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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12월 30일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UHF 디지털 여유 역(698-806㎒)이 LTE(Long Term 

Evolution)와 같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본 역이 LTE로 할당되었다고 가정하고 IMT-Advanced 기

술 평가를 하여 개발한 LTE 어드밴스트 시스템 벨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LTE와 인  DTV 역과의 간섭 평

가를 수행하 다. UHF 디지털 여유 역에 LTE가 서비스 될 경우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주는 간섭과 DTV 송

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 평가를 통해 공유 조건을 연구결과로 제시한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의한 공유조건은 본 

역에서 LTE 시스템이 구 될 때 네트워크 제어 알고리즘에 활용가능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hut-down of Analog TV service on 30th. December, 2012, UHF Digital Dividend Band (698~806㎒) could be used for 

Mobile service such as LTE(Long Term Evolution). In the condition that this band is allocated for LTE service, Interference evaluation 

between LTE and adjacent DTV service was carried out, using LTE-A system-level simulator which was developed for simulation of 

IMT-Advanced technology. If LTE service be commercialized in this band, this study proposes the coexistence condition through the 

interference evaluation such as the effects not only to DTV receiver from LTE terminal but also to LTE base station from DTV transmitter. It 

is expected that the coexistence condition by these studies will be applied to network algorism for IMT-Advanced system in this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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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12월 30일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UHF 디지털 여유 역(698-806㎒)을 LTE(Long 

Term Evolution)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활용이 가능

해졌다. UHF 디지털 여유 역(698-806㎒)은 회 성 

 실내투과성 등, 특성이 매우 좋은 역으로서 2

∼3GHz와 같은 높은 주 수에 비해 기지국 투자비를 

일 수 있어 해당 역을 이동통신서비스로 활용하

기 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해당 역을 LTE로 

사용할 경우 698㎒이하 역에서 재 서비스 인 

DTV와의 공존을 한 간섭 평가  공유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LTE과 DTV 간, 간섭 평가를 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이 피 간섭원이고 DTV 신호가 간섭원

인 경우와 반 의 경우의 간섭 분석을 수행한다. 한 

DTV가 LTE 이동통신에 간섭을  경우 송량 손실

(Throughput loss), 망 속 실패율(Outage probability) 분

석 결과를 정량 으로 도출하고 LTE가 DTV 수신기로 

간섭을  경우 DTV 서비스 커버리지 감소율 분석 결

과를 정량 으로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 로 DTV와 

LTE 이동통신의 공유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이종 서비

스 간 간섭 분석을 한 시스템 벨 시뮬 이터와 

IMT-Advanced 기술 평가를 한 LTE 어드밴스트 시스

템 벨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체 인 시스템 입장에서의 간섭 향에 한 성능 

하를 정량 도출한다.

Ⅱ. UHF 디지털 여유 역 간섭 시나리오

그림 1은 아태지역통신 력기구(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가 정한  DTV와 LTE 간 배치 표 이다. 

DTV와 LTE 상향 링크 사이에는 5㎒ 는 9㎒의 보호

역(Guard band)이 존재하지만 상호간 간섭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간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LTE망 구축이

에 모의실험을 통해 공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이다.[1]

그림 1. 아태지역 UHF 디지털 여유 역 배치 황
Fig. 1 UHF Digital Dividend plan in Asia Pacific region

그림 2와 같이 DTV가 앙에 치해 있고, DTV 수

신 범  내에 LTE 시스템이 공존해 있는 경우 4가지의 

간섭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LTE 

기지국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이며 세 번

째는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

이고 네 번째는 DTV 송신기가 LTE 단말에 간섭을 주

는 경우이다.

상기 시나리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인

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간섭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나리오에서의 간섭 

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그림 2. DTV와 LTE 공존 시나리오
Fig. 2 Coexistence scenario between DTV and LTE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TV 시청 가구는 수상기에서 

DTV 신호를 받는다. 이 때 DTV 수신기 근처에 있는 

LTE 단말기가 LTE 기지국으로 신호를 송신한다면 LTE 

단말기의 역 외 발사(Out-of-band emission)는 DTV 수

신기에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섭의 향을 받은 

DTV 수신기는 DTV 감도(Sensitivity)가 높아지게 되어 

수신 장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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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망 속 실패율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DTV 수신

기의 망 속 실패율을 분석함으로써 LTE 단말기가 

DTV 수신기에 어느 정도의 간섭을 주는지를 악할 수 

있다.

그림 3.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
Fig. 3 In case that LTE terminals cause 

interference to DTV receiver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를 그

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TE 단말기는 LTE 기지국

에 신호를 시시때때 송한다. 이 때 DTV 송신기로부터

의 신호로 인해 LTE 기지국에 간섭으로 작용하고 이는 

각각 기지국 송신기의 신호  잡음비(SINR;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감소시키게 된다. 만약 

LTE 기지국이 DTV 송신기 근처에 있다면 신호  잡음

비의 감소가 심각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송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송량 손실 분석을 통해 DTV 송신기 신

호가 LTE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간섭을 주는지를 악

할 수 있다.

그림 4.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 
Fig. 4 In case that DTV transmitters cause 

interference to LTE base station
 

Ⅲ. 제안하는 IMT-Advanced 시뮬 이터 

개념  구조

2장에서 분석한 두 가지 간섭 시나리오 에서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에 한 분석

은 통계  시뮬 이션 방법을 용한다. 반면 DTV 송

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는 시스템 

벨 시뮬 이터에 간섭을 고려한 수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1.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 

실험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간섭을 주는 경우 실험을 

해 먼  DTV 수신환경과 LTE 이동통신 시스템을 독

립 으로 구성한 뒤 시스템 벨 시뮬 이션을 통해 

DTV 망 속 실패율에 한 통계 인 수치를 얻는다. 시

뮬 이션 한 구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DTV 수신기를 50m 간격 격자 형태로 배치한다. 두 번째, 

각각의 DTV 수신기는 주어진 경로손실 모델에 따라 

DTV 수신신호의 세기를 구한다. 세 번째, LTE 이동통신 

환경을 ITU-R 평가방법론(M.2135) 표 에 의거하여 구

성한다[2]. 네 번째,  LTE 시뮬 이터를 구 한다. 본 시

뮬 이터 구  시 경로 손실, 페이딩(Fading) 등의 환경

인 요소와 단말기 스 링  력제어(Power 

control) 등 구  련 요소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DTV 

사용 채 , LTE 상향 역폭  보호 역, 1㎢ 당 단말기 

수 등 실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여섯 번째,  실험 시나

리오를 구성한 후 DTV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망 속 실패율을 계산한다.

DTV 수신기의 망 속 실패율은 DTV 수신세기가 

DTV 최소 감도 보다 낮을 경우의 비율이다. DTV 최소 

감도는 DTV 수신기에서 LTE 단말기의 간섭 수신세기

의 측정결과로서 제공된다. 따라서 DTV 수신세기와 

LTE 단말기 간섭 수신세기가 주어지면 DTV 망 속 실

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망 속 실패율 계산

에 한 설명을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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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망 속 실패율 
Fig. 5 Outage probability

인 채  간섭 력비(ACIR; Adjacent Channel 

Interference power Ratio)를 통한 망 속 실패율 계산은 

식 (1)과 같다. 즉, LTE 단말이 DTV수신기에 간섭을 주

는 경우에 인 채  간섭 력비는 DTV 수신기가 받는 

총 간섭 출력에 한 LTE 단말기들의 총 송 출력의 비

율로 나타낸다. 인 채  간섭 력비는 다음과 같이 인

채  설 력비(ACLR;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와 인 채 감도(ACS; Adjacent Channel 

Selectivity)에 의해 결정된다.

       

≅






       (1)

여기서 인 채  설 력비는 DTV 채 에서 받게 

되는 LTE 단말기 채 에서 필터링된 출력에 의해 정의

되고, 인 채 감도는 DTV 수신기의 수신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min  min   (2)

DTV 최소감도는 식 (2)와 같다. SLmin.ref은 LTE 단

말기에 의한 간섭 없이 DTV 수신기의 열잡음만 고려했

을 때의 DTV 최소감도이고 SNRDTV은 DTV 수신기의 

신호  잡음비로 북미 DTV 표 (ATSC)의 경우 15㏈이

다. IUE는 DTV 수신 채 에서 LTE 단말기로부터 받는 

총 간섭의 합으로 아래 식 (3)에 의해 구해진다.

 

      (3)

Pi는 i번째 LTE  단말기의 송신 출력이고 PLi은 i번째 

LTE 단말기간섭원와 DTV 수신기 간의 경로손실이다. 

이와 같이 얻어진 결과를 통해, DTV 수신 신호 력과 

DTV 최소감도를 비교해 DTV 수신 신호 력이 DTV 최

소감도보다 작으면 망 속 실패 수신기로 규정한다. 

DTV 수신기에서 LTE 단말기에 의해 수신된 출력에 

한 DTV 감도 측정결과를 이용해 DTV 망 속 실패를 

도출하는 방법은 LTE 단말기 역폭, DTV 채 , DTV 

감도 벨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망 속 실패율

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 채  간섭 력비에 

따라 DTV 망 속 실패를 구함으로써, 다양한 요인을 감

안한 인 채  간섭 력비를 결정한 후 DTV 수신범

에 따른 DTV 망 속 실패율을 선택 으로 구할 수 있

다. 한 DTV  LTE 단말기의 송수신 성능  DTV 수

신범 에 한 좀 더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LTE 상향 시스템에서의 셀의 구조는 그림 6과 같이 

육각형 격자 형태로 구성된다. 각각의 셀은 120도 간격

의 3개 섹터로 나 어지고 각각의 섹터에는 일정한 수의 

단말기가 불규칙 이지만 균일하게 분포하게 된다[3].

그림 6. 셀의 구조
Fig. 6 Cell structure

  

그림 7은 LTE 상향 시스템의 구조로 LTE 상향의 데이

터와 제어신호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는 채

부호화, 변조 등의 물리계층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

링  력제어를 한 각종 신호도 LTE 기지국으로 

송신된다. 각 단말기의 각종 신호로부터 얻어진 채 에 

한 신호  잡음비는 LTE 기지국 CQI Memory에 장

되어 기지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 링을 시행한

다. 한 이로부터 유효한 신호  잡음비를 구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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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한 데이터가 링크 벨시뮬 이션으로 얻어진 

블록 에러 율(BLER; Block Error Rate) 곡선에 따라서 패

킷이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단하게 된다.

그림 7. LTE 상향 시스템 구조
Fig. 7 LTE Upstream system structure

상향 스 러는 매 임마다 5개의 물리  자원 

블록(PRB; Physical Resource Block)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0개의 자원 세트를 각각의 단말기들에게 할당한다. 

이에 한 알고리즘으로 이동통신에서 형 으로 쓰

이는 PF(Proportional Fair)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4]. 

PF 알고리즘은 매 자원블록마다 다음 PF 율이 가장 높은 

단말기에게 자원블록을 할당하는 것이다. 식 (4)는 K* 

계산식을 나타낸다. 

 
argmax



         (4)

Rk[i]는 m번째 타임 슬롯에서 k번째 단말기의 요구 

송율이고 Tk[i]는 m번째 임에서 k번째 단말기의 

평균 송량으로서 식 (5)와 같이 갱신된다.

 









 





  



 


≠


(5)

상향 력 제어 값은 3GPP 36.213 기술규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식 (6)과 같이 수행된다[5].

 
minlog
∆

  (6)

PMAX는 단말기 최  송 력, MPUSCH는 할당된 

자원블록의 개수로 본 시뮬 이션에서는 5로 고정하

다. ɑ는 셀의 특수 라미터로 0.8로 고정하 고, PL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경로손실 값이며 ΔTF 역시 셀

의 특수 라미터로 0으로 고정시켰다.

DTV 수신기의 경우, DTV 송신기가 앙에 치하고 

균일한 간격의 격자 형태로 치해 있다고 가정한다. 실

험에 사용된 라미터는 다음과 표 1과 같고 경로 손실 

모델은 표 2와 같다[6].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

표 2. 경로손실 모델
Table. 2 Pass lo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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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 

실험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에 

한 분석 과정은 LTE 단말이 DTV수신기에 간섭을 주

는 경우에 비해 단순하다. DTV 송신기에 서  LTE 기지

국으로의 간섭으로 인한 LTE 시스템 성능 하는 송

량 손실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기존의 LTE 상향 시스템을 평가하

기 해 사용되는 시스템 벨 시뮬 이터를 구 한

다. 그리고 시뮬 이터를 추가 인 DTV 수신기의 간

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게 수정한다. 수정된 시

뮬 이터에서의 신호   간섭 비를 식 (7)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는 번째 LTE 단말기로 부터의 기지국에 수신 

력 값을 나타내고 는 열잡음, 는 인  셀로부

터 들어오는 LTE 단말기의 간섭을 나타낸다. 한 

는 DTV송신기에 의한 간섭으로서,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는 DTV 송신기 

력 세기 LTE 수신 력, PL은 DTV 수신기와 LTE 기지

국 사이의 경로손실, AL은 안테나손실, 은 DTV 

시스템과 LTE 시스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Ⅳ. 시뮬 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를 1㎢당 LTE단말 수

에 따른 망 속 실패율과 인 채 간섭 력비와 DTV 

서비스 범 (ATSC Coverage)에 따른 망 속 실패율, 

그리고 인 채 간섭 력비에 따른 평균 셀 송량 손

실을 통해 기술한다. 한 실험 결과 검증을 해 간섭

이 없을 경우 비 망 속 실패율 증가량과 단말기 

력의 분포, DTV 수신 거리에 따른 DTV 수신기 수의 변

화, 그리고 이격거리에 따른 평균 셀 송량 손실을 분

석한다.

4.1. 시뮬 이션 결과

그림 8은 1㎢ 당 LTE단말수를 5개와 18개로 하 을 

때 인 채  간섭 력비가 39㏈인 경우에 10㎒ 역폭

을 사용하는 LTE 단말기의 간섭으로 인한 DTV 수신 망 

속 실패율을 보여 다. LTE 단말기의 도를 5에서 

18로 증가시킴에 따라 DTV 수신 망 속 실패율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TV 서비스 범 가 88㎞에

서 단말기 도에서, 1㎢당 5개의 단말기의 경우 간섭이 

없는 경우에 비해 략 2.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1㎢

당 18개의 단말기의 경우 간섭이 없는 경우에 비해 6.6%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1㎢당 LTE 단말기 수에 따른 망 속 실패율
Fig. 8 Outage probability by the number of LTE 

terminals per 1㎢ 
    

그림 9는 계산을 통해 얻어진 인 채 간섭 력비 값

을 다르게 했을 때, DTV 서비스 범 에 따른 망 속 실

패율을 보여 다. 인 채 간섭 력비 범 는 10㏈에

서 60㏈까지이다. 인 채 간섭 력비가 작아짐에 따

라 망 속 실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인 채 간섭 력비가 충분히 큰 값을 가지면 망 

속 실패율은 LTE 단말기 간섭이 없을 때의 망 속 실패

율에 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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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 채 간섭 력비와 DTV 서비스 
범 에 따른 망 속 실패율

Fig. 9 Outage probability by DTV service 
coverage and ACIR

 

그림 10은 DTV 수신 간섭에 의한 LTE 상향  시스템의 

평균 셀 송량 손실을 인 채 간섭 력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 ACIR이 증가함에 따라 송량 손실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E 상향 시스템

의 5%이하 성능손실을 해서는 ACIR=56㏈에서 36㎞

의 이격이 필요하다.

그림 10. ACIR에 따른 평균 셀 송용량
Fig. 10 Average cell throughput loss by ACIR

4.2. 실험 결과 검증

그림 11은 LTE 단말기 간섭으로 인한 DTV 망 속 실

패율을 DTV 서비스 커버리지를 고정시킨 후 인 채

간섭 력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DTV 서비스 커버리

지에 계없이 ACIR이 증가함에 따라 DTV 망 속 실

패율이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

터 ACIR이 충분히 큰 값을 가지면 LTE 단말기 간섭의 

향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ACIR에 따른 DTV 망 속 실패율
Fig. 11 DTV Outage probability by ACIR

그림 12는 LTE 단말기 간섭이 존재할 때 간섭이 없을 

경우 비 DTV 망 속 실패가 증가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ACIR이 증가함에 따라 DTV 망 속 실패율 차이

가 격하게 감소하여, ACIR이 54㏈에서 DTV 서비스 

커버리지가 68㎞, 85㎞, 97㎞일 때 DTV 망 속 실패율

이 각각 0.4%, 1%, 1%로 나타난다.

그림 12. ACIR에 따라 간섭이 없을 경우 비 
DTV 망 속 실패율 증가량

Fig. 12 Increase volume of Outage probability in 
case of no-interference by ACIR)

그림 13은 LTE 단말기 간섭이 없을 경우 비 망 속 

실패율 증가량을 DTV 서비스 커버리지에 따라 보여

다. ACIR가 35㏈의 경우 망 속 실패율 증가량이 다소 

높은 편으로, DTV 서비스 커버리지 84~98㎞에서 망 

속 실패율 증가가 략 13% 정도로 가장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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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R가 35㏈, 42㏈의 경우 망 속 실패 증가가 다소 완

화되며 가장 심각한 경우가 각각 7%, 5.5% 가량의 증가

를 보인다.

그림 13. DTV 서비스 커버리지에 따른 간섭이 없을 
경우 비 망 속 실패율 증가량

Fig. 13 Increase volume of Outage probability in 
case of no-interference by DTV service coverage 

그림 14는 력 제어를 할 경우 LTE 단말기의 송신 

력 분포에 한 도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단말기 

송신 력은 최  송 력인 23㏈m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란색 선은 체 단말기에 한 

송신 력 분포이고, 빨간색 선은 DTV 망 속 실패가 

발생했을 때 간섭으로 미치는 단말기들  가장 큰 간섭

을 미치는 단말기의 송신 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경우에 한 간 값을 비교해보면, 각각 15.8㏈m, 

18.6㏈m으로 간섭으로 미치는 단말기의 송신 력이 

간 값 비 2.6㏈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DTV 간섭을 미치는 단말기의 송신 력이 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단말기 송신 력에 한 도함수
Fig. 14 CDF vs UE Tx power

그림 15는 75㎞, 80㎞, 85㎞, 90㎞, 95㎞ 만큼 떨어진 

LTE 기지국을 심으로 DTV 망 속 실패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란색 은 LTE 단말기 간섭이 없을 경

우의 DTV 망 속 실패, 빨간색 은 LTE 단말 간섭에 

향을 받은 DTV 망 속 실패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간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제 단말기의 치를 표시

하 다. 

그림 15. DTV 송신기와 LTE 기지국 거리에 
따른 DTV 망 속 분포

Fig. 15 DTV network status by distance between 
DTV Tx and LTE base station 

체 으로 간섭이 없을 경우 DTV 망 속 실패가 

LTE 서비스 커버리지 역에 임의로 분포해 있는 반면 

LTE 단말기 간섭에 향을 받은 DTV 망 속 실패의 경

우 주로 LTE 셀 경계에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 LTE 단말기를 심으로 DTV 망 속 실패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을수록 DTV 망 속 실패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LTE 상향 력제어에 의해 경로 손실이 높은 셀 

경계에 있는 단말기의 경우 더 높은 송신 출력을 용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DTV 송신기로부터의 LTE 

기지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단말기의 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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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TV 망 속 실패의 비율은 격히 증가하지만, 단말

기 간섭의 향을 받은 DTV 망 속 실패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은 ATSC가 35㏈, 39㏈, 42㏈의 경우에, DTV 

수신기 수를 DTV 수신거리의 특정 구간에 해서 LTE 

단말기 간섭이 없을 경우의 망 속 실패, LTE 간섭이 

향을 미칠 때의 망 속 실패 등을 해서 나타냈다. 

ACIR에 계없이 공통 으로 단말기 간섭의 향을 받

지 않은 DTV 망 속 실패는 서비스 커버리지가 증가할

수록 격히 증가하지만, 단말기 간섭 향을 받은 DTV 

망 속 실패는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 ACIR이 증가하면 단말기 간섭 향을 받은 

DTV 망 속 실패의 수는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DTV 수신 거리에 따른 DTV 수신기 수
Fig. 16 The number of DTV receiver by DTV 

reception distance

그림 17은 ACIR가 56㏈에서 DTV 수신 간섭에 의한 

LTE 상향 시스템의 평균 셀 송량 손실을 DTV 수신기

와 LTE 기지국 사이의 이격 거리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

다. 송량 손실은 이격 거리 5㎞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DTV 수신기의 의한 간

섭이 5㎞ 이격 거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경로 손실을 고려한 DTV 수신기와 LTE 기

지국 사이의 잡음 이득이 작기 때문이다.

그림 17. 이격거리에 따른 평균 셀 송량
Fig. 17 Average cell throughput by separated 

distanc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TE 상향 시스템의 간섭이  DTV 수신

에 미치는 향에 해 통계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

과를 통하여 LTE 단말기의 역 외 발사로 인해 DTV 수

신기 미치는 간섭 향은 보호 역이 없는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5㎒ 보호 역, 9㎒ 보호 역의 

경우 LTE 단말기 간섭 향이 크게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 분석 결과는 DTV 수신기의 성

능을 보장하기 한 ACIR에 한 요구사항 등을 마련하

는 지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DTV 송신

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을 주는 경우 LTE 상향 시스템

의 5%이하의 성능손실을 해서는 ACIR 값이 56㏈일때 

36㎞의 이격이 필요함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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