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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안지역인 제주도-진도에서의 실제 기상데이터와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기 굴절 기울기에
따른 전파 경로손실을 분석하고, 실측결과와 비교하여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트
랩의 위치와 두께에 따라 덕트맵을 구성하고, 송․수신 안테나의 고도에 따라 영역을 분할하여, 제주 해안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덕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덕트맵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2018년 5월의 기상데이터 중
대표적인 2개 날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덕트맵 상에서 해당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전파 경로손실을 계산한 후, 실측데
이터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경로손실 값은 각각 167.7 dB, 192.3 dB로서 측정 결과 164.4 dB, 194.9 
dB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pagation of the path losses between Jeju-do and Jin-do transceivers located in the coastal areas of Korea 
using the Advanced Refractive Prediction System(AREPS) simulation software based on the actual coastal weather database. The 
simulated data is used to construct a duct map according to the altitude and thickness of the trap. The duct map is then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depending on the altitude parameters of Tx and Rx, which can be used to effectively estimate the abnormal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due to duct occurrence in the Jeju-do coastal area. To validate the proposed duct map, two representative 
atmospheric index samples of the weather database in May 2018 are selected, and the simulated path losses using these atmospheric 
indices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data. The simulated path losses for abnormal conditions at the Rx point at Jeju-do are 167.7 
dB and 192.3 dB, respectively, which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data of 164.4 dB and 194.9 d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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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파를 이용한 방송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응용분야
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선 주파수의 사용량
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또한 무선 채널의 사용
량 상승으로 인해 기지국 간 의도하지 않는 전파간섭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거리지역 간, 국가간의 전파간섭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2]. 이러한 전파 간섭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적인 요인의
경우 외부 노이즈, 클러터, 대기의 가스나 수증기로 의한
전파특성변화, 다중경로에 의한 편파 변화와 이상 대기
굴절률 발생 등이 그 원인이 된다[3]. 이상 대기 굴절률의
경우, 대표적으로 덕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
때, 전자파는 도파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같이 진행하
며, 송수신 안테나의 고도에 따라 전파간섭에 영향이 크
게 달라진다[4]. 따라서 전파의 경로손실(path loss), 전파계
수(propagation factor) 등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는 고도에 따른 대기 굴절률과 송․수신 안테나의 고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대기 굴절률 모
델링의 경우, 고도 1 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측정한 경로
손실 값이나 클러터 전력값으로부터 최적화 기법을 통해
다양한 덕트현상에 대한 대기 굴절률을 예측한 연구가
있다[5]. 또한 과거 기상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통계적 해석이나 수식적으로 고도에 따른 대기 굴절률을
모델링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6]. 미국, 호
주, 중국, 중동 등의 해외 지역에 경우, 해당 지역의 해안
지역에서 실질적인 저고도 기상데이터를 반영한 대기의
덕트 특성과 경로손실 분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7].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해외 해안지역에 대한
지형정보와 대기 굴절률 데이터에 국한하여 전파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내 해안지역에 대해, 실제 지
형정보와 대기 특성을 토대로, 송수신 안테나의 고도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주 해안지역에서의 덕트의 유형

에 따른 전파간섭을 분석하기 위해서, 덕트 발생 시 수정
굴절률을 tri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근사하였다. 트랩이
발생하는 위치와 두께에 따라 덕트맵을 구성한 뒤 송․
수신 안테나 고도에 따라 영역을 나누었으며, 송․수신
안테나 간 경로손실은 AREPS(Advanced Refractive Effects 
Prediction System)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하였

다. 이를 통해 주어진 송․수신 시스템에 가장 많이 혹은
적게 전파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덕트의 형태를 도출하
였다.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제주 해안
지역 실제 기상데이터와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2018년 5
월 기상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2개의 날짜
를 선택하여 실제 지형의 DTED(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 조건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실측결과와 비교하여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Ⅱ. 본  론         

제주 지역은 사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이상대기 현상
이 빈번히 관측되며, 따라서 제주 해안지역의 이상대기
현상과 전파 전송 특성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것은 전
파 전송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이다. 일반적
으로 대기 상태는 수정굴절률을 통해 모델링할 수 있고[4], 
수정굴절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부분에서 대기상태
역전이 일어나며, 이를 덕트 현상이라고 한다. 덕트가 발
생하면 대기상태 역전으로 인해 전자파는 도파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같이 전파되는데, 덕트는 수정굴절률의 기
울기가 음수가 되는 트랩의 위치와 두께로 나누어 모델
링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대기 수정굴절률의 덕트 trilinear 

model 모델링을 나타낸다. h1은 트랩이 시작되는 위치를

그림 1. 일반적인 대기 수정굴절률의 덕트 trilinear model 
모델링

Fig. 1. Duct trilinear modeling for the conventional modified 
refractiv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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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h2는 트랩의 두께를 의미한다. 이러한 trilinear 
모델링을 이용하면, 덕트를 단순화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할수 있다. 하지만전파전달의주요한요소 중의하
나인 송․수신 안테나의 위치에 대한 파라미터가 모델링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2는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 정보를 추가한 이상

전파 특성을 관찰하는 덕트맵을 나타낸다. 덕트맵은 트랩
이 시작되는 위치 h1과 트랩의 두께 h2로 분류하고 그로
부터얻어지는경로손실값을맵의형태로구성한후송․
수신 안테나의 위치 hrx, htx와 덕트 파라미터 h1, h2의 관계
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모델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어
진 송․수신 안테나의 위치에 대해 어떤 형태의 덕트가
전파간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국내 해안 지역인 제주도와 진도 간의 실제

지형을 적용한 덕트맵을 나타낸다. 모델링을 진행한 지형
은 제주도-진도 지형이며,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는 각
각 71 m, 479 m이다. 송․수신기간의 거리는 132 km, 주
파수는 2.58 GHz로 모델링하여 AREPS 시뮬레이션을 통
해 경로손실 값을 분석하였다.
덕트맵을 통해 수신 영역에 트랩이 걸쳐 있을 때(Rx in 

duct) 전파 간섭이 심하게 발생하고, 송신 영역에 트랩이
걸쳐 있을 때(Tx in duct)는 전파감쇄가 심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 기상의 경우, 한 달 중 71 %가 지
표면 덕트가 발생하였고, 21 %가 서브타입의 굴절률을

 

그림 2. 제안된 덕트맵 모델링과 영역분할
Fig. 2. The proposed duct map for the various duct types.

그림 3. 제주-진도 해안 지형을 포함한 덕트맵
Fig. 3. The duct map including the Jeju-Jindo coastal area.

나타내었다, 지표면 덕트 중에서 대부분의 덕트가 송신영
역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덕트맵을 측정 데이터와
비교하여 덕트맵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5월 9일(Case A)과 2018년 5월 16일(Case B)을 선택하여
전파경로손실을 계산하고 확인하였다.
그림 4는 Case A와 Case B에 대한 수정굴절률을 나타

낸다. Case A의 경우, 해면에서 시작되어 약 260 m의 두
께를 가지는 지표면 덕트 특성을 보여주며, Case B는 덕
트가 없는 서브타입의 수정굴절률 특성을 가진다. 
그림 5와 그림 6은 Case A와 Case B에 대한 전파 경로

그림 4. Case A와 Case B에 대한 수정굴절률
Fig. 4. The modified refractive indices for Case A and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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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AREPS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Case A의 경
우, 덕트 전파특성이 발생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지만, 수
신 위치보다 아래쪽에서 발생하여 전파 감쇄가 심해져
경로손실 값이커지는 것을볼 수있다. Case B의 경우는
서브타입의 굴절률로 인해 수신 위치에 음영이 발생하여
전파감쇄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2018년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진도지

형에 대한 기상데이터를 적용한 AREPS 시뮬레이션과 실
측-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Case A와

그림 5. Case A의 거리에 따른 전파 경로손실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The simulated result of the path loss for Case A.

그림 6. Case B의 거리에 따른 전파 경로손실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The simulated result of the path loss for Case B.

그림 7. 경로손실에 대한 측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비교
Fig. 7.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simulated 

results for the path losses.

Case B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각 167.7 dB, 192.3 
dB로서 측정 결과 164.4 dB, 194.9 dB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덕트의 유형에 따라 덕트맵을 구성하
고, 송수신 안테나 고도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 해안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덕트의 형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제주 해안지역 실제 기상데이터와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기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2개의 날짜를 선택하여 전파 경로손
실을 계산한 후,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얻어진 경로손실 값은 각각 167.7 dB, 192.3 dB로
서 측정결과 164.4 dB, 194.9 dB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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