송량 설정 산출식을 제시한다.  

   log  
(12)

      
    log  

여기서 B 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의미이며, 는 

-3dB 대역폭에 대한 차이값이다. 
거리 d 에서의 우선순위 트래픽 설정 전송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13)

  채널대역폭에서의심벌레이트








      
      
      

  심벌당비트수
         

여기서 , ,  은 채널 대역폭 30(MHz), 

40(MHz), 56(MHz) 에 대한 심벌 레이트를 의미한다. m
은 식 (12)에 의해 ASNR값이 산출되며, Table 1.에서 

ASNR 각 행별 (1)로부터 (9)에 이르는 MIN. QAM 
MOD(최저 QAM변조) 중 m 값 2에서 10까지의 수 중

에서 해당하는 심벌당 비트의 수이다.  
Table 1에서 SNR8Q 는 8QAM 변조시의 SNR값이

며, SNR16Q ... SNR1024Q 또한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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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NR에 대한 전송량

Table. 1 Capacity about ASNR

식 (12)에서 대역폭을 고려하여 요구 가용도, 거리 입

력 후 ASNR이 산출되고, Table 1.에서 해당 ASNR 에 

적용되는 QAM 변조시의 BER=10E-n에서의 SNR값과

의 차이값과 해당 m 값을 확인하고 대역폭에 맞는 심벌 

레이트를 곱하여 우선순위 트래픽 전송량을 산출한다. 
이 때의 QAM MOD를 최저 QAM 으로 설정이 가능하

고 최대 QAM을 기반하여 AM을 동작하도록 한다.  목
표 가용도 산출식 (5),(6)에 의거 우선순위 전송량과 전

체 전송량을 고려하여 채널 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무선 전송 링크에서 채널 환경이 페이딩의 발생으로 

열악해지는 경우 적응 변조 기반 우선순위 트래픽 전송

을 통해 링크의 품질 저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용도 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트래픽 속성에 의

한 전송량을 설정하고, 주파수 자원을 고려하여 기존 

대역폭 또는 추가 가용 대역폭 할당을 통해 최저 전송

량과 최대 전송량에서의 전송 트래픽의 속성을 반영하

여 일반 트래픽 전송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장거리 무선 링크에서의 가용도 

보장을 위한 적응 전송 기법에 대한 산출식을 토대로 

하여 실제 적용을 위한 절차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이 

절차는 Microwave 링크 구성은 물론, 무선 백홀 네트

워크, 무선 데이터 링크와 같은 무선 전송 시스템에 적

용이 가능한 절차이다. 1.프로파일로 링크 거리와 요구 

가용도를 확인하고 2.링크 버짓 계산을 통해 3.대역폭

을 고려한 ASNR 값을 도출한다. ASNR 값이 최대 

QAM에서의 SNR 값보다 클 경우, 4.최대 QAM 변조

로 전송량을 설정하여 5.고정 대역폭과 채널 수를 결정

한다. ASNR 값이 최대 QAM 에서의 SNR 값보다 작을 

경우, 4.최저 QAM 변조에 대해 우선순위 전송 가용량

으로 설정하고 5.전송할 트래픽의 속성을 확인하여 일

반 전송량을 포함하는 전체 전송량에 대한 6.적응변조 

스킴과 7.채널 수를 설정하도록 한다. 보내고자 하는 

전송량이 전체 채널 전송량에서 수용가능한지 확인하

고, C/I (원하는 신호와 원하지 않는 신호와의 비)값이 

보호비이상인지 각 채널 별로 확인 후 설정을 완료토

록 한다.   

그림 2. 가용도 보장을 위한 적응 전송 기법의 절차도

Fig. 2 Flow Chart with the procedure of Adaptive Trans- 
mission Technique for the Availability Assurance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기존의 고정 변조방식

대비 링크 거리별 적응 변조 기반 대역폭을 고려한 우

선순위 전송량 설정과 적응 전송 기법을 통해 기존 고

정 변조 방식 또는 단순히 AM만 적용할 경우 거리의 증

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링크 품질 저하에 대비가 가

능하다. 장거리에서의 무선 환경에서 효과적인 무선 전

송 성능 향상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선 전송 링크 

및 나아가 무선 네트워크 설계와 연관하여 기술적, 경
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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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의실험 및 분석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에

서의 값을 이용하여 상기 Fig 1.과 (12),(13)에 근거한 

동작을 통해 Table 2의 파라미터 값으로 MatLab을 활

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군 MicroWave 통신 

거리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장치의 파라미터 수치를 입력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ASNR, 
전송량, 비가용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2 The parameter of the simulation

파라미터 설정/값

무선전송 방식 Frequency Division Duplex

주파수(F) 7.4 GHz

수신레벨(RL) -35 dBm, -40 dBm

링크 거리(D) 10 ∼ 160 Km(10km 단위)

기후 및 지형지수 평균 환경기후, 건조한 산악지역

제안한 식 (12)에서 요구 비가용도를 식 (6)에서 거리

별로 산출된 값을 적용하였으며, Table 3.은 수신신호 세

기를 –40(dBm)으로 가정하였고, SNR (BER=10E-6) 
기준은 ITU-R F.1101에 제시된 값을 근거로 하였다[12]. 
Table 3은 우선순위 전송을 위한 전송량과 최대 전송량

에 대해 거리별로 수행한 결과이다. 전송량은 Guard 
frame, QoS파라미터, 데이터 압축 전송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다. 
요구 가용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역폭을 고려한 최저 

QAM과 최대 QAM의 선정이 가능하다. 
대역폭이 클수록 장거리에서 전송효율이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역폭에 따른 ASNR 
값의 차이가 전송하고자 하는 심벌당 비트 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에 따라 고정 변조의 경우 가용도는 변화할 수 

있으며, 가변 변조 적용시 장거리일수록 심벌당 전송 

비트의 수를 고려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이버시티 방식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이므

로 실제 장거리의 경우 다이버시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구 가용도보다 개선된 결과로 나타난다.

표 3. 가용도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변조 스킴 설계와 전송량 

시뮬레이션 결과 (수신신호세기 기준 = -40dBm)
Table. 3 The Result of the Required Modulation Scheme 
design & Throughput for the Availability Assurance (The 
Reference of RL = -40dBm) 

Fig 3은 링크 거리 100(km)에서 최저 QAM 과 최대 

QAM 시의 3가지 대역폭에 대한 비가용도(P) 변화를 

나타낸다. 가용도 보장을 위해 적응 변조 기반 거리에 

따른 우선순위 트래픽 설정과 전송 설계가 필요함을 보

여준다. 심벌 당 비트 수가 많은 QAM 변조와 대역폭이 

클수록 비가용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의 전송량 시뮬레이션은 각 거리에서 본 제안이 

적용된 AM 기법에 의한 최저 QAM에 해당하는 심벌당 

비트(Priority Capacity), 여기서 최대 QAM의 심벌당 

10개 비트가 전송되는 변조 스킴으로 동작(Average 
Capacity)하는 환경과 고정 변조(Fixed Modulation)로 

동작하는 환경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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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리 100 km에 대한 QAM변조에 따른 비가용도

Fig. 3 Unavailability as QAM modulation for 100 km 
distance 

그림 4. 거리에 따른 우선순위와 평균 전송량

Fig. 4 The priority & average Capacity as the distance

대역폭 30MHz, 40MHz, 56MHz 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거리에 따라 전송하고자 하는 전체 전송량은 

평균 전송량보다 적어야 하고 요구 가용도를 충족하는 

우선순위 전송량을 통해 효과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나

타내고 있다. 평균 전송량이 장거리일수록 수신신호 세

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순위 전송량에 대

한 차이는 대역폭이 적을수록 적어지며, 전송효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거리에 따른 제안된 기법과 비가용도 비교

Fig. 5 The comparison of unavailability for proposed 
technique as the distance

Fig 5는  거리에 따른 요구가용도 대비 본 제안 기법 

적용 동작에 의한 우선순위 전송과 고정1024QAM 전
송시의 비가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제안 적응전송기

법 적용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구 비가용도 이하를 유

지하는  양호한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무선 통신 환경의 다양한 링크

에서 가용도를 보장하기 위한 링크 거리를 고려한 가변 

변조 기반 우선순위 전송량 설계와 산출식을 제시하고 

대역폭 최적화를 고려한 적응 전송 기법을 제안하였다. 
적용 가능한 장비의 파라미터 수치를 활용하여 실험하

고 결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거리가 증가할수록 제안된 

기법은 전송 효율, 비가용도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차별

화된 성능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거리별 다양

한 무선 링크에 적용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거리 통신, 데이터링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장거리 무선 

통신망과 데이터링크의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방안에 중

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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