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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ofICSRepeaterAntennausingVerticallyPolarized
waveinMobileCommunicatinofWCDMA

Jung,Don-Chul
Advisor：Prof.Han,Seung-Jo,Ph.D.
DepartmentofElectronic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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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GlobalTelecom Markets are rapidly growing by using various
codelesscommunication technologies.also,nationalcodelesstelecom marketsare
rapidlygrowingbothinqualityandinquantity.Becauseofitsrapidlyincreasing
roleintheproductionoftelecom equipmentsandtechnologies.therefore,weexpect
further quantitatively markets.using codeless PersonalDigitalAssistant(PDA)
devices,itisreliableasusinglocalphoneinoursociety.
Thus,Telecom willprovide reliable and stable services to users.also itis
possibletoprovidemobileservicesinacar,atarestaurant,atapark,athome,
andatanofficeeventhoughyouarestayinoverseas.
Mobilecommunicationdevicescanprovideservicesthatvoicecommunications,

visualcommunications,datatranslations,an array offunctionsincluding movie,
television,andvirtualspaces.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standard organization has proposed the
specificationtoW-CDMA system thatbasedonasynchronousmode.weproposea
new CPCH causeitisabletotransfersomeshortlengthofpacket asSMSdata
or Web data in W-CDMA system.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standardization includesBasicScheme,Channelmonitoring scheme,and channel
assignment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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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obile telecom companies have been promoted technologies of
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Repeater that has developed a collaboration
between groupsofmedium and smallenterprises,tobuiltaglobally applicable
networksystem,whichuses3rdgenerationmobiletelecom servicesasWCDMA or
HSDPA.interferencecancellation system repeaterisa stabledeviceeven poor
areasforcodelesstelecommunications.Itusesadigitalsignalprocesstechnology
whichhasautomaticallyremovenoiseswithincircuitsignalsbetweenantennas.
Usinga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 repeater,itispossibletoconnectabase
stationforCDMA cellularsystem toa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 Repeater
withoutfiber-line.Weexpectthemostofnextgeneration systemsformobile
telecommunication such asWibro,and WCDMA etc,itwoulduseinterference
cancellationsystem repeater.
Wehavedefinedtheproblems.usinganapplieddonorantennaofinterference
cancellationsystem repeater,whichhasbothhorizontallyandverticallypolarized
wavearrayerroreffectsbyrotatinganglesofsinglebeam antenna.
In thispaper,weproposeavertically polarizedwaveantennafor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3G repeaterto break through theproblemsoftheexisting
system,whichareRSSI(ReceivedSignalStrength Indicator)loss,thedifferential
polarizedwavebyanisolation,orlessvalueoutputlevelofinterferencecancellation
system rep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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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서서 론론론

무선통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최근의 세계통신 시장은 급속한 신장을
계속하고 있다.최근의 국내 무선통신 시장은 활발한 기술개발의 진행과 사회 전반적
인 무선통신 활성화 욕구에 힘입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무선통신 수요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현대 사회의 무선 개인 휴대 통신장비는 현재에 쓰여지고 있는
전화선처럼 아주 일상화되어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어느 때에 사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고 안
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자동차 안에서,식당에서,공원에서,집에서 그리
고 사무실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휴대용 통신장비는 음성,데이터,
화상통신,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한 요구들에 대해 효
과적으로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통신 기술이 바로 DS-CDMA이다.CDMA기술은 다중 채널 무선을 이용하
는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한가지이다.CDMA에서는 직교성분을 가지는
주파수에 의해 다중통신을 하는 FDMA 방식이나 통신함에 있어서 시간의 분할을
이용해 통신하는 TDMA와는 달리 개개인의 사용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코드를 부
여받아서 다른 사용자와의 구별을 통해 통신을 하게 된다.CDMA에서는 모든 사용
자가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각각의 사용자는 전송을 위한 주파수 영
역 전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송 또는 수신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CDMA는 SSMA
또는 SSC이라 한다.[1][2][3]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시스템의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3GPP표준화
기관에서는 비동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W-CDM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W-CDMA
시스템에서는 SMS데이터 또는 웹 데이터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길이의 패킷을 전송하
기 위해 새로운 CPCH를 채택하였다.현재 3GPP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
채널 모니터링 방식,채널 할당 방식이 있다.[4][5]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HSDPA 전국 네트
워크를 구축키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ICS중계기 기술이 주목을 받
고 있다.ICS중계기는 안테나 간 궤환 신호를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자
동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무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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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비다.일반 고주파 중계기는 송수신 안테나 간 궤환으로 발̀진 현상 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지국에 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건물 지하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대신 통신
사업자들은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신호를 전송하는 유선방식
을 채택해 왔으며,이동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의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광선로 이용료를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ICS 중계기를 사용하면 이동통신 기지
국과 중계기를 무선으로 직접 연결해도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선
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최근 와이브로,WCDMA 등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ICS
중계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6][7][8]

현재 ICS중계기의 도너 안테나 사용되는 단일빔 안테나의 회전 각도에 따른 수직/
수평 편파 배열 오류 영향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ICS3G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여 ICS중계기
입력레벨(RSSI)저하와 편파 차이에 의한 아이솔레이션 향상 및 중계기의 입력레벨을 개선
하고자 한다.제Ⅰ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제 II장에서는 ICS중계기에 따른 이론적
배경 및 고찰에 대해 언급하였고,제 III장에서는 ICS중계기 안테나 설계에 대해 설명
하였다.또한 제 Ⅳ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및 측정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
고,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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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중중중계계계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A.A.A.A. 단단단말말말기기기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단말기는 현재 대부분 퀄컴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중에 있다.단말기 하드웨어에서 핵심적인 부품은 MSM으로 이것은 디지털 신호 처리
부분이며,IS-95-A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수행하게 된다.MSM은 퀄컴사에서 개발한
칩이고 모토로라,노키아,일본회사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퀄컴사의 단말기를 기준으로 단말기의 대략적인 구조 및 동작과 내부 호 처리,
단말기 호 처리는 무선 인터페이스이다.[9][10]

1.1.1.1. 단단단말말말기기기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조조조
한 단말기 내에 WCDMA/GSM 기능과 CDMA 20001X 기능 또는 1xEV-DO기능
을 모두 갖추고 있고,이들 두 기능을 사용하여 WCDMA/GSM 및 CDMA 서비스를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DualRF구조를 갖는다.그림 2.1은 단말기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2.1단말기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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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단단단말말말기기기 동동동기기기화화화 절절절차차차
단말 전원 On시 단말기는 각 URAFCN별로 SCH을 검색하며,URAFCN/ARFCN 검
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Pref_Mode에서 SCH 획득을 위한 URAFCN 검색,두 번째 Pref_WCDMA
는 KTF UARFCN 대역을 2회 검색, 세 번째 (10787-10836-10763-10812-
10787-10836-10763-10812)WCDMA_PGSM는 2110～2170MHz에서 전체 URAFCN 대
역을 검색,네 번째 935～960 MHz(P-GSM)에서 124개,1805～1880 MHz(DCS
1800)에서 총 374개,총 498개 ARAFCN 대역을 검색,다섯 번째 WCDMA_PCS는
2110～2170 MHz에서 전체 URAFCN 대역 검색 여섯 번째 1930～1990
MHz(PCS1900)에서 총 299개 ARAFCN 대역을 검색한다.
슬롯 동기화는 P-SCH에서 동일한 값의 SC(256칩)를 이용하여 셀의 슬롯 동기
화 진행 상태는 언제 슬롯이 시작하는지 단말이 아는 상태이고 정확한 슬롯 번호
는 알 수 없다.프레임 동기화는 S-SCH에서 16개의 서로 다른 값(SSC)과 64개의
코드 그룹을 가진 S-SCH를 이용하여 프레임의 영역을 판별한다.절차1은 S-SCH
상으로 15개 시퀀스의 SSC수신한다.절차2는 15개 슬롯 번호와 64개 그룹으로 구
성된 SSC/Scrambling Code Groups테이블상에서 수신한 SSC값과 매칭되는
Scrambling Code Groups을 판별한다.절차3은 그 결과 Slot번호별로 명확한
SSC 시퀀스가 판별되고,이것은 슬롯 0번에는 SSC 시퀀스 얼마라는 방식으로 프
레임 동기화가 완료된다.
상기 동기화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때부터 슬롯 0번이 언제 시작되고
F프레임 이 슬롯 0번의 몇번 시퀀스를 가진 Scrambling코드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Scrambling-코드 식별은 상기 동기화 과정이 끝나면 해당 셀에서 방송되는
파일럿을 수신하는데 이 파일럿 정보가 실린 채널을 CPICH라 한다.CPICH를 수신
하면 CPICH 채널에 대한 Symbol-by-SymbolCorrelation의 결과로 PSC를 획득하
고 타이밍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PSC를 이용하여 셀의 물리채널
P-CCPCH를 통해 BCH상으로 시스템 정보 수신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선택모드가 수동모드일 경우 PLMN 검색한다.단말기의 네트웍 검색 모드
가 수동모드일 경우, UARFCN/ARFCN 전체 대역 (WCDMA_PGSM 또는
WCDMA_PCS)을 검색하여 각각의 주파수대역에서 네트워크으로 부터 수신한 PLMN
리스트 및 네트워크 Name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단말기가 보여주는 PLMN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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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ICC로부터 읽어온 EFHPLMNACT,EFPLMNwACT,EFOPLMNwACT 과 매
칭 되는 HomePLMN,UserPLMN,OperatorPLMN,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이
때,사용자가 해당 PLMN을 선택하였을 경우 Preferred모드 별로 정의된 주파수 대역
을 검색하여 해당 PLMN에서의 Suitable Cell획득을 시도하여야 한다.표 2.1은
CDMA 와 WCDMA 주요 채널 비교이다.

표 2.1CDMA 와 WCDMA 주요 채널 비교

3GPP2IS-95,A,B,C 3GPP:WCDMA

PilotChannel CPICH

TrafficChannel

CCPCH(Commoncontrolphysicalchannels)
1)P-CCPCH(PrimaryCCPCH)
:BCH(Broadcastcontrolchannel)

2)S-CCPCH(SecondaryCCPCH)
:PCH(PagingCH),FACH(ForwardaccessCH)

SynchronizationChannel
SCH(SynchronizationChannel)

1)P-SCH:Timinginformation
2)S-SCH:GroupSearch

a.a.a.a. 단단단말말말기기기 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구구구조조조
일반적인 이동전화 단말기는 그림 2.2와 같이 크게 고주파 처리부 RF와 기저대역처
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것은 듀풀렉서,고주파 및 중간주파수 처리부,베이스밴드
처리부,메모리를 비롯한 외부 장치 등으로 구분된다.



- 6 -

D

U

P

L

E

X

E

R

Rx

Tx

IF

IF

BASEBAND PART

PERIPHERAL

BASEBAND

PROCESSOR

RF PART

D

U

P

L

E

X

E

R

Rx

Tx

IF

IF

BASEBAND PART

PERIPHERAL

BASEBAND

PROCESSOR

RF PART

그림 2.2일반적인 이동전화 단말기 구조

퀄컴 기준의 단말기는 그림 2.3과 같이 고주파 및 중간주파수 처리부,BBA,MSM,
외부 메모리,CODEC,LCD 관련부분 등으로 구분된다.일반적으로 단말기는 셀룰라
주파수대인 800MHz대역을 두 단계에 걸쳐서 주파수를 낮추게 된다.이 두 단계의 주
파수를 중간주파수 IF라고 하고 제 1중간 주파수대역은 100MHz부근이고,제 2중간
주파수 대역은 약 5MHz정도가 된다.
그림 2.3은 퀄컴기준의 단말기 블록도이다.여기에서 800MHz대역을 처리하는 RF부
분,800MHz대역을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낮추는 1차 IF처리부,2차 IF처리와 CPU
에서 처리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낮추어서 비트열로 만드는 BBA 부분,IS-95-A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MSM,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반대
의 기능을 수행하는CODEC이 있다.기본적으로 RF,IF부분은 AMPS와 거의 동일하
며 MSM에는 인텔사의 80C186EC인 16비트 CPU가 내장되어있다.단말기 하드웨어에
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MSM이다.
BBA는 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번째 중간주파수인 2차 IF처리,A/D 또는 D/A
컨버터가 포함되어있다.MSM은 지속적인 기능보완으로 크기와 성능 면 에서 우수
해지고 있다.현재 생산중인 단말기는 대부분 MSM 2.2또는 MSM 2300을 사용하
고 있으며,곧 MSM 2310과 MSM 3000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MSM 3000은 32비
트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의 인텔 CPU를 사용하지 않고 RISC타입의 ARM core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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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퀄컴 기준의 단말기 블록도

CDMA 시스템 및 단말기에서는 음질개선을 위하여 8kbps QCELP에서 8kbps
EVRC를 도입하였다.EVRC칩은 현재 외부적으로 MSM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MSM 2310이후 버전 에는 MSM 내부에 포함시켜 단말기 면적을 줄이고 있다.언급
한 바와 같이 MSM은 CPU를 내장한 단말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IS-95-A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수행한다.MSM의 주요 하드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80C186ECMicroprocessor
§ QCELPVocoder
§ RFInterface
§ BBA Interface
§ ExternalCODECInterface
§ GeneralPurposeI/OInterface
§ ModeSelectionInterface
§ UniversalAsynchronousReceiverTransmitter(UART)
§ ExternalKeypad,Ringer,CounterInterface

단말기 메모리는 크게 플래쉬 메모리,RAM,EEPROM으로 구성되며,기본적인 실시
간 처리,OS와 단말기 호 처리 소프트웨어는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되어있고,이들 프로
그램의 변수 및 상태는 RAM에 불러와서 동작시킨다.EEPROM은 전기적으로 지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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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로 NAM 파라메터,기타 저장용 데이터 (예 :전화번호
및 이름,SMS메세지 등)가 저장되며 비 휘발성메모리 라고도 한다.MSM은 내부적으
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메모리는 외부 칩으로 접속해야 한다.플래쉬
메모리와 RAM은 CPU의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EEPROM은 직렬통신으로 접근되고 자체적으로 데이타 업 데이터 속도가
느린 편이다.플래쉬 메모리는 처리속도가 빠르고 데이타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로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이 부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저장시킨다.
플래쉬 메모리는 기능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싼 특징이 있으며,현재 플래쉬 메모리
와 RAM이 합쳐진 메모리가 상용 중에 있어 단말기 소형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단말기의 기능개선이나 부가서비스를 위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 사용자가 저장한 전화번호 및 기타 NAM 파라메터는 EEPROM에 저장되어
지워지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그림 2.4는 듀얼 모드 (CDMA,AMPS)단말
기의 세부 하드웨어 구조도이다.그림 2.4에서 듀풀렉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체 필터로
만들어지며 주파수 측면에서 송신부와 수신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Keypad

Serial Port

Ringer

Micro
phone

Speaker

PROM

SRAM

EEPROM

LCD &
Controller

CPU

80C186 Core

Vocoder Core

Codec

Demodu
-lation
Block

Deinter-
leaver

Viterbi
Decoder

Block

Modulator Block

FM Data Processor

FM Audio
Processor

MODEM Core

VCTCXO

Sigma-Delta ADC &
Digital Quadrature

Demodulator

Digital Quad.
Modulator

FM Detecting
Circuit

RX IF
PLL

TX IF
PLL

VCO

VCO

DAC &
BPF

RX AGC
Block

TX AGC
Block

RF
Frequency
Synthesize

r

Duplexer

Microprocessor Bus

LNA

Power
Amp

Pre-
Amp

그림 2.4단말기 하드웨어 세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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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수신부는 잡음의 증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하는 신호만 증폭하는 LNA를
사용하여 매우 약한 신호를 증폭시키며 믹서 단에서는 원하는 중간 주파수를 추출한
다.일반적으로 2단계의 중간주파수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를 생성시키며 이 디지털 신
호는 MSM에서 분석되고 처리된다.단말기 송신부는 MSM에서 생성된 신호를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시켜 증폭시키며 최종적으로 안테나로 방사되기 위하여 듀풀렉서
를 거치게 된다.[11][12][13]

b.b.b.b. 단단단말말말기기기 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구구구조조조
소프트웨어 단말기는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며 단말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이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OS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으며,단
말기의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호 처리를 담당한다.그림 2.5는 단말기 소프트
웨어 구성도이다.

Main Control
Task

Receive
Task

Searcher
Task

Transmit
Task

Watchdog
Task

Diagnostic
Task

Handset
Task

EEPROM
Database
Task

User 
Interface
Task

Main Control
Task

Receive
Task

Searcher
Task

Transmit
Task

Watchdog
Task

Diagnostic
Task

Handset
Task

EEPROM
Database
Task

User 
Interface
Task

그림 2.5단말기 소프트웨어 구성도

단말기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처리 OS에 기본 제어 작업을 중심으로 해당 기능 처리
루틴별로 구분되어 처리된다.대부분의 처리언어는 C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프로그
래밍과 디버깅을 할 수 있다.각 작업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MainControlTask:처리 task생성,수행,제어,소멸 등 모든 작업 관리
§ WatchDogTask:모든 소프트웨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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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PROM DatabaseTask:nonvolatile메모리 관리
§ HandsetTask:키보드,호 처리 등 단말기 상태 관리
§ DiagnosticTask:외부 통신으로 단말기 제어 및 datalogging
§ TransmitTask:발호 및 채널검색 등 송신관련
§ ReceiveTask:수신 메세지 분석
§ SearcherTask:pilotPN 획득,timingchange등 시스템 획득
§ UserInterfaceTask:단말기 처리 상태 표시

MSM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AMPS및 CDMA이중모드처리
가 가능하며,하드웨어 구조로는 수신부 필터만 하나 추가하여 이중모드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즉 단말기 하드웨어상의 수신부에 CDMA 대역통과 필터(1.23MHz)와 AMPS
(30kHz)대역통과 필터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된다.단말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단말기의 처리 상태를 PC에서 직렬 통신으로 단말기 파라메터,송수신 전계강
도 등을 감시할 수 있다.이것은 모든 처리 상태를 감시하는 maincontroltask로부터
diagnostictask가 메세지를 수신하여 PC로 전송하여 쉽게 단말기 상태를 알 수 있다.
CDMA 방식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S/W는 점점 복잡하고 프
로그램 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예를 들면 SMS,무선 데이터,인증,OTA 등
의 추가로 더 많은 메모리와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토로라,노키아,일본 업체 에서는 32비트 CPU와 더 많은 주소
영역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2.6는 DM port를 이용한 단말기 상태 검사이다.
OTA에서는 주로 NAM 프로그래밍 파라메터를 무선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사용하며
자동으로 등록(IS-683에 정의)하는 서비스를 한다.

DM Port

Serial Comm.

DM Port

Serial Comm.

DM Port

Serial Comm.
SerialComm

DM Port

그림 2.6DM port를 이용한 단말기 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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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 단단단말말말기기기상상상태태태검검검사사사및및및제제제어어어
단말기 내부 동작은 단말기 화면으로 모두 볼 수 없으므로 외부 PC를 연결하여
상태검사,EEPROM 읽기/쓰기,플래쉬 메모리 쓰기 등의 기능을 할수있다.단말기
상태검사 시행 시 단말기는 현재 단말기의 상태를 PC로 전송하게 된다.이의 내용
은 다음 그림 2.7은 MobileStationStatus패킷과 같이 단말기 MIN,ESN,SCM,
P_REV, 소프트웨어 버젼과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SID, NID,
SLOT_CYCLE_INDEX,페이징 슬롯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MobileStationStatusPacket
08/03/199811:27:13.710[1D]StatusPacket
VersionSCH5100,Rev502,CAIRev2,CompiledJul111998
ESN b0aa0451,model7(QCP-800),SCM 2a,RFModeCDMA
Cellular
Orig_min1:

MIN(0x384)5767B4=(011)450-9059
(pgslots:32,96,160,... [29moreupto2048])
MIN(0x384)5767B4=(011)450-9059
(pgslots:32,96,160,... [29moreupto2048])

SID2222,NID3,Slot-Cycle-Index2
Freqchan779,Codechan1,Pilot0x4c=76(76)

그림 2.7MobileStationStatus패킷

단말기의 DM을 이용하여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먼저,전송방식은
일반적으로 비동기 통신으로 전송속도는 38400bps를 사용한다.이때의 전송단위는 8bit
로 처리하며 패리티 비트는 사용하지 않는다.콘넥터는 비동기 통신 RS-232모드로
동작하며,표 2.2는 DM 포트의 RS-232입출력 핀 할당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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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DM 포트의 RS-232입출력 핀 할당 및 기능
핀 번호 신호명칭 신호방향 기능
2 TxD(송신) 입력 데이타 송신,ToDCE
3 RxD(수신) 출력 데이타 수신,ToDTE
7 GND(접지) 접지 공통 신호 접지

송수신 프로토콜은 asyncHDLC를 사용하며,async-HDLC프레임은 정보필드,프레
임 체크 및 종료 플래그로 다음 표 2.3은 async-HDLC프레임과 같이 구성된다.

표 2.3async-HDLC프레임
필드 길이(bits) 함수
정보 Variable 일반 메세지

프레임 체크 16 CRC-CCITT표준 16bitsCRC
종료 플래그 8 종료 캐릭터

정보필드는 단말기와 PC간의 모든 메세지를 포함하고 정보필드에는 종료 플래그
(0x7E)문자 또는 ESC 문자(0x7D)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자를 전송할 경우
정보필드에 ESC문자를 전송할 경우 종료 플래그 혹은 ESC문자 앞에 삽입하고 전송
될 문자 바이트는 ESC의 보수와 XOR하여 전송한다.
수신측에서는 ESC문자를 수신한 다음 즉시 버리고 그 다음의 문자를 ESC의 보수
와 XOR하여 추출해낸다.이러한 방법은 CRC부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생하는 경
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이를 통하여 정보필드 또는 CRC 필드에 종료 플래그나
ESC와 동일한 문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므로 통신의 투명성이
보장된다.프레임 체크필드에는 Address,Control및 정보 필드에 발생하는 오류를 감
지하기 위하여 CRC를 사용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CRC는 X16+X12+X5+1의
CRC-CCITT-16GeneratorPolynominal을 사용한다.종료 플래그는 프레임이 끝났음
을 의미하며 항상 0x7E('01111110')의 형태로 나타난다.실제로 DM 인터페이스는 메
세지 구조를 약간 변경한 구조로 다음 표 2.4는 DM 인터페이스 메시지 구조와 같다.

표 2.4DM 인터페이스는 메세지 구조

CommandCode InformationField FrameCheck Ending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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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Code:해당 메세지의 기능을 지정
§ InformationField:해당 메세지 기능에 필요한 데이타 필드
§ FrameCheck:CRC
§ EndingFlag:0x7E(1Byte)

명령코드는 2바이트로 설정되어 있어서 "0x00"에서 "0xFF"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EEPROM의 ESN을 읽어오는 것은 명령코드를 0x01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단말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DM 포트를 이용하
여 AsyncHDLC프로토콜에 해당 내용을 넣어서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다.
호 처리 관련 메세지는 단말기의 DM 포트를 이용하여 로깅 받은 것이며,이것은 직
렬통신으로 단말기가 처리하는 메세지를 diagnostictask가 외부 PC로 전송하여 획득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DM 포트를 통하여 handsfree모드(디지털 음성신호 출력)와
DM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DM 모드를 선택하여야 한다.[14][15][16]

3.3.3.3. 단단단말말말기기기 성성성능능능평평평가가가 방방방법법법
단말기의 성능평가는 IS-98-B(단말기 최소 성능기준)에 정의되어있으며 크게 단말
기 수신부 성능,송신부 성능으로 구분된다.

SSSS 단말기
Base Station

Simulator

Controlled by PC

Fading
Generator

AWGN
Generator

SSSS 단말기
Base Station

Simulator

Controlled by PC

Fading
Generator

AWGN
Generator

그림 2.8단말기 성능 측정을 위한 장비 구성도

그림 2.8은 단말기 성능측정을 위한 장비 구성도이다.단말기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시
험장비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지국 simulator,Rayleigh페이딩
Generator,AWGN Generator,단말기와 이를 제어하는 PC로 구성된다.Basestation
simulator는 IS-95-A 프로토콜을 생성시키며 페이딩 생성기는 실제 환경을 모델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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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다 경로 반사파를 생성시킨다.그리고 AWGN generator은 기본적인 잡음원인
gaussiannoise를 만든다.
단말기의 수신부 성능측정을 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핸드오프,

pilotPN 셋 관리,여러가지 채널환경(무선구간 모델링)에 대한 복조 특성,전력 조절,
감도,수신신호에 대한 불요파 발사정도,채널감시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basestation
simulator는 HP사의 8924C와 Textronix사의 CMD 80이 많이 사용된다.다음 표 2.5는
단말기 수신부 성능검사 항목이며,표 2.6은 단말기 송신부 성능검사 항목이다.

표 2.5단말기 수신부 성능검사 항목

시 험 항 목
FrequencyRequirements
IdleHandoffinNon-SlottedMode
IdleHandoffinSlottedMode
NeighborSetPilotDetection& IncorrectDetectioninSoft-Handoff
CandidateSetPilotDetection& IncorrectDetectioninSoftHandoff
ActiveSetPilotLossDetectioninSoftHandoff
DemodulationofNon-Slotted페이징채널 withAWGN
DemodulationofSlotted페이징채널 withAWGN
DemodulationofForwardTraffic채널 withAWGN
DemodulationofForwardTraffic채널 with페이딩
DemodulationofForwardTraffic채널 duringSoftHandoff
DecisionofPowerControlBitfor채널sBelongingtoDifferentPowerControl
SetsDuringSoftHandoff
DecisionofPowerControlBitfor채널sBelongingtoSamePowerControlSet
DemodulationofPowerControlSub채널 DuringSoftHandoff
ReceiverSensitivity/DynamicRange
SingleToneDesensitization
IntermodulationSpuriousResponseAttenuation
ConductedSpuriousEmissions
RadiatedSpuriousEmissions
Supervision페이징채널
SupervisionForwardTraffic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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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단말기 송신부 성능검사 항목

시 험 항 목
TransmitFrequencyAccuracy
CDMA toCDMA HardHandoff
TimeReference
Waveform Quality
CodingAccuracy
RangeofOpenLoopPowerControl
TimeResponseofOpenLoopPowerControl
AccessProbeOutputPower
RangeofClosedLoopPowerControl
Maximum RFOutputPower
Minimum ControlledOutputPower
StandbyOutputPowerandGatedOutputPower
ConductedSpuriousEmissions
RadiatedSpuriousEmissions

단말기 송신부의 성능측정 항목은 크게 주파수의 정확도,송신 시간의 정확도,송신
코드의 정확도,전력 조절,엑세스 프로브 특성,최대 송신전력,불요파 방사상태 등으
로 구분된다.위에서 언급한 단말기 수신부 및 송신부의 성능시험은 IS-95-A에 정의
된 무선구간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모든 단말기는 이 항목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CDMA 방식은 기본적으로 interferencelimited시스템이므로
정교한 파워 콘트롤 ,송신신호,채널극복 특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a.a.a.a. 단단단말말말기기기의의의호호호처처처리리리절절절차차차
단말기의 호 처리 절차를 보면 먼저 단말기에 전원을 인가할 경우 EEPROM에서 필
요한 시스템 정보를 읽어서 RAM에 셋팅 한 다음 파일럿 채널,sync채널을 이용하여
시스템과 동기를 시키고 필요한 시스템 정보를 수신한다.
단말기 초기화 MS는 단말기를 부팅시키고 파일럿,sync채널을 수신하는 것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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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대기상태는 단말기가 모든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여 정상동작을 완료한 다음 페이
징 채널을 계속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시스템 엑세스 상태는 단말기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상태이며 트래픽 상태는 단말기가 통화중인 상태를 말한다.
그림 2.9는 단말기의 전체적인 호 처리 절차 이다.단말기가 엑세스 상태에서 특정
동작을 완료하면 다시 대기상태 또는 트래픽 상태가 되며 대기상태에서 페이징 채널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다시 초기화 과정부터 시작한다.이때 페이징 채널 메세지
는 시스템 정보가 전송되는 오버헤드 메세지를 의미한다.

Power-up

MS

Initialization

State

MS

Idle State

System

Access

State

MS Control

on the Traffic

Channel

End of 

Traffic

Channel

Power-up

MS

Initialization

State

MS

Idle State

System

Access

State

MS Control

on the Traffic

Channel

End of 

Traffic

Channel

그림 2.9단말기의 전체적인 호 처리 절차

단말기는 통화가 끝나면 항상 초기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한다.페이징 채널이나 엑
세스 채널을 통하여 통화상태가 되며 통화가 끝나면 항상 단말기 초기화 과정부터 다
시 시작한다.이것은 단말기가 통화하는 동안 어긋날 수 있는 system time,longcode
state,페이징 채널 메세지 등을 수신하여 정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해서이다.통화가 끝
나자마자 다시 통화를 시작할 경우 바로 접속이 되지 않으며 "WAIT"또는 "잠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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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주십시요"라고 표시된다.이것은 통화완료 후 초기화 과정부터 시작하므로 약간
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b.b.b.b. NNNAAAMMM프프프로로로그그그래래래밍밍밍
단말기의 NAM 프로그램밍은 EEPROM에 필요한 시스템 및 단말기 정보를 저장하

는 것을 말한다.NAM 파라메터 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ESN (ElectronicSerialNumber)
§ MIN (MobileIdentificationNumber)
§ SCM (StationClassMark)
§ SLOT_CYCLE_INDEX
§ MOB_P_REV (MobileProtocolRevision)
§ MOB_MODE(Mobilemode)
§ PREF_MODE(Preferredmode)
§ PRIMARY채널
§ A_KEY(AuthenticationKey)
§ SID(System IdentificationNumber)
§ NID(NetworkIdentificationNumber)

NAM은 저장형태에 따라서 permanent,semi-permanent,indicator로 구분된다.
Permanent는 하나의 단말기에 대하여 고유하게 설정되는 값이고,semi-permanent는
호 처리 과정에서 저장되는 값이며 indicator는 NAM 파라메터에서 몇 개의 값을 설정
할 수 있다.NAM 파라메터는 시스템 정보와 단말기의 핵심적인 파라메터이며 단말기
에 전원을 인가할 경우 RAM 영역에 읽어 들여서 필요시 사용한다.일반적으로 NAM
프로그래밍은 단말기의 특정 버튼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정보를
바꿀 수 있다.그렇지만 단말기의 중요한 인식자인 ESN은 바꿀 수 없다.A_Key:인
증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므로 NAM 프로그래밍보다는 별도의 접근키를 사용
한다(TSB 50에 권고).SK Telecom에서는 *,*,2,3,9,#,#을 이용할 예정이며,
A_Key는 입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확한 값이 입력되었는지 검증하는 알고리듬이 포
함되어있다.실제로 A_Key는 무선구간에 전송되지 않으며 workingkey인 SSD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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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단말기에서 영구적으로 EEPROM에 저장되는 값은 ESN,SCM,SLOT_
CYCLE_INDEX,MOB_P_REV,MOB_FIRM_REV,MOB_ MODEL이다.여기에서
ESN는 특별히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SN 저장번지를 암호화하거나 한 바이
트씩 다른 저장번지에 저장하여 쉽게 기록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림 2.9페이징채
널에서 단말기 사용정지 명령이다.
단말기의 호 처리 과정에서 저장되는 NAM 파라메터는 주로 등록관련 파라메터와

lock reason code와 maintenance reason code를 말한다.여기에는 ZONE_LIST,
SID_NID_LIST,BASE_LAT_REG,BASE_LONG_REG,REG_DIST_REG,LCKRSN,
MAINTRSN다.일반적으로 NAM indicator는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이것은 단말
기의 로밍을 위해서이다.즉 가입자가 NAM 1로 사용하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로밍 하
여 NAM 2로 사용할 수 있다.NAM indicator는 IS-95-A에서 1개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퀄컴기준의 단말기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4개 NAM indicator를 가지고 있다.
단말기는 lockuntilpower-cycledorder또는 maintenancerequiredorder를 수신하
면 전원 ON하기 전까지 48시간 동안 단말기의 동작을 중지시켜야 한다.또한 단말기
는 lockreasoncode를 저장하여 시스템 및 단말기 장애 분석에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LOCK REASON(=0)은 단말기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
은 상태를 말한다.그림 2.10은 단말기의 정상적인 관련 정보(MIN,ESN,A_Key등)
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사용정지 명령이다.

MMMooobbbiiillleeeSSStttaaatttiiiooonnnOOOrrrdddeeerrrMMMeeessssssaaagggeee(((PPPCCC)))
09/24/199805:52:41.587[07]PAGINGCAI

MobileStationOrderMessage
num_ords1
ack_seq7,msg_seq0,ack_req0,valid_ack0
MIN(0x384)4E6A1A =(011)424-0649

LockUntilPower-CycledOrder,LockReason0

그림 2.10페이징 채널에서 단말기 사용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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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는 전원을 켠 이후 정상적인 페이징 채널 메세지를 수신한 후 약 20초 후에
등록(power-upregistration)을 수행하는데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그림 2.10과
같은 ordermessage를 사용한다.Lockuntilpowercycledorder:단말기에 전원을 다
시 인가하기 전까지 단말기의 동작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이것은 미 등록된 단말기
나 비정상적인 단말기로 계속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할 때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말기에서 전원을 켠 다음 발신을 시도하면 시스템은 발신 메세지를 이용하여 시스
템 등록 상태를 조회하게 되며 만약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트래픽 채널로 그림 2.11
과 같은 사용정지 명령을 전송하여 단말기에서 더 이상 발신을 하지 못하게 한다.

LockUntilPower-CycledOrder(FTC)
09/24/199805:01:42.041[23]FORWARDTCCAI
LockUntilPower-CycledOrder

LockReason0
ack_seq7,msg_seq0,ack_req0,encryption0
impliedactiontime

그림 2.11트래픽 채널에서 단말기 사용정지 명령

시스템에 미 등록된 단말기로 시스템 접속을 시도하면 HLR 정보와 단말기 정보의
mismatch로 시스템에서는 lockuntilpowercycledorder를 단말기로 전송하여 단말기
는 "MAINTENANCE REQUIRED"또는 "시스템에 등록하십시요"등과 같이 표시한
다.동일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2대의 단말기에서 하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고,다
른 하나는 미 등록 되었을 경우 미등록된 단말기를 동일한 위치에서 켜놓았을 경우
2개의 단말기가 동시에 "MAINTENCEREQUIRED"라고 표시된다.이것은 미 등록된
단말기가 시스템에 등록을 요구(powerupregistration)하여 시스템에서는 lockuntil
powercycledorder를 페이징 채널로 전송하므로 동일한 전화번호는 같은 페이징 채널
번호와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페이징 채널을 통하여 order메세지를 수신하
여 처리하기 때문이다.이때 사용되는 주소 형태는 MIN이다.그림 2.12는 삼성단말기
NAM 구조이다.



- 20 -

1.4+7+*+8+6+9+#+0+8+#+9
2.전체 메뉴
1.General
2.NAM 1설정
3.NAM 2설정
4.NAM 3설정
5.NAM 4설정

3.1.General선택
ESN:xxxxxxx
CAIversion:2
SCM :00101010
LockCode:xxxx
SlotMode:Yes
SlotIndex:2
PrefNAM 1:Digitalonly
PrefNAM 2:Digitalonly
PrefNAM 3:Digitalonly
PrefNAM 4:Digitalonly

4.2.NAM 1설정 선택
CDMA TELNO:01194001166(단말기 전화번호)
IMSI_MCC:450(IMSI에서 국가번호)
INMI_MNC:00(IMSI에서 망(사업자)번호)
CDMA Pref:A Pref(800셀룰라에서 A band우선)
CDMA ACCOLC:6(전화번호 끝자리로 결정)
PchanSysA :

그림 2.12삼성단말기 NA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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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스템에 등록이 안된 단말기로 발신을 시도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스템에서 사용중지에 해당되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시
킨다.다음 그림 2.13은 단말기 NAM 프로그래밍 접근 방법이다.

1.삼성전자 (전모델)
-4+7+*+8+6+9+#+0+8+#+9

2.LGIC(SD-3900,SD-5300,SD-5600)
-menu+0+000000

3.현대전자 (HHP-301,HGC-110,HGC-120,HGC-200)
-#+8+6+9+0+4+*+*+8+9+3+9+7+#

4.SK Teletech(IM-700)
-#+7+5+8+3+5+3+8+3+2+4+#6+2+6+#

5.퀄컴 (QCP-800)
-menu+3+0+000000

6.모토로라 (ST-7760)
-FCN+0+0+*+*+8+3+7+8+6+6+3+3+STO

그림 2.13단말기 NAM 프로그래밍 접근 방법

c.c.c.c. 단단단말말말기기기구구구분분분요요요소소소
단말기를 구분하는 요소는 크게MIN,ESN,SCM,ACCOLC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MIN
은 단말기의 전화번호이며 NAM 프로그래밍으로 변경 가능하다.그리고 국제적 로밍을 위
하여 국가번호와 망 번호를 추가한 IMSI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 2.14는 IMSI구조이다.

MCC(3) MNC(2) M IN(MS IN )(10 dig its)

NMS I

IMS I

MCC(3) MNC(2) M IN(MS IN )(10 dig its)

NMS I

IMS I

그림 2.14IMSI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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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은 십진수 10자리로 구성되며 MSIN이라고도 한다.MNC는 망(사업자)번호이
며 MCC는 국가번호이다.MIN은 MIN 1과 MIN 2로 구분되며 MIN 2는 SK Telecom
의 경우 "011"이며 MIN 1은 가입자에 할당되는 일련번호(7자리)이다.11자리(11
digits)전화번호일 경우는 MIN 2를 "11x"로 설정하여 전화국번을 4자리로 확장할 수
있다.11자리 전화번호 단말기의 경우 originationmessage및 slottedpagemessage에
사용되는 MIN은 MIN 2에서 011에서 "0"을 제외한 11x-xxx-xxxx으로 addressing이
되어있다.ESN은 단말기에 유일하게 할당되는 구분자이며 호 처리에 사용된다.그림
2.13은 ESN 구조이며,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MSB8비트는 제조업체 번호가 할
당된다.그림 2.15는 ESN 구조이다.

MFR CODE RESERVED MIN(MSIN)(10 digits)

ESN 

31 24 23 18 17 0

MFR CODE RESERVED MIN(MSIN)(10 digits)

ESN 

31 24 23 18 17 0

그림 2.15 ESN 구조

제조회사 번호는 FCC에서 할당하여 제조회사별로 고유하게 설정되고 하나의 MFR
코드를 초과할 경우 새로운 MFR코드를 할당받게 된다.ESN의 처음 1바이트는 제조
회사를 나타낸다.따라서 국내 판매중인 단말기는 제조회사마다 처음 2자리는 고유하
게 결정되어있다.삼성 B0xxxxxx,E9xxxxxx,LG:C9xxxxxx,현대 :A0xxxxxx,모
토로라 :D4xxxxxx,DFxxxxxx,맥슨 :C5xxxxxx,SK 텔레텍 :F9xxxxxx으로 할당
되어 있다.
SCM은 사용모드(dualmode또는 singlemode),slottedmode,transmission,power
class등을 정의하는 파라메터로서 단말기의 기능에 따라서 NAM 프로그래밍으로 입
력되어야 한다.SCM은 originationmessage,registrationmessage등에 포함되어 전
송되며 단말기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CM은 단말기의 성질을 결정하
는 요소로서 단말기 NAM 프로그래밍 되어있다.표 2.7은 StationClassMark세부
파라메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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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StationClassMark세부 파라메터

Function Bit(s) Setting

Reserved 7 Always0 0XXXXXXX

DualMode 6 CDMA Only X0XXXXXX
DualMode X1XXXXXX

SlottedClass 5 Non-Slotted XX0XXXXX
Slotted XX1XXXXX

IS-54PowerClass 4 Always0
25MHzBandwidth 3 Always1

Transmission 2 Continuous XXXXX0XX
Discontinuous XXXXX1XX

PowerClass 1～0
ClassⅠ XXXXXX00
ClassⅡ XXXXXX01
ClassⅢ XXXXXX10
Reserved XXXXXX11

표 2.8은 SK Telecom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메터는 slottedclass(nonslotted
mode,slottedmode),transmission(continuous),powerclass(classⅢ)이다.여기에서
classⅢ(CDMA에서 가장 낮은 powerclass)는 ERP가 0.2watts에서 1watts사이의
송신전력을 의미한다.SCM은 단말기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메터가 되며 이외
에 듀얼 모드,slotted모드 등의 특성이 정의된다.현재 대부분의 CDMA 단말기SCM
은 '00101010'으로 설정된다. SCM이 '00101010'은CDMA only, slotted mode,
continuoustransmission,classⅢ powerclass를 의미한다.

표 2.8SK Telecom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메터

MSClass ERPatMaximum
OutputShallExceed

ERPatMaximum
OutputShallnotExceed

ClassⅠ 1dBW(1.25watts) 8dBW(6.3watts)
ClassⅡ -3dBW(0.5watts) 4dBW(2.5watts)
ClassⅢ -7dBW(0.2watts) 0dBW(1.0wa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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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LC는 4비트(16개 종류)로 구성되며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서 접속되는 관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단말기는 ACCOLC0에서 ACCOLC9까지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로 균일하게 분포된다.만약 특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특수 환경일 경우
(예:전쟁)serviceredirectionmessage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ACCOLC는 단말기의
NAM 프로그래밍으로 설정되며 ACCOLC 10은 실험용(test),ACCOLC 11은 비상용
(emergency)그리고 나머지는 예비(reserved)로 설정되어있다.
현재 단말기 구분요소는 MIN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파라메터가 생산공장에서 정해진
값으로 NAM 프로그래밍 되어있다.따라서 가입자는 구입 직후 큰 문제없이 바로 사
용할 수 있다.단말기는 기본 통신을 위하여 시스템의 HLR에 등록된 MIN과 ESN만
일치하면 통화가 가능하다.이것은 EEPROM 데이타(MIN,ESN)만 변경하여 복제가
가능하므로 인증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인증은 인증 알고리듬
동작키(Authentication Key)와 보조적으로 전화발신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키는
COUNT를 사용하므로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7][18][19][20]

4.4.4.4.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접접접속속속
시스템 접속은 엑세스 채널을 통하여 단말기가 전화를 걸거나 페이징 채널 메세지에
응답 등을 수행한다.엑세스 채널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접속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접속체계는 랜덤 엑세스를 이용한다.

a.a.a.a. 엑엑엑세세세스스스절절절차차차
엑세스 채널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접속을 요구할 때는 페이징 채널에서 수신한
엑세스 파라메터 매세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엑세스 파라
메터 매세지는 개루프 전력을 위한 파라메터,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송신전력 및 지연시간,캡슐 사이즈 등이 전송된다.그림 2.35는 엑세스 채널 접속
절차이다.엑세스 채널은 여러 개의 매개체(단말기)가 하나의 한정된 자원(기지국)
에 접속을 요구하므로 임의접속(램덤 엑세스)을 시도한다.여러 개의 단말기가 하나
의 기지국에 요청을 할 때 기지국 자원(채널)이 부족할 수 있고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단말기가 요구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랜덤 엑
세스를 이용한다.만약 접속에 실패할 경우 단말기는 임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송
신전력을 더 높여서 전송한다.하나의 전송단위를 엑세스 프로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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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 프로브 전송에 관한 정보는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이징 채널의 엑세스 파라
메타 메세지에 포함되어있다.단말기는 기지국에 접속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력을
높여서 전송하며 특정 시도수가 되었을 경우 임의의 시간동안 지연한 다음 재 시도
를 한다.엑세스 채널은 멀티플 엑세스 이므로 대부분의 동작 및 파라메터가 랜덤한
특징이 있다.단말기가 엑세스 채널 번호를 설정할 때도 임의의 채널번호로 접속을
요구하고 실패할 경우 또한 임의의 채널번호를 사용한다.이처럼 엑세스 채널이 랜덤
한 것은 해당 기지국에 접속하는 단말기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트
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최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말기가 기지국에 접속을 할 때 해당 접속채널에 다른 단말기가 이미 사용할 수
도 있고 기지국 상태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등 접속에 실패할 경우가 발생
한다.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때 단말기는 Slotted
ALOHA 프로토콜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여 접속한다.SlottedALOHA는 원래 하
나의 위성에 여러 개의 송신장치가 접속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널사용
효율은 낮은 편이나 안정성은 매우 높다.이것은주어진 시간(timeslot)동안 접속을
시도하며 접속에 실패할 경우 계속 임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재접속을 시도하는 방
식이다.그림 2.16은 엑세스 채널 접속 절차이다.

접속실패

접속실패

접속실패

접속성공
송신전력

(power)

시간(time)

Random time delay

Access 
channel
message접속실패

접속실패

접속실패

접속성공
송신전력

(power)

시간(time)

Random time delay

Access 
channel
message

그림 2.16엑세스 채널 접속 절차

엑세스 채널은 전송속도를 4800bps로 고정시켜서 기지국의 접속 요구 메세지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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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하고 전송 중의 오류발생 확률을 줄인다.CDMA 방식에서도 이러한 방식으
로 접속하며 접속 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두 번째 접속부터는 점진적으로 전력을 높
게 송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단말기에서 최초의 전력은 다음의 식과 같이 자체
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전송된다.

Tx(dBm)=-Rx73+NOM_PWR+INIT_PWR (2-1)

엑세스 프로브의 최초 송신전력은 위의 식과 같으며 이후의 단계는 PWR_STEP으
로 증가시킨다.실제로 단말기의 송신전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된
다.

§ 엑세스 채널 최초 송신전력(dBm)
-Rx(평균수신 전력)73+NOM_PWR+INIT_PWR

§ Reversetraffic채널 최초 송신전력(dBm)
-Rx 73+NOM_PWR+INIT_PWR+엑세스 프로브 결과 값

§ Powercontrolbit를 수신하였을 경우 송신전력(dBm)
-Rx 73+NOM_PWR+INIT_PWR+엑세스 프로브 결과 값 +PCbit

b.b.b.b.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엑엑엑세세세스스스 상상상태태태
단말기는 여러 가지 동작을 위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이 상태
가 완료되는 단말기는 대기상태 또는 트래픽 상태가 될 수 있다.시스템 엑세스 상태
는UpdateOverheadInformationSubstate,MS OriginationAttemptSubstate,Page
Response Substate,MS Order/Message Response Substate,Registration 엑세스
Substate,MSMessageTransmissionSubstate등 6가지 Substate가 있다.그림 2.17
은 시스템 엑세스 상태 천이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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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시스템 엑세스 상태 천이도

단말기는 시스템 엑세스 상태로 천이하기 바로 전의 상태는 대기상태가 되며 항상
updateoverheadinformationsubstate를 거치게 된다.이것은 시스템 정보 및 엑세스
정보가 정확한지 재설정하기 위해서이다.단말기가 엑세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패이징 채널의 오버헤드 메세지를 재설정한다.이것은 시스템 정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Updateoverheadinformationsubstate는 패이징 채널의 오버헤드 메세지
를 검색하며 상태 파라메터인 CONFIG_MSG_SEQ와 ACC_MSG_SEQ를 수신하여 이
전 값과 다를 경우 해당 메세지를 수신하여야 하며 동일한 값일 경우는 엑세스 state
를 수행한다.이때 4초 동안 오버헤드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단말기는 초기화 과
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시스템 엑세스 상태에서 단말기는 필요에 따라서 페이징 채널의 6개 오버헤드 메세
지에 대하여 메세지 설정조건이 다를 경우 이 메세지를 수신하여 갱신하여야 한다.단
말기가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할 때 항상 페이징 채널을 nonslotted모드로 하여 메세
지를 수신한다.만약 페이징 채널을 수신하지 못하면 시스템 접속을 중지하고 대기상
태가 된다.오버헤드 메시지에는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그리고 단말기가 시스템에 접속요구 상태일 때 호출이 오면 받아야 하
므로 항상 페이지 관련 메세지에 대하여 응답을 해야한다.이때 단말기가 페이징 채널



- 28 -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시스템 접속을 중단하고 idle상태로 돌아간다.엑세스 시도
상태에서 단말기의 동작상태는 그림 2.18역방향 채널 호처리 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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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역방향 채널 호처리 절차

그림 2.19와 같이 단말기가 발신을 요구하거나 호출이 오면 트래픽 상태로 천이하
고 이외의 경우는 대기상태가 된다.Originationattemptsubstate일 경우는 페이지 메
세지(전화를 호출하는경우)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엑세스 시도를 계속한다.이것은
단말기가 시스템에 접속하는 상태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다른 상태(page
response, order/message response, registration 엑세스, message transmission
substate)에서는 페이지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한다.즉,호출이 오면 전화를 받
아야 한다.

c.c.c.c. 트트트래래래픽픽픽상상상태태태
트래픽 채널의 전체적인 호 처리 상태는 그림 2.19과 같다.트래픽 채널 초기화는 단
말기가 해당 트래픽 채널(특정Walshcode)로 이동하여 해당 메세지를 수신하여야 한
다.초기화가 완료되면 단말기는 alerting관련 메세지와 같은 시스템 메세지를 받을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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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트래픽 채널 호 처리 절차

시스템에서 단말기에 alerting메세지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응답을 하면 통화상태로
진입한다.통화완료 후 사용자가 "END"를 누르거나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을 경우
releaseorder를 교환하게 되며 이것이 완료되면 단말기는 초기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한
다.각 substate별로 자세한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트래픽 채널
initializationsubstate는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수신하기 시작하며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보낸다.또한 등록,acknowledgementprocedure,powercontrol,serviceoption의 초기화
및 처리를 수행한다.두 번째 Waitforordersubstate:단말기가 alertwithinformation
message를 기다리는 단계이다.이때 alertwithinformationmessage는 callingparty
number,calledpartynumber,connectednumber,ringingsignaltype,messagewaiting
의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세 번째 WaitingforMSanswersubstate:단말기의 응답
을 기다리는 단계로 사용자가 버튼을 이용하여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네 번째
Conversationsubstate: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관련 메세지 처리 및 다중화
모드로 동작될 수 있다.다섯 번째 Releasesubstate:통화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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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20은 트래픽 채널 천이를 위한 메세지 처리는 단말기가 통화를 위한 초기화
과정부터 통화시작과 종료에 관한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기지국에서 slottedpage
message를 이용하여 전화호출부터 트래픽 채널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과정을 나타
낸다.트래픽 상태에서 특수기능은 Forward Traffic채널 PowerControl,Service
Options,AcknowledgementProcedures,ProcessingtheIn-TrafficSystem Parameters
Message,MessageActionTime,LongCodeTransitionRequestProcessing과 같이 6
개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6개 특수기능에서 power control, service options,
Acknowledgementprocedures가 많이 사용된다.[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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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트래픽 채널 천이를 위한 메세지 처리

d.d.d.d. 전전전력력력제제제어어어
전력제어는 채널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교한 전력제어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전력제어는 크게 제어대상을 기지국의 전송전력과 단말기의 전송전력으로 구
분된다.실질적으로 전력제어의 목적은 사용자의 음질유지,시스템 용량,단말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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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송신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이다.간섭에 의하여 용량이 결정되고 음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므로 전력제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림 2.21은 기지국 및 단말기의
전력제어이다.

Cellular station

단말기단말기단말기단말기 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

§능동적 : open loop PC

§수동적 : closed loop PC

기지국기지국기지국기지국 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수동적수동적수동적수동적))))

§단말기의 조건적인 frame error 보고 메시지

§단말기의 주기적인 frame error 보고 메시지

Cellular station

단말기단말기단말기단말기 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

§능동적 : open loop PC

§수동적 : closed loop PC

기지국기지국기지국기지국 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전력제어((((수동적수동적수동적수동적))))

§단말기의 조건적인 frame error 보고 메시지

§단말기의 주기적인 frame error 보고 메시지

그림 2.21기지국 및 단말기의 전력제어

CDMA 방식에서 단말기의 송신 전력제어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기지국의 전력제
어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이러한 이유는 단말기의 송신전력은 기지국에 비하
여 훨씬 적고 음질 및 시스템 용량을 위하여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반면 기지국
의 전력제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므로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단말기에서 측정한
FER을 이용한다.이를 다르게 분석하면 순방향 채널은 64개의 Walshcode로 로컬 채
널(pilot,sync,여러 개의 페이징,여러 개의 트래픽)을 구분하므로 이들 간의
orthogonality가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역방향 채널은 longcode로 masking이 되기 때
문에 orthogonality개념이 순방향 채널보다는 약하다.따라서 단말기의 전력제어는 빠
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만약 단말기의 전력제어를 정교하게 제어하려면 FER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를 측정하려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프레임을 사용해야 하고 그 동안 단말기는 이
동하여 무선구간 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지국은 단말기의 PCG에서 측정된 Ec/No
값을 이용하여 단말기 전력제어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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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전력제어는 개루프 전력제어와 폐루프 전력제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반면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폐루프 전력제어로만 이루어진다.전력제어는 기지국 및 단말기
양쪽에서 행해지며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단말기에서 측정한 프레임 오류(FER)보고
메세지를 이용한다.이의 보고 방법에는 특정 개수 프레임에 대한 오류를 검사하여 보
고하는 방법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단말기에서 측정한 프레임 오류율을 이용하는 폐루프 전력 제
어 방법을 이용한다.단말기에서 송신하는 전력제어는 자체적인 측정값으로 제어하는
개루프 전력제어와 기지국의 명령에 의하여 제어하는 폐루프 전력제어가 있다.단말기
의 전력제어 기준이 되는 폐루프 전력제어는 통화상태에서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신호
에서 1.25ms(6변조 심볼)동안의 전계강도를 기지국에서 측정하여 결정한다.PMRM
은 기지국의 전력제어를 위하여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메세지로 특정조건이 되었을 때
전송한다.그리고 이 메세지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호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
소가 아니므로 ACK(응답)를 요구하지 않는다.
Powermeasurementreport메세지는 호 처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아
니므로 ACK를 요구하지 않는다.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는 단말기의 power
measurementreport메세지를 이용하여 행해진다.이 메세지는 그림 2.22는 Power
measurementreport메세지와 같이 구성되며,ERROR_DETECTED(=2)는 오류발생
프레임 수가 2개임을 의미하고,PWR_MEAS_FRAMES(=18)는 측정 프레임 수가18
개 프레임이고,PILOT_STRENGTH는 단말기에서 측정한 수신 전력이다.

PPPooowwweeerrr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RRReeepppooorrrtttMMMeeessssssaaagggeee(((RRRTTTCCC)))
07/08/199800:42:02.008[25]REVERSETCCAI
PowerMeasurementReportMessage
ack_seq6,msg_seq7,ack_req0,encryption0
Errors_detected2
pwr_meas_frames18
last_hdm_seq0
pilot_strength18

그림 2.22Powermeasurementreport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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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는 단말기의 전력 조절 보고서 메세지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이 메세지는 그림 2.23과 같이 구성되며,ERROR_DETECTED(=2)는 오류발생 프레임
수가 2개임을 의미하고,PWR_MEAS_FRAMES(=18)는 측정 프레임 수가18개 프레임
이고,PILOT_STRENGTH는 단말기에서 측정한 수신 전력이다.PILOT_STRENGTH
는 단말기의 searcher에서 측정된 Ec/Io값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전송되는 값은 다음
과 같다.

〔 2x10log10(Ec/Io)〕 (2-2)

CDMA 방식에서 기지국의 전력제어는 해당 단말기에서 수신되는 전계 강도가 아니
라 일종의 신호품질(FER)을 이용하여 결정된다.단말기의 전력제어는 자체적으로 수
신 전계강도만 이용하여 행해지는 개루프 전력 조절과 기지국의 전력 조절 비트를 이
용하는 폐루프 전력 조절이 있다.폐루프 전력 조절은 800bps로 기지국에서 전송되며
단말기의 송신전력을 세밀하게 0.5dB 또는 1dB 단위로 제어한다.전력 조절 비트가
"0"이면 증가시키고,"1"이면 감소시킨다.
단말기의 통화상태에서 전력제어는 전력 조절 비트를 이용한다.단말기의 초기 전송
전력은 단말기에서 엑세스 시도할 때 접속에 성공한 엑세스 프로브를 기억하고 있다가
트래픽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 설정에 참고한다.단말기에서 기지국의 전력제어를 위하
여 전송하는 전력 다루는 리포터 메세지의 전송 값 및 전송조건은 페이징 채널의 시스
템 파라메터 메세지에 정의되어 있다.

SSSyyysssttteeemmmPPPaaarrraaammmeeettteeerrrMMMeeessssssaaagggeee(((PPPCCC)))
07/08/199800:39:48.647[22]PAGINGCAI
System ParameterMessage
pilot_pn0x4c=76(76)
pwr_rep_thresh2erasuresinpwr_rep_frames0x7
(56frames),Enabled
pwr_period_enable0
pwr_rep_delay5(20frames

그림 2.23Powermeasurementreport와 관련된 파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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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는 Powermeasurementreport와 관련된 파라메터 에서 주기적인 보고는
수행하지 않으며(PWR_PERIOD_ENABLE=0),조건적인 frameerror보고를 사용한
다. 여기에서 플래임 오류를 산출하기 위한 프레임의 개수는 56 프레임
(PWR_REP_FRAMES=7)이며 2개 프레임의 오류(PWR_REP_THRESH=2)가 발생할
경우 보고하는 조건적인 보고방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PWR_REP_DELAY(=20
FRAMES)는 powermeasurementreportmessage를 전송하고 난 뒤 20플래임은
count하지 않고 20 플래임이 지난 후부터 count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PWR_REP_FRAMES(powercontrolreportingframescount)는 적은 비트(4비트)를 이
용하여 큰 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PWR_REP_FRAMES/2)〕x5frames,〔y〕는 y값의 소수점 이하 버림 (2-2)

만약 주기적인 보고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의 값이 너무 적은 값으로 설정될 경우 시
스템 부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단말기의 전력제어를 위한 기준 값은
PMRM으로 전송되며 일반적으로 기지국에서 측정되는 FER은 0.2%에서 3%까지를 권
고하고 있다.즉 단말기의 전력제어를 위한 기준점은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FER값이
일반적으로 최대 3%가 발생될 때 행하여진다.
단말기는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전송할 때 PCG 단위로 전송하여 기지국이 하나의
PCG에 대하여 Ec/No를 계산한다.하나의 PCG는 1.25ms로 6개의 모듈레이션 심볼이
된다.트래픽 채널의 전송속도는 가변적이므로 전송속도에 따라서 PCG의 개수는 차이
가 있다.전력제어는 빨리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력제어 비트는 convolutionencoding,
interleaving,scrambling을 하지 않는다.
순방향 트래픽 채널 의 전력제어 비트는 트레픽 데이터에 puncturing이 되어서 음

성신호일 경우 voiceactivity가 증가될 수 있고,convolutionencoding과 interleaving
이 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하지만 실험결과 실제로 voiceactivity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오류가 발생해도 호 처리 및 전력제어에 큰 지장을 초래
하지는 않는다.그림 2.24는 PCG에 대한 전력제어 비트의 전송은 기지국에서 측정한
역방향 트래픽 채널의 PCG결과를 2개 뒤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로 전송하는 예를 보
여주고 있다.예를 들면 역방향 채널 l의 PCG이 2번일 때 순방향 채널l,4번으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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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비트를 전송한다.실제로 역방향 트래픽 채널은 PCG 단위로 단말기에 의하여
gated on과 gated off를 하게 된다.이것은 DBR에 의하여 임의의 위치에 배치된
다.[25][26][27][28]

역방향 채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Frame(20ms, 192bits) =16 PCG

순방향 채널

역방향 채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Frame(20ms, 192bits) =16 PCG

순방향 채널

그림 2.24PCG에 대한 전력제어 비트의 전송

e.e.e.e. 이이이동동동통통통신신신의의의 특특특징징징
CDMA는 FDMA나 TDMA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어떤 모임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하면,FDMA 방식은 모든 사람들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모임 장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서 각각의 대화실에 차례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CDMA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대역확산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것
으로,대역확산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에 주파수 이용 효율을 크게 증가 시킨
것 이다.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룰러 개
념에서 보면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1이 되어,주파수 이용 효율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과,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
트 핸드 오버가 가능하다는 점,또한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기 때문에
무선의 통신 비밀 보호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f.f.f.f. 이이이동동동 통통통신신신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기기기능능능
CDMA 대역확산 통신은 디지털 변조된 신호에 고속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주파수의
대역폭을 광대역으로 확장 시킨 후 신호를 전송하고,수신부에서는 동일한 확산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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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하여 주파수의 대역폭을 협대역으로 바꾸는 역 확산 과정을 거친 후 복조하는 것
이다.CDMA 대역확산 통신은 간섭,비화,다중접속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동통신시스템 기능에서 주파수재사용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두 셀간 에서는 서
로간의 신호간섭이 적어,동일한 주파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현실적으로는,거리에
따른 주파수 재사용원칙이 규칙적이진 않다.핸드오버 기능은 이동국이 서비스중인 기
지국 영역을 벗어나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계속 통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
을 이동한 셀의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하드 핸드오버는 기존의 통화하던 채널 끊은 뒤,새로운 기지국의 채널로 연결하는
방식이며,아날로그방식에서 사용한다.소프트 핸드오버는 CDMA방식으로 동시에 두
개의 기지국과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하다.위치등록 기능은 이동 단말이 위치한
해당 기지국(교환기)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한다.전원 온 등록,전원 오프 등록,주
기적 등록,위치영역 변경 시 등록 등을 한다.인증 및 비화 기능에서 인증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비밀보장과 가입자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가입자 및 단말기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절차를 한다.비화는 통화내용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전송구간에서 단말기
와 기지국제어기(BSC)간의 신호정보에 대한 암호화 수행을 한다.호 처리 기능은 이
동단말의 발신 호 처리와 이동단말의 착신 호 처리기능을 한다.단문메시지 서비스 기
능은 이동 단말의 단문메시지 발,착신 처리한다.
로밍 기능은 이동 단말이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 사업자의 망을 벗어나 타 사업자의
망에서도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으며,동시에 과금 및 호 처리 제어가 기존 사업자
망에서 동일하게 관리되는 기능을 한다.자동로밍을 위해서는 사업자 망 간 연동이 전
제되어야 한다.전력제어는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면서 방사되는 전파의 전력을 조절하
는 기술이다.순방향 전력제어는 인접 셀로부터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지국의 송
신 전력을 제어하는 기법이다.역방향 전력제어는 기지국과 이동국의 거리에 관계없이
수신 전력이 같고 그 크기가 최소한의 신호대,간섭비를 가지도록 각각의 단말기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다.[29][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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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
ICS중계기는 기존 안테나 간 궤환 신호를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

로 제거해 줌으로써 무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비
이다.일반 고주파 중계기는 송․수신 안테나 간 궤환으로 “발진 현상”이 발생해 최악
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기지국에 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
에 건물 지하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대신 통신사업자
들은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신호를 전송하는 유선방식을 채택해
왔으며,이동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의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광선로 이
용료를 부담해야만 했다.그러나 ICS중계기를 사용하면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를
무선으로 직접 연결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으며 광선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최근 와이브로,WCDMA 등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진행되면서 한국·일본 등에서 ICS중계기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1.1.1.1. IIICCCSSS시시시스스스템템템
안테나간 아이솔레이션 확보 문제로 옥외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대형 RF중계기에 고

성능 DSP기술을 적용하여 송.수신 안테나 간 또는 주변 지형,지물에 의한 Multipath페
이딩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성능 확보하여야 한다.고이득 100dB이상,
고출력 (20W,40W)에서도 불요파 방사 규격(Cancellation30dB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멀티패스 피드백 신호에 대한 Cancellation기능은 7usec(왕복 약 2Km 이상)의 지연된 신
호가 장비의 수신 안테나로 입력되어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동작되어야한다.입력 신호
보다 높은 간섭 신호를 제거 하여 3G EVM 12.5% 이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ICS중계기는 Donor와 Remote가 있는 타 중계기에 비해 1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중계
기 설치가 용이하며,운용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표준화 개발을 통하여 출력별 순
방향 LPA만 교체를 할 경우 중계기의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a.a.a.a. FFFeeeeeedddbbbaaaccckkk신신신호호호의의의영영영향향향
RF중계기의 경우 현장 설치 및 운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간섭 신호는 안테나 자체
특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DirectFeedback되는 산,,,건물,,,자동차 등 주변 지형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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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간섭신호를 받는다.
반사파 신호가 미치는 영향은 중계기 발진 또는 중지시 서비스가 불가 하게 되며,
해당 기지국 또는 인접 기지국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 시킬 수 있다.즉 무선품질에서
호 셋업 불가 또는 통화절단,데이터 전송율 또는 음성품질 저하 등을 유발시킨다.

b.b.b.b. 일일일반반반 RRRFFF중중중계계계기기기 운운운용용용
안테나 자체 특성에 의한 반사파 및 주변 지형에 의한 다중경로 반사파는 서비스 품
질을 저하 시킨다.특히 입력 신호 보다 높은 반사파의 경우에는 발진 현상이 발생하
여 중계기 중지 시킨다.그림 2.25는 일반 RF중계기 운용에서 서비스 신호 장애 및
호 절단을 보여주고 있다.

호 절단

서비스 신호장애

RF 중계기

호 절단

서비스 신호장애

RF 중계기

그림 2.25일반 RF중계기

c.c.c.c. IIICCCSSSRRRFFF중중중계계계기기기 운운운용용용
ICSRF중계기는 일반 RF중계기 운용에 없는 고성능 DSP기술을 이용하여 입력
보다 최대 10dB 이상 높은 간섭 신호가 입력되어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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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림 2.26은 ICSRF중계기 시스템 출력 20W(4FA Total)의 예이다.반사파
입력은 안테나 DirectFeedback,다중 경로 반사파 입력,47dBm 이상이어야 한다.

++++ DSPDSPDSPDSP

서비스신호

반사파

서비스신호

-57dBm

수신부 간법신호제거 송신부

+43dBm / Total 
반사파입력

++++ DSPDSPDSPDSP

서비스신호

반사파

서비스신호

-57dBm

수신부 간법신호제거 송신부

+43dBm / Total 
반사파입력

그림 2.26ICSRF중계기

2.2.2.2.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 기기기본본본망망망
ICS설치 및 파라메터 설정 시 중계기에서 역방향 이득에 의한 기지국 잡음 상
승 레벨은 중계기에 의한 역방향 기본 잡음레벨 증폭분을 반영하고 순방향/역방향
커버리지에 대한 FWD/RVSMAPL를 근사화 하여 커버리지 밸런스를 맞추며 트래
픽 마진은 7dB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한다.FA 증설은 차후 4FA 까지 증설이 가능
하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지국 1섹터 당 중계기 개수는 기지국 역방향 잡음레벨 상승을 고려하여 1섹터 당
연결되는 고출력 중계기(광중계기 및 ICS중계기)를 시설해야 한다.국소지형조건 및
셀 중첩 정도는 망 설계의 셀 중첩 정도와 지형요건(평야,도심,산악)에 따라 셀 중첩
정도를 달리하며 전주 또는 옥상에 시설하는 것을 권장 한다 .우선적으로 기지국 역방
향 잡음 레벨 상승에 따른 기지국/중계기 커버리지(또는 수신감도)를 고려하여 역방향
이득 설정해야 하며 환경변화를 고려해야한다.RF중계기:주변 환경에 의한 Pathloss
변화 가능성이 있어,충분한 마진이 필요하다.순방향 이득(또는 Pref)은 FWD/RVS
커버리지 밸런스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순방향/역방향의 중계기 수신감도를 계산하여,순방향 역방향 ApproximateMAPL
산출한다.MAPL로 계산된 순방향/역방향 신호 커버리지가 동일한 레벨에서의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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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이득을 설정한다.설치 국소 특성/목적에 따라 기본 권고 파라메터에서 Pref,
FWD/RVSGainOffset,Xth변경 가능하다.
ICS 망 구성에서 2G FWD 중심주파수에서 FA1～FA5:1841.25MHz,1842.5
MHz,1843.75MHz,1845MHz,1846.25MHz이며,FA11～FA15:1853.75MHz,1855
MHz,1856.25 MHz,1857.5 MHz,1858.75MHz이다.2G RVS 중심주파수:1760
MHz이며,3G FWD 중심주파수:2152.6 MHz,2157.4 MHz,2162.4 MHz,2167.2
MHz이고.3G RVS 중심주파수:1962.6MHz,1967.4MHz,1972.4MHz,1977.2MHz이
다.순방향 이득 100dB,역방향 이득 95dB,CancellationRange30dB이다.그림 2.27
은 ICS기본 망 구성도이다.[33][34][35][36]

BTS

Link Antenna

Service  Antenna

(40 w, 20w)

BTSBTS

Link Antenna

Service  Antenna

(40 w, 20w)

그림 2.27ICS기본망 구성도

a.a.a.a.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 설설설치치치 조조조건건건
정상적인 ICS중계기 출력 방사를 위해서는 중계기에 입력되는 신호의세기 및 전파
품질에 따라서 중계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설치가능 여부가 결정 된다.즉
원하는 위치에 ICS중계기를 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예정 위치에서의 전파환경과 품
질이 중계기 설계 및 설치에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된다.
ICS중계기의 FWD/RVS GAIN 오프셋은 중계기 출력(W)급에 따라 다소 다르게
구현되어 있으며 중계기를 현장에서 실제 운용시 이득 옵셋 가변은 운용자가 장비별
평균 30dB상하조정이 가능하게 구현되어 있어 출력을 조정하게 된다.
수신 입력 상/하한 레벨에서 중계기 입력은 입력상한과 입력하한으로 구분된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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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상한은 5W,4FA FullTraffic,42dBm 출력 설정을 가정한다.입력 상한 23dBm
이며,입력상한 이상의 입력레벨 일 경우에는 HardAtten을 취부 해야한다.트래픽,
FA 수에 따라 HardAtten취부 조건이 변경된다.입력 하한은 15W,1FA Common
채널,29dBm 출력 설정을 가정한다.
입력하한은 Pwantmin{95,(Isolation+XTH)}일때 아이솔레이션 충분히 확보할
경우 -66dBm로 한다.입력하한 이하의 입력레벨 일 경우 원하는 중계기 FWD 출력
을 설정할 수 없다.안테나 입력 조건은 링크안테나 이득(14dB)을 환산한다.그림
2.28은 ICS중계기 수신 입력레벨 조건 (40W,20W,15W,5W)이다.-39dBm입력의
경우,Atten을 취부하지 않으면 최소 이득(70dB)이라도 원하는 출력 30dBm 설정이
불가능 하다.초기 설정 시,트래픽 양에 따라 Atten을 취부 하는 조건이며,오차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40～-53dBm 까지는 Atten취부 여부가 동작에 영향이 없다.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33dBm

36dBm (1FA)

-37dBm

Hard Atten 
필요 레벨

-67dBm
GMAX=100dB

출력 감소

레벨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46dBm

46dBm (4FA)

-24dBm

Hard Atten 
필요 레벨

-54dBm
GMAX=100dB

출력 감소

레벨

(AGC
Range)

40W: 1FA Common Channel 조건 40W: 4FA Full Traffic 조건

+13 dB 

(FA 6dB, Traffic 7dB)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30dBm

36dBm (1FA)

-40dBm

Hard Atten 
필요 레벨

-70dBm
GMAX=100 dB

출력 감소

레벨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43dBm

46dBm (4FA)

-27dBm

Hard Atten 
필요 레벨

-57dBm
GMAX=100dB

출력 감소

레벨

(AGC
Range)

20W: 1FA Common Channel 조건 20W: 4FA Full Traffic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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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29dBm

36dBm (1FA)

-36dBm

Hard Atten 
필요 레벨

-66dBm
GMAX=95dB

출력 감소

레벨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42dBm

46dBm (4FA)

-23dBm

Hard Atten 
필요 레벨

-53dBm
GMAX=95dB

출력 감소

레벨

(AGC
Range)

15W: 1FA Common Channel 조건 15W: 4FA Full Traffic 조건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24dBm

36dBm (1FA)

-41dBm

Hard Atten 
필요 레벨

-71dBm
GMAX=95dB

출력 감소

레벨

GFWD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37dBm

46dBm (4FA)

-28dBm

Hard Atten 
필요 레벨

-58dBm
GMAX=95dB

출력 감소

레벨

(AGC
Range)

5W: 1FA Common Channel 조건 5W: 4FA Full Traffic 조건

그림 2.28ICS중계기 수신 입력 레벨 조건

그림 2.29는 ICS중계기 설치 플로우 차트 이다.ICS중계기 설치는 수직/수평 이
격을 통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아이솔레이션 확보해야 한다.ICS중계기 운용은 FA
수,연결 중계기 수에 따른 순방향 출력 결정된다.아이솔레이션/수신레벨 /운용 FA
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역방향 잡음레벨 상승과 연결 중계기 개수를 고려해야 한
다.시작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37][38][39][40]

§ TxATT=30dB:TxGain(GFWD)min
§ TxALCMax:40W:46dBm,20W:43dBm,15W:42dBm,5W:37dBm
§ TxALCOffset:-12dB
§ Shutdownlevel:40W:47dBm,20W:44dBm,15W:43dBm,5W:38dBm
§ DiversityOn/OffCheck
§ Xth=2～5dB(도로변 전주),7dB(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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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ant
-1FA:40W:33dBm,20W:33dBm,15W:33dBm,5W:27dBm
-FA증설:40W:33dBm,20W:30dBm,15W:29dBm,5W:24dBm

§ Tx/RxOffset
-RxDiversity없을 때:(PNB,C-Pref)-9dB
-RxDiversity있을 때:(PNB,C-Pref)-11dB

안테나 설치, GUI 구동

: 수신 레벨 측정, Isolation 측정

초기 파라미터 확인

LPA, HPA ON

Pref 설정(FWD 출력 레벨, 

G
FWD
설정(FWD 이득)

Tx/Rx Offset 레벨 조정

Tx ALC Max 조정

기지국 잡음레벨 상승 < 1dB
G

RVS
설정(Ts/Rx Offset)

FWD P
want
설정

Tx/Rx Offset 조정

(필요 시, Div Off or Pref 조정)

No

GUI 알람/각종 파라미터

상태값 정상 확인

Yes

안테나 설치, GUI 구동

: 수신 레벨 측정, Isolation 측정

안테나 설치, GUI 구동

: 수신 레벨 측정, Isolation 측정

초기 파라미터 확인초기 파라미터 확인

LPA, HPA ON

Pref 설정(FWD 출력 레벨, 

G
FWD
설정(FWD 이득)

Pref 설정(FWD 출력 레벨, 

G
FWD
설정(FWD 이득)

Tx/Rx Offset 레벨 조정

Tx ALC Max 조정

Tx/Rx Offset 레벨 조정

Tx ALC Max 조정

기지국 잡음레벨 상승 < 1dB
G

RVS
설정(Ts/Rx Offset)

FWD P
want
설정FWD P

want
설정

Tx/Rx Offset 조정

(필요 시, Div Off or Pref 조정)

Tx/Rx Offset 조정

(필요 시, Div Off or Pref 조정)

No

GUI 알람/각종 파라미터

상태값 정상 확인

GUI 알람/각종 파라미터

상태값 정상 확인

Yes

그림 2.29ICS중계기 설치

3.3.3.3.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 운운운용용용 파파파라라라메메메터터터
FWD/RVS이득 파라메터에서 역방향 이득은 기지국 섹터에 연결되는 개별 중계
기 당 기지국 역방향 잡음 상승 레벨 1dB 허용한다.전체 잡음의 상승레벨은 연결
중계기 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폭 증가 (1dB→ 1.8dB→ 2.5dB…)한다.기지국 섹터
당 중계기 5개 이상인 경우:Total잡음 상승 3.0dB로 제한한다.기지국 섹터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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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중계기 수에 무관하게 Total기지국 역방향 잡음 상승레벨을 제한(1dBor2dB)
한다.순방향 이득 (또는 Pref)은 1FA 경우 40W/20W:33dBm/FA ,5W:27dBm/FA이
다.FA 증설인 경우 FA마진,Traffic마진,타 기지국 신호 마진 및 FWD/RVS커버
리지 밸런스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순방향/역방향의 중계기는 수신감도를 계산하여,순방향,역방향 ApproximateMAPL
산출한다.MAPL로 계산된 순방향/역방향 Coverage가 균형을 이루는 레벨 에서는
순방향 이득을 설정한다.
ALC파라메터는 Traffic마진,타 기지국 신호 마진,FA 마진을 고려한다.Traffic
마진은 7dB이며,타 기지국 신호 마진은 3dB이다.ALCHighLevel=min{Pref+10,
Pmax}운용은 FA 증가분은 Pref에 반영한다.Pmax는 최대 출력은 43dBm for20W,
ALCLow Offset=12dB이다.
XTH 파라메터는 대로변의 전주에서는 2～5dB,Default5dB,페이딩이 심한 국소
는 2dB으로 수정할 필요성 있다.단 옥상은 7dB이다.설치 국소는 특성/운용 목적에
따라 기본 권고 파라메터에서 변경 가능하다.그림 2.30은 W-ICSNMS권고안이다.

⑨ ON

①RSSI = TX Output - 100

⑩ ON ⑮ ON

② 옥내/옥외

⑫ ON

⑤ TX Shutdown 설정값

40W@47, 20W@44, 15W@43, 5W@38

④ ON ⑦ ON

⑧ 27

⑥ 옥내 : OFF, 옥외 : ON

⑭ ON

⑪ TX ALC(High) 설정값

min{Pref + 10, Pmax}

③ TX Output설정값(1FA출력 기준)
40W@33, 20W@33, 15W@33, 5W@27

※ 1FA 운용 기준이며 FA증설시 순방향출력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함.
(40W@33, 20W@30, 15W@29, 5W@24)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최초설정값 유지
⑬ -12dB

30303030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Tx_Pwr=CPICH-RSCP-103-21

⑨ ON

①RSSI = TX Output - 100

⑩ ON ⑮ ON

② 옥내/옥외

⑫ ON

⑤ TX Shutdown 설정값

40W@47, 20W@44, 15W@43, 5W@38

④ ON ⑦ ON

⑧ 27

⑥ 옥내 : OFF, 옥외 : ON

⑭ ON

⑪ TX ALC(High) 설정값

min{Pref + 10, Pmax}

③ TX Output설정값(1FA출력 기준)
40W@33, 20W@33, 15W@33, 5W@27

※ 1FA 운용 기준이며 FA증설시 순방향출력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함.
(40W@33, 20W@30, 15W@29, 5W@24)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최초설정값 유지
⑬ -12dB

30303030

출력설정기준

참조(3Page)

Tx_Pwr=CPICH-RSCP-103-21

그림 2.30W-ICSNMS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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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이득 설정(중계기 다단 연결 포함)은 기지국 섹터당 연결되는 ICS(or광)
중계기 수와 무관하게,대당 기지국 noisefloor상승 1dB 허용한다.연결 중계기
수 증가에 따라 기지국 감도 감소폭이 커진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계기 권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역방향 커버리지 확보 가능:권역 내의 단말 Tx전력 상대적
감소한다.기지국에서 셀 로딩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며,RSSI가 증가 한다.
기지국 섹터 당 연결되는 ICS(or광)중계기 수에 따라 전체 기지국 noisefloor상
승값(1dB또는 2dB)이 제한된다.중계기 권역 내에서 역방향 커버리지 상대적 축소:
권역 내의 단말 TxAdjust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기지국 감도 영향이 적다.
중계기 추가 셋업 시,이전 중계기 설정까지 변경해야 한다.Totalnoisefloor제한
을 위하여 개별 중계기에 의한 영향을 재 조정 해야 한다.그림 2.31는 ICS수신감도
및 순방향/역방향 기지국과 중계기의 감도 특성이다.

GRVS

기지국기지국기지국기지국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열잡음

-108dBm

열잡음

-114dBm

-107dBm

(1dB 상승)

수신감도

-123dBm
수신감도

-117dBm

기지국 Noise floor 1dB 
상승이내조건

기지국대비중계기

수신감도 6dB 저하

중계기 RVS MAPL ̃
21+117 = 138dB

중계기 FWD MAPL ̃
중계기 RVS MAPL 조건

→Pwant ˜  31.3 dBm

FWD/RVS 주파수차이

고려→Pwant ˜33 dBm

중계기

1개연결

GRVS

기지국기지국기지국기지국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1

열잡음

-108dBm

-114dBm

-105.6dBm

(2.4dB 상승)

수신감도

-121.6dBm
수신감도

-115.6dBm

GRVS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2

수신감도

-115.6dBm

GRVS

중계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2

수신감도

-115.6dBm-114dBm

-114dBm

-109.2dBm

기지국 Noise floor 2.4dB 
상승조건(대당 1dB)

기지국대비중계기

수신감도 6dB 저하

중계기 RVS MAPL ˜
21+115.6 ˜  136.6dB

중계기 FWD MAPL ̃
중계기 RVS MAPL 조건

→Pwant ˜  30 dBm

FWD/RVS 주파수차이

고려→Pwant ˜ 31 dBm

중계기

3개연결

그림 2.31ICS수신감도 및 순방향/역방향 기지국과 중계기의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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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은 FWD 출력 레벨(Pwant)에서 역방향 잡음레벨 상승,순방향/역방향 커버리
지 밸런스,운용 FA 수,연결 중계기 수를 고려한 권고안이다.1FA 경우는 FA 이득
을 고려하지 않고 상향 설정이 가능하나 2FA이상설정시:FA이득,트래픽이득,타 기
지국 신호이득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표 2.8FWD출력 레벨(Pwant)권고안

장비종류
(최대출력)

기지국섹터당
연결중계기수

기지국
잡음상승
(dB)

순방향 Pwant(CommonCH가정)
1FA 2FA 3FA 4FA

46dBm 40W
1 1.0 33 36 38 39
2 1.8 32 35 37 38
3 2.5 31 34 36 37
4 3.0 30 33 35 36

43dBm 20W

1 1.0 30
(상향 가능33) 33 35 36

2 1.8 30
(상향 가능33) 33 35 36

3 2.5 30
(상향 가능33) 33 35 36

4 3.0 29
(상향 가능33) 32 34 35

42dBm 15W

1 1.0 29
(상향 가능33) 32 34 35

2 1.8 29
(상향 가능33) 32 34 35

3 2.5 29
(상향 가능33) 32 34 35

4 3.0 29
(상향 가능33) 32 34 35

37dBm 5W

1 1.0 24
(상향 가능33) 27 29 30

2 1.8 24
(상향 가능33) 27 29 30

3 2.5 24
(상향 가능33) 27 29 30

4 3.0 24
(상향 가능33) 27 29 30

FWD이득 설정 순서 첫 번째는 중계기 입력을 측정한다.두 번째 중계기 TX아이솔레이션 측정한
다.세번째XTH값 설정은 7dB또는 5dB한다.네 번째 아이솔레이션의중계기출력/중계기입력이
권고안보다크면중계기출력을PwantdBm이되게ATT조정한다.표2.9는FWDGain을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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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FWDGain설정

입력레벨
(dBm)

PathLoss
(dB)

Isolation
(dB)

XTH
(dB)

원하는
중계기
출력레벨
(dBm)

FWDGain
(dB)

ATT
(dB)

중계기출력
레벨
(dBm)

Formula Pin PLF
(36-Pin) I XTH Pwant

GF=Min
{Gmax,
I+XTH,
Pwant-Pin}

Gmax-GF Pref

Example -50 36-(-50)
=86 85 5 33 83 17 33

중계기 입력레벨:중계기 LPA/HPA Off시,링크안테나 입력레벨은 피드백 신호를
포함하지 않은 레벨이다.아이솔레이션에서 평균 아이솔레이션은 90dB이다.XTH는
7dBfor옥상,5dBfor전주 및 fasttime-varyingfeedback채널이다.Pref는 Node-B
에서 traffic없이 common 채널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FA당 중계기 출력레벨이다.
Gmax는 중계기 최대이득 (100dB for40/20W,95dB for15/5W)이다.표 2.10은
Tx/RxOffset초기 값 설정이다.

표 2.10Tx/RxOffset초기 값 설정

NodeB
출력
(dBm)

입력레벨
(dBm)

Path
Loss
(dB)

중계기
출력
레벨
(dBm)

FWD
Gain
(dB)

RxDiv
유무

RVSGain(dB)
(중계기 NF=

기지국 NF+2가정)

Tx/Rx
Offset
(dB)

Formula PNB,C
(Common) Pin

PLF
(PNB-
Pin)

Pref GF
DivOn GR=GF-9+

(PNB,C-Pref)
(PNB,C-
Pref)-9

DivOFF GR=GF-11+
(PNB,C-Pref

(PNB,C-
Pref)-11

Example 36 -50 36-(-50)
=86 33 83

DivOn 77 -6

DivOFF 75 -8

중계기에 의한 Node-B 역방향 잡음 상승레벨을 1dB 이내로 하기 위한 이론값이
다.실제 채널 환경에 따라 오차가 있으므로,Node-B또는 교환국에서 실제 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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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상승레벨 측정으로 finetuning해야 한다.실측 결과 Tx/RxGainOffset이 너
무 크게 설정되는 경우 DivOff고려해야 한다.그림 2.32는 Tx/RxGainOffset초
기 값 이다.[41][42][43][44]

단일빔 안테나 Gain
Gant = 15dBi

Pin

GF =90dB

(common 
channel power)

(Cable loss ??)

Node-B

PNB,C

36dBm/FA
Forward

Path Loss:
PLF =105dB

Input Level
-69dBm

Input Level
-54dBm

Pref =36dBm/FA

(common 
channel power)

GR 

-108dBm + NFREP

(역방향 열잡음 가정)

Reverse
Path Loss:

PLR =104dB

(역방향 Path loss는 
주파수 차이 1.4dB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

-108dBm 
+ NFNDB

중계기 열잡음 증폭이 
기지국 열잡음 레벨의 

-6dB로 설정
(Total 열잡음 레벨은 
기지국 Only 대비 +1dB 

이내로 상승)

(-108dBm + NFREP  + GR + Gant  - PLR )
= -108dBm + NFNDB - 6

GR  = NFNBD - NFREP - 6 + PLR ? Gant 

      = (NFNBD ? NFREP) - 7 + (PNB,C - Pref) + GF  

GR  ˜  GF  - 9 + (PNB,C ? Pref) 
Rx Diversity 없을 때

(중계기 NF ˜  NodeB NF + 2 가정)

GR  ˜  GF  - 11 + (PNB,C ? Pref) 
Rx Diversity 있을 때

(중계기 Div NF ˜  NodeB NF+4 가정)

(-108dBm + NFREP  
+ GR + Gant  - PLr )

Pref  = Pin + Gant + GF 
       = (PNB,C ? PLF) + Gant + GF 

PLR  = PLF  - 1 
       = (PNB,C ? Pref)+ Gant+GF -1 

수식전개에 아래 두 식 이용

-108dBm + NFNDB + 1

그림 2.32Tx/RxGainOffset초기값

Tx/RxGainOffset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 SLOT_CYCLE_INDEX=0:1.28초.기지국 RSSI파악 (BSM 문의)
§ 중계기 순방향 입력 측정 한다.
-HPA OFF
-LinkANT RXMON포트(-40dB커플러)에 LNA 연결 후 스펙트럼으로 순방
향 채널 파워 측정 (LNA 없이 측정하게 되면 약-90dBm 정도를 읽을 수 있
는 스펙트럼이 필요하다.)이다.
-LNA가 없을 시에는 LINK 안테나를 제거 후,LINK ANT포트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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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여 측정한다.
§ 중계기 순방향 입력을 측정 한다.
§ TxRxOffset초기값 설정 및 역방향 적정출력 확인 (역방향출력 -108 +
RVS_Gain+중계기 NF)한다.
-RVSHPA ON
-LinkANT쪽 RXMON 포트(-40dB커플러)에 스펙트럼을 연결하여 역방향
출력을 측정하면서 예상 레벨 확인 한다.

§ 기지국 RSSI변화를 파악 (BSM문의)한다.
-셋팅 전/후 차가 1dB이내가 되도록 TxRxOffset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4.4.4.4.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설설설계계계 조조조건건건
안테나로 송신을 할 때에는 송신기 전력 고주파 에너지를 전파 에너지로 바꾸어 공
간에 방사하고,수신을 할 때에는 공간의 전파 에너지를 수신하여 전력으로 바꾸어 수
신기에 공급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송신전력을 전자파로 변환
하는 것을 송신안테나라고 하며 수신된 전자파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수신안테나
라고 한다.안테나는 고주파에 대하셔 저항(R),코일(L),콘덴서(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테나는 무선통신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 또는 유선의 선로가 아닌 자유공간이
다.그냥 공기라고 말하기엔 우주공간에서도 전자파를 쓰기 때문에 자유공간이란 말이
좀 더 적합하다.그러한 자유공간에 신호를 뿌려주고,또 그 뿌려진 신호를 잡아서 받
는 것,그 역할을 하는 최 종단이 바로 안테나이다.
전기적 신호는 도체를 통한 전위차와전하의 흐름으로 전달되기에,자유공간과 같은
부도체(=절연체)에선 전하가 흐르지 못한다.하지만 전자기파는 오히려 도체를 통과하
지 못하고 부도체(=유전체)에서 전계와 자계를 구성하면서 진행한다.이렇게 전압/전류
로 표현되는 전기적 신호와 전기장/자기장으로 표현되는 전자기파를 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그것이 바로 안테나이다.안테나 외부의 전자기장의 변화와 안테나 도
선상의 전기적 신호가 상호 연동함으로써,대기 중에 떠다니는 전자기파 신호를 전자
기기가 감지하고,또 그 역도 가능한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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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은 StepedImpedanceFilter,Patch안테나에서 왼쪽은 Microstrip으로 구현
된 Steppedimpedancefilter(LPF형태)의 예이다.입력포트에 들어간 신호들은 이 구
조를 지나면서 출력포트에서 특정 주파수만 걸러진 형태로 나오게 된다.

StepedImpedance
Filter

Patch안테나

그림 2.33StepedImpedanceFilter,Patch안테나

오른쪽 그림은 왼쪽과 똑같은데,출력포트가 없는 Microstrip패턴이며,이것은 패치
안테나이다.이 두 안테나는 매우 비슷하지만,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안테나는 한
마디로 끊어진 선로이다.더 이상 전기신호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일반적인
선로가 그렇게 된다면 개방된 회로처럼 신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전반사해서 돌
아온다.하지만 안테나는 그 끝단을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하게 함으로써,신호가 되돌
아가지 않고 어떤 전자기장 형태의 에너지가 형성되어 외부로 뻗쳐나가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입력포트하나뿐인 1포트 디바이스이다.
그래서 안테나에서는 입력 반사계수를 의미하는 S11값만 보이며,그림 2.34안테나가
동작하는 주파수에서 S11값과 같은 공진 그래프 형태를 가지게 된다.[46][4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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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Freq

S11

Freq

그림 2.34 안테나가 동작하는 주파수에서 S11값

안테나가 동작하는 주파수에서 S11값이 낮아진다.즉 이 주파수에서 안테나로 입력
된 신호전력이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고 최대한 안테나를 통해 외부로 복사된다는 의미
이다.원하는 주파수에서 S11이 더 밑으로 깊게 파일수록 안테나의 복사효율이 높고
매칭도 잘 되었다는 의미이며,이 푹 파인 계곡이 넓을수록 안테나가 다룰 수 있는 주
파수의 대역폭이 넓다는 의미가 된다.그림 2.35는 안테나가 동작하는 협대역,광대역
특성을 보여주며 설계 시 기본적인 특성과 주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Freq Freq

S11

협대역 특성 광대역 특성

S11

Freq Freq

S11

협대역 특성 광대역 특성

S11

그림 2.35안테나가 동작하는 협대역,광대역 특성

a.a.a.a. 안안안테테테나나나의의의 공공공진진진기기기준준준
안테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공진이다.공진이란 구조적/전기적으로 주파수선택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써,RF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가장 일반적인 안테나 형태인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막대기 길이 두 배의 파장을 가진 주파수에 공진하게 된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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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 말하면,원하는 주파수를 송수신하려면 막대기 길이를 λ/2길이로 만들면 된다.
그림 2.36은 다이폴,모노폴 안테나 이다.예를 들어 1GHz의 신호를 송수신하고 싶다
면,1GHz의 공기중 파장은 30cm이다.그러므로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를 15cm로 만들
면 1GHz용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모노폴 안테나의 경우는 접지가 이미지 효과
를 가지기 때문에,다이폴 보다 반으로 작은 길이인 λ/4로 만들면 된다.[50][52][53]

+ -
Ground

+ -
Ground

모노폴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λ/2
λ/4

그림 2.36다이폴,모노폴 안테나

b.b.b.b. 안안안테테테나나나의의의 이이이득득득설설설계계계조조조건건건
안테나는 수동소자로서 그 자체로는 전력 이득을 갖지 못한다.안테나 이득은 안테
나 지향성 이득을 줄인 말로,목적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전파를 집중하여 복사하는
가를 나타낸다 안테나 이득이라 함은 입력된 신호가 출력에서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이다.안테나는 분명히 수동소자이다.직류전원 같은 것 없이 그냥 안테나 입력에
외부에 내보내고 싶은 신호만 보내면 안테나가 공기 중에 방사시키는 것이다.안테나
자체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력된 신호보다 큰 신호를 내보낼 수가 없으며,그
렇게 입력 신호를 더 크게 출력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안테나에서의
이득은 이런 능동회로의 이득과 다른 문제이며,입력신호에 대비하여 출력신호가 더
커진다는 의미의 이득이 아니다.안테나 이득은,방향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상대적 이
득을 의미한다.이득이란 최대전계 방향을 기준으로 등방성한 복사패턴에 대비한 안테
나 복사패턴의 비율을 의미한다.
안테나로 인해 신호가 커지는 게 아니라,사방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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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방향으로 몰리는 경우 그 쏠리는 비율을 의미하는 셈이 된다.단위로는 dB를 사용
하며,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dBi라고 표현한다.반면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여 이득을 계산할 때는 dBd라는 단위를 쓰기도 한다.다이폴 안
테나의 이득은 2.15dBi이므로,dBd와 dBi는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안테나의 이득이 높다는 말은,전자파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특정방향으로 더욱 강

한 전자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안테나 이득이 높다고만 안테나가 좋은 것이 아
니라,시스템에서 원하는 만큼 적절한 대역폭과 이득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그리고 빔
폭의 기준점으로,반 전력 빔 폭(HPBW)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안테나의 빔 폭이 넓
다,좁다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쉽게 표준화할 수 있
도록 최대 빔 방향의 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이 반 (10*log(0.5)=-3dB)으로 줄어드는
지점까지의 각도를 반 전력 빔폭 이라고 정한 것이다.안테나의 전단 길이 L이 커질
수록 SideLobe(부엽,작은 빔)의 수가 많아지고 빔 폭이 좁아진다.빔 폭이 좁으면 전
파를 목적하는 방향으로 향해 집중하여 복사하기 때문에 이득이 높아진다.안테나 이
득 G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설계 시 전파품질을 고려해 이득을 결정해야한
다.

안테나 이득 G=E2/E02[배]=10log[E2/E02][dB] (2-1)

(((111)))안안안테테테나나나 이이이득득득 종종종류류류
§ 절대 이득 :기준 안테나로 등방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임의의 안테나의 이득
을 측정했을 때 그 이득을 절대이득 이라한다.

§ 상대 이득 :기준 안테나로 무 손실 ,반 파장 다이폴을 사용하여 임의의 안테
나 이득을 측정했을 때 그 이득을 상대이득이라고 한다.

§ 지상 이득 :기준 안테나로 l/4보다 극히 짧은 수직 안테나를 사용하여 임의
의 안테나 이득을 측정했을 때 이득을 지상 이득이라고 한다.(접지 안테나의
이득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222)))안안안테테테나나나편편편파파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수신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편파이다.편파란,전자기
파의 진행방향에 대한 전자 필드의 극성 방향을 의미한다.안테나마다 고유의 편파
형태를 갖고 있으며,송수신 안테나끼리 서로 편파방향을 맞추는 문제는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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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편파에는 크게 직선편파와 원형편파의 두 가지가 있다.그림 2.37은 수직편
파,수평편파 특성이다.

수평편파 수직편파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

(a)편파방향이 일치한 경우:
전자파의 에너지 교류가 원활함

(b)편파방향이 일치한 경우:
전자파가 직교해서 에너지 교류가 안됨

그림 2.37수직편파,수평편파 특성

송․수신 안테나 끼리 서로 편파 방향을 맞추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서로 편파방
향이 틀어지면 송,수신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최악으로 서로 완전히 직교하는 편파를
가지게 되면 신호교류가 잘 안되며,성능과 입력 레벨이 떨어진다.벡터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에너지가 서로 수직이거나 수평일 때 에너지 교류가 불가능 하다.그림 2.38은
원형편파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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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

LHCP

RHCP진행방향을 축으로 전계가
회전하면서 전파한다. 진행방향 정면에서 보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전계벡터가 회전한다.

그림 2.38원형편파 특성

이러한 원형편파는 특히 패치 안테나를 이용하여 쉽고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그림 3.8은 패치 안테나 원형편파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패치 안테나의 형상들이다.

그림 2.39패치 안테나

대부분의 안테나는 안테나 극성방향에 따른 직교편파 특성을 가지지만,의도적으로
원형편파를 만들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응
용되고 있다.타이밍 조절로 한 주파수에서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송수신할 수 있다.장
애물 잡음에 강해서 건물투과성이 높고 다중반사간섭에 강하며 편파손실이 적다.[54][55]

(((333)))안안안테테테나나나 복복복사사사 패패패턴턴턴
안테나 복사 패턴이란,안테나의 복사 특정을 공간 좌표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3.9는 안테나의 복사 패턴과 같이 복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의 빔을 주빔,또는 주엽 이라
고 하며,그 외의 작은 빔을 부엽이라고 한다.등방성은 완전히 지구 모양의 전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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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며,전방향성은 l/2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l/2안테나의 중심부로부
터 수평/수직으로 360도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지향성은 일반적으로 주 빔이 부엽에
비하여 매우 큰 복사패턴을 갖는 안테나를 말한다.이와 같이 복사 패턴을 갖는 안테나를
사용하면 목적 방향으로만 강한 전파를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전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즉,공중선으로부터 복사되는 전파의 방향에 따른 상대적 크기를 복사도체
를 원점으로 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복사 지향성 이라고 하는데 보통,최대복
사 방향의 값을 1로 하여 그의 모양을 그림 3.9는 안테나의 복사 패턴으로 표시한 것을
복사(방사)패턴이라고 한다.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그림 2.40에서와 같이 볼 수 있다.격자선은 편리하게 전력비
(w)보다 dB로 표기한다.초단파대 이하에서는 주로 필드 이 사용되며 마이크로파 대
에는 전력 패턴이 사용된다.(cf.초단파대 이하 :주로 선형 안테나 사용,M/W대 :개
구면 안테나 사용)특히 안테나를 여러 개 배열하였을 때,이들 지향성 계수를 계산하
면 이 안테나로부터 공간에 복사되는 복사모양을 알아낼 수 있으며 방향에 의한 차가
큰 경우,약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을 Edo는 최대치를 0dB로 하여 데시벨
로 나타낼 수 있다.

등방성
지향성 전방향성

그림 2.40안테나의 복사 패턴

c.c.c.c. 기기기지지지국국국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조조조건건건
기지국 안테나 구성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이동국 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와 기지국에
서 사용하는 안테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이동국 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와 기지국
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의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기지국 안테나는 대 출력
을 송신하므로 이동국에 비해 더 뛰어난 정합 특성이 필요하다.셀의 섹터화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섹터에 영향을 적게 주기위해 부엽 특성이 매우 우수한 즉 부엽으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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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안 되는 빔 조절 안테나 특성이 필요하다.CDMA 무선접속 방식인 경우 원하
지 않는 방사 특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섹터를 더 많이 분할할 수 있도록 더 좁은
빔 폭을 가지면서 부엽 방사 특성이 적은 안테나 특성 필요하다.기지국이 담당하는
셀 내에 비교적 균일한 전파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는 주파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무선 환경에서의 다이버시
티 수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림 2.41은 기지국 안테나 구성도(1섹터 같이 안테나를
2개 이상 사용하여 다양한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기에서 다이버시티 기능(최대 비 합성
법)을 활용하여 양호한 특성을 가진 신호를 선택한다.

LNA

HPA

수신 안테나

송신 안테나

기지국

수신

송신

LNA

HPA

수신 안테나

송신 안테나

기지국

수신

송신

(a)송․수신 안테나를 개별 사용시

LNA

HPA

수신 안테나

송/수신 안테나

기지국

수신

송신

Duplexer

LNA

HPA

수신 안테나

송/수신 안테나

기지국

수신

송신

Duplexer

(b)송․수신 안테나를 공동 사용시

그림 2.41기지국 안테나 구성도(1섹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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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기기기지지지국국국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조조조정정정
기지국 안테나는 커버리지 시나리오에 따라 안테나 방위각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2.42는 안테나 방사복 장애물 이격거리이다.기지국 안테나의 종류(모델),안테나
방향,기울임 각(Tilt)이 무선망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안테나 방
향이 설계대로 설치되었을 때 어느 건물이나 지물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지도에서 파악
하여 그 지물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조정을 한다.

수평방향 수직방향

안테나 빔각 65°

-4° -2°

그림 2.42안테나 방사복 장애물 이격거리

최대 옥내 커버리지를 얻기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은 수평선에서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적,기계적인 틸트를 사용하지 않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지형적인 여건 및 주변 환경에 따라 기지국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커버리
지를 얻기 위해 안테나 틸트를 재조정할 경우,서비스 가능한 최대 커버리지 끝에 안
테나 방향을 맞춘다.만약 전기적 틸트를 사용하고 있는 안테나인 경우에는 전기적 틸
트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은 대부분 통화량
이 적어 최소의 기지국으로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할 때 사용된다.그림 2.43은 최대 커
버리지를 얻기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이다.

총 틸트 각 =a=전기적 틸트 +기계적 틸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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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빔방향

그림 2.43최대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

최대 옥내 커버리지를 얻기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은 서비스 지역 내 옥내 커버리지
를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서비스 영역 끝부분의 각도에 안테나 수직방향
빔 폭을 더한 만큼의 각도로 틸트를 조정한다.이 경우는 통화량이 많은 도시 지역에
서 사용하게 되며,최대 커버리지가 보다 실제 커버리지가 작은 경우에 사용한다.그림
2.44는 간섭억제를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이다.

틸트 각 =a=(전기적 틸트 +기계적 틸트)+b/2 (2-3)

주빔방향

그림 2.44간섭억제를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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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은 안테나 빔 폭 이상,첫 번째 Null
이 되는 각도 사이의 각도를 이용하여 틸트를 조정한다.그림 2.45는 간섭 억제를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이다.

틸트 각 =NullAngle (2-4)

주빔방향

그림 2.45간섭 억제를 위한 안테나 틸트 조정

다른 지역에 간섭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섭지역으로 향하는 방향으
로 사용하고 있는 안테나의 패턴에 이득이 거의 0인 각도(NullAngle)가 지향하도록
조정한다.이 경우 간섭은 다른 기지국의 서비스 지역이므로 조정하는 기지국의 커버
리지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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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용용용 수수수직직직편편편파파파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설설설계계계

A.A.A.A. 안안안테테테나나나SSS파파파라라라메메메터터터기기기준준준및및및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용용용수수수직직직편편편파파파안안안테테테나나나
기존 RF방식 중계기를 사용시 송수신 신호간의 상호발진으로 인한 제한적 설치
및 운용상 문제가 발생되었으며,현재 ICS 중계기의 도너 나로 사용되는 단일 빔
안테나의 회전 각도에 따른 수직/수평 편파 배열 상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CS3G 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여 ICS중계기 입력레벨(RSSI)저하와 편파 차이에 의한 아이솔레이션 향상 및
중계기의 입력레벨을 개선하고자한다.
안테나는 내부 다이폴 정렬에 따라서 수직편파와 수평편파로 나누어진다.안테나의
3요소는 이득,빔 폭,틸트 이다.단일편파 안테나 설계는 다이폴 안테나와 반사판과의
거리,반사판의 크기에 의해 수직 및 수평 반치각이 결정된다.다이폴 안테나의 배열
및 수량에 따라 이득이 결정된다.안테나의 크기에 따라 Tile각이 변화한다.그림 3.1
은 단일편파 안테나 설계이다.

Half power beam width 65° Half power beam width 90°

Reflector

Dipole system

Feeding harness

connector

그림 3.1단일편파 안테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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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안안테테테나나나SSS파파파라라라메메메터터터 설설설계계계기기기준준준
안테나는 직접적으로 전력 공급 없이 동작하는 수동소자로서 RF 출력을 방사하며
자유공간으로부터 전파를 흡수하여 RF수신소자로 전달된다.안테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파라메터에는 안테나 방사패턴,방사지향성,방사이득,전압,정재파비(VSWR),
실효 복사전력 등이 있다.
회로망의 Z파라메터,Y파라메터,h파라메터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는

100㎒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왜냐하면 이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회로의 오픈,쇼트를 하
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회로를 쇼트 하는 리드선은 고주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인덕턴스를 갖고,직류적 으로는 오픈 상태라 하더라도 약간의 용량이 있으면
고주파에서는 임피던스가 적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높은 주파
수영역 에서도 정확히 회로망을 표현할 수 있는 S파라메터가 필요하다.
이것은 12㎓ 부근까지의 측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S파라메터의 측정원
리는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다.각 단자를 Zs,ZL에서 종단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은 특성 임피던스 Zo로 하여 측정된다.S파라메터는 다른 Z및 Y파라메터와 달라서
전압이나 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파와 반사파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다.그
림 3.1과 같이 입사파와 반사파를 각각 ai,bi(i=1,2)로 나타내면 수식 (3-1)과 (3-2)와
같이 1차의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낸다.

b1=S11a1+S12a2 (3-1)
b2=S21a1+S22a2 (3-2)

그림 3.2S파라메터 측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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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S11～ S22는 S파라메터 이다.

단자 에서의반사파
단자 의입사파

(3-3)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a2=0으로 되며 절대치와 위상을 포함하여 입력 반사계
수라 한다.여기서 a2=0이라는 조건은 출력단자에 정합이 잡힌 부하가 접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Zs=ZL).마찬가지로 Zs=Zo일 때는 a1=0으로 수식 (3-4)와 같으며,
출력 반사계수라고 불린다.

단자 에서의반사파
단자 로의입사파

(3-4)

또한 수식 (3-5)와 (3-6)은 각 단자를 특성 임피던스로 종단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3-5)

(3-6)

그림 3.2에 있어서 단자전압 V1,V2및 단자전류 I1,I2를 보면 식 (3-7),(3-8),(3-9),
(3-10)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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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그리고 식 (3-7),(3-8)에서 식 (3-11),(3-12)와 같이 되며 식 (3-3)에서 반사계수 S11
은 식 (3-13)과 같다.

(3-11)

(3-12)

(3-13)

그림 3.2에서 보면 V1=ZsI1인 것이 분명하며,이것을 위의 식에 적용하면 식 (3-14)와
같다.

(3-14)

이 식에서 Zs=Zo,즉 전원의 임피던스와 회로망의 입력 임피던스가 같을 때 S11=0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마찬가지로 하여 식 (3-15)와 같이 나타낸다.

(3-15)

식 (3-14)와 식 (3-15)는 ZL를 Zs와 바꾸어 놓으면 모두 같은 등가이므로,아래의 식
(3-16)과 같이 반사계수를 Γ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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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3-16)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ZL,Zo는 복소량 이므로 반사계수 Γ도 복소량 으로 된다.그래서
식 (4-17)로 나타내면 IΓI는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의 진폭의 비,Θ는 위상차라고 하게 된다.

Γ Γ
θ (3-17)

여기에서 ReturnLoss는 식 (3-18)과 같이 정의 된다.

Γ
(3-18)

a.a.a.a. 설설설계계계된된된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측측측정정정 시시시 환환환경경경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고고고려려려사사사항항항 및및및 오오오차차차
정재파비 측정기의 측정방법은 정재파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샘플링 하여 포인트 별로 일정레벨의 전력을 송출하고 되돌아오는 전력을 측정
하여 정재파비로 환산,표시한다.

§ ReturnLoss=20log10(VSWR+1/VSWR-1)(dB)
§ VSWR=(10R.L./20+1/10R.L./20-1)

공중선 측정 시 유의할 점은 측정대상마다 급전선 종류와 급전선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다.이는 Insertion손실이 다르다는 뜻이며,IL이 클수록 정재파비 규격인 1.3:1을
만족하기 쉽다.그림 3.3은 공중선 정재파비 측정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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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Analyzer
SA-9270A

Tracking
Generator(Option)

MeasurementDisplay

DFT Measurement
Software(Option)

PowerDivideror
ReturnLossBridge(Option)

Fault

Fault

그림 3.3공중선 VSWR측정 예

안테나 정재파비 1.5:1일때 급전선 7/8인치 50m 포설한 경우 Leturn손실로 개산하
면 안테나 정재파비 1.5:1(13.98dB)+급전선 삽입손실(3dB*2)=19.98dB이다.결과 값
이 정재파비 1.3:1(17.69dB)보다 큰 1.23:1(19.7dB)이 정상적인 값이다.
반대로 광중계기 공중선이나,인 빌딩 중계기 최 종단 공중선의 케이블길이가 짧은
경우 정재파비 1.3:1을 만족하기 어려운경우가 있다.안테나 정재파비 1.5:1일때 급전
선 1/2인치 2m 포설한 경우 LeturnLoss로 개산하면안테나 정재파비 1.5:1(13.98dB)+
급전선 삽입손실(0.5dB*2)=14.98dB이다.결과 값이 정재파비 1.3:1(17.69dB)보다 작
은 1.44:1(1.4.98dB)이 정상적인 값이다.

(((111)))정정정재재재파파파비비비가가가 무무무선선선품품품질질질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당사의 기지국 중계기 등의 최종출력이 전파되기 위해 공중선을 이용하며 공중선
(안테나를 포함한 급전선)의 임피던스 매칭 상태를 알고자 정재파비 또는 Return손실
로 표시 한다.
장비의 최종 AMP출력이 공중선에서 적은 전송손실을 같고 전파되는 것이 이상적
이며 이를 측정하는 것이 정재파비 측정이다.당사는 각각의 공중선에 따라 정재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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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고 있으며,전송손실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AMP출력 42dBm ,공중선
정재파비 1.5:1,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출력은 42-0.177=41.823dBm이다.AMP 출력
42dBm ,공중선 정재파비 1.3:1,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출력은 42-0.075=41.925dBm
이다.42dBm 출력시 정재파비의 변화에 의한 출력 값 저하는 41.9257dBm 에서
41.8230dBm으로 약 0.1dB정도로,이는 기지국 출력 측정시의 측정오차범위에 들어간
다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필드에서의 품질 변화는 미비하다.
0.1dBm의 저하로 인한 필드 품질 변화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안테나의 특성 중
중요한 변수는 지향성을 결정하는 안테나 패턴이며 정재파비의 변화보다는 패턴의 변
화로 인한 특정지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2.2.2.2.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용용용 수수수평평평편편편파파파 안안안테테테나나나
기지국 안테나 특성은 ±45°가 편파 간 분리도가 양호하여 실용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안테나의 제작에 있어서 λ/2소자를 사용한 것과 스트립(편파에 구멍
을 뚫음)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있다.편파 간 분리도에 의한 특성은 유사하다.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45°편파 안테나의 구조는 +45°편파와 -45°편파를 가
지는 안테나 .배열로 한 안테나 안에 조립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편파간 분리도는 15dB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도시 지역과 같이 전자파의 반사,
회절 등이 심하여 전파가 편파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으
로 사용이 가능하다.그러나 농어촌이나 개방지역 같은 경우 반사나 회절이 작아
전파가 편파 특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다이버시티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안테나 내부 다이폴 정렬에 따라 수평 편파 와 수직 편파가 나누어진다.다이폴이 수
직으로 세워지면 수직편파 안테나,수평으로 세워지면 수평편파 안테나이다.안테나 편
파성에 따른 입력 레벨 개선은 기지국 안테나는 ±45°이고 중계기용 안테나가 0°,90°
일 때 기지국 편파가 복 편파 (±45°)이고,중계기용 안테나의 편파가 수평(90°)일 때
편파 손실은 -3dB이다.

PLF[dB]=10log|cos|2dB
PLF[dB]=10log|cos(±45)|2dBdB=-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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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중계기용 수평편파 안테나 내부 구성도이며,그림 3.5는 수평편파 안테나의
내부 구성도 및 외형이다.이득은 14dBi이며,수평 빔은 33°,수직 빔 35°이다.

그림 3.4중계기용 수평편파 안테나 내부 구성도

그림 3.5수평편파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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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용용용수수수직직직편편편파파파안안안테테테나나나설설설계계계
안테나 편파성에 따른 입력 레벨 개선은 기지국 안테나는 ±45°이고 중계기용 안테
나가 0°,90°일때 기지국 편파가 복 편파 (±45°)이고,중계기용 안테나의 편파가 수
직(0°)일 때 편파 손실은 -3dB이다.

PLF[dB]=10log|cos|2dB
PLF[dB]=10log|cos(±45)|2dBdB=-3 (3-20)

기지국 ANT 0°이고 중계기용 안테나가 90°일때 기지국 편파가 수직 (0°)이고,
중계기용 안테나의 편파가 수평(90°)일 때 이론상 편파 손실은 -∞∞∞dB이다.

PLF[dB]=10log|cos|2dB
PLF[dB]=10log|cos90|2dBdB=-∞ (3-21)

단일 빔을 형성하는 기술 요소로 방사소자는 상호간섭 특성 및 균일한 방사특성으로
구성된다.기구의 특징으로 45°코너 반사 판넬을 사용한다.출력 분배의 특징으로 2차
원 이항 분배 및 방향성 회로로 구성된다.그림 3.6은 설계된 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
내부 불럭도이다.

그림 3.6설계된 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 내부 불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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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설계된 안테나의 전면 내부도로 출력 분배 행열,안테나소자,코너반사 판넬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7설계된 안테나의 전면 내부도

그림 3.8은 설계된 안테나의 측면도로 코너반사 판넬,단일 빔 패턴 출력 분배기,안테나
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8설계된 안테나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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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설계된 PCB에 의한 다량의 정밀한 분배회로와 방사소자의 구성도 이다.

그림 3.9설계된 안테나 PCB구성도

그림 3.10은 설계,설계된 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 내부 구조이다.

그림 3.10설계된 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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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설계 ,제작된 안테나 외형이다.단일 빔 안테나의 편파특성,빔폭,방향
패턴,방사 지향성,방사이득 등을 고려하여 내부 다이폴을 수직으로 배열 하고 이득은
15dBi수평 빔 23°,수직 빔 23°를 제안 설계 하였다.

그림 3.11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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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및및및 성성성능능능 분분분석석석

A.A.A.A.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용용용 수수수직직직편편편파파파 안안안테테테나나나

1.1.1.1. 실실실험험험환환환경경경
이동통신 기지국 BTS 또는 중계기의 무선 신호 편파성에서 수직 및 수평 안테나
특성에 따른 전파세기 변화를 측정한다.그림 4.1은 안테나와 기지국간 데이터 측정시
험 환경으로 GENCOMM G7104A 스펙트럼 분석기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기지국

안테나

GENCOMM G7104A

그림 4.1안테나와 기지국간 측정 시험환경

2.2.2.2.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ICSRF중계기는 이동통신 기지국 또는 단말기로부터의 무선 수신신호를 일반적인
LNA 및 HPA와 결합하여,FeedbackMulti-path페이딩 Interference신호에 의한 중
계기의 발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처리를 하여 대 출력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다.그림 4.2는 ICSRF중계기에서 측정한 데이터이다.간섭 신호 =서비스 신호 +
15dB(또는 Cancellation=30dB)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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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ICSRF중계기 시뮬레이션

중계기 발진현상으로 그림 4.3은 정상 30dB이상 확보 일때 출력 데이터이며,그림
4.4는 정상 30dB이상 확보 일때 WCDMA 3GPP출력 데이터이다.

그림 4.3정상 30dB이상 확보 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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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정상 30dB이상 확보 WCDMA 3GPP출력 데이터

중계기 발진현상으로 그림 4.5은 미세발진 10dB 확보 일때 출력 데이터이며,그림
4.6는 미세발진 10dB확보 일때 WCDMA 3GPP출력 데이터이다.

그림 4.5미세발진 10dB확보 출력 데이터

그림 4.6미세발진 10dB확보 WCDMA 3GPP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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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발진현상으로 그림 4.7은 완전발진으로 이득 ==아이솔레이션 일때 출력
데이터이며,그림 4.8은 완전발진으로 이득 ==아이솔레이션 일때 WCDMA 3GPP
출력 데이터이다.

그림 4.7완전발진으로 이득 ==아이솔레이션 일 때 출력 데이터

그림 4.8완전발진으로 이득 ==아이솔레이션 일 때 WCDMA 3GPP출력 데이터

안테나 설계로 T-junction분배기는 모든 포트에서 정합 불가능하며,출력 포트간의
결합이 가능하다.그림 4.9는 T-junction분배기 구성도이며,그림 4.10은 T-junction
시뮬레이션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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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50 50 ΩΩΩΩ

50 50 50 50 ΩΩΩΩ

50 50 50 50 ΩΩΩΩ

41.8 41.8 41.8 41.8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59.1 59.1 59.1 59.1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59.1 59.1 59.1 59.1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50 50 50 50 ΩΩΩΩ

50 50 50 50 ΩΩΩΩ

50 50 50 50 ΩΩΩΩ

41.8 41.8 41.8 41.8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59.1 59.1 59.1 59.1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59.1 59.1 59.1 59.1 ΩΩΩΩ

((((λλλλ/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4 Transformer)  

그림 4.9T-junction분배기 구성도

그림 4.10T-junction시뮬레이션 데이터

저항 분배기는 모든 포트에서 정합 가능하며,출력 포트간의 결합이 가능하다.그림
4.11은 저항 분배기 구성도이며,그림 4.12는 저항 분배기 시뮬레이션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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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GHz
Stop=2.5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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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Term1

Z=50 Ohm
Num=1

그림 4.11저항 분배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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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저항 분배기 시뮬레이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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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설설설계계계된된된 안안안테테테나나나와와와 수수수평평평편편편파파파 안안안테테테나나나 측측측정정정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기지국에서 전파되는 편파성 신호를 설계된 수직 안테나와 수평 편파 안테나에 따른
입력 변화를 측정하였다.측정방법으로 안테나를 급전선을 이용하여 측정기에 연결하
여 3GBAND인 2162.4MHZ중심 주파수에 두고 입력 채널 전력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목적은 상호 편파성에 대한 입력레벨 값 변동을 측정하여 편파성 안테나의 사용

효율성 확인 하였다.그림 4.13은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의 KTF부귀1-W 기지국
300M 지점에서 안테나 편파 측정 시험을 하였다.

그림 4.13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KTF부귀1-W 기지국 300M 지점에서 측정

그림 4.14에서 그림 4.17은 JB부귀1-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정이며,그림 4.18에서 그림 4.21은 수평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정이다.표 4.1은 부귀1-W 기지국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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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JB부귀1-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 데이터 측정

그림 4.15JB부귀1-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90̊ 데이터 측정

그림 4.16JB부귀1-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180̊ 데이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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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JB부귀1-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270̊ 데이터 측정

그림 4.18JB부귀1-W에서 수평 안테나 0̊ 데이터 측정

그림 4.19JB부귀1-W에서 수평 안테나 90̊ 데이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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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JB부귀1-W에서 수평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그림 4.21JB부귀1-W에서 수평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표 4.1부귀1-W 기지국 측정 데이터

국소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JB부귀1-W

0̊ -44.42dBm -61.32dBm

90̊ -64.43dBm -45.50dBm

180̊ -43.52dBm -62.28dBm

270̊ -61.43dBm -44.81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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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KTF상전2N12중계기 300M지점에서 안테
나 편파 측정 시험을 하였다.

그림 4.22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KTF상전2N12중계기 300M지점에서 측정

그림 4.23에서 그림 4.26은 상전2N12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90̊,180̊,270̊ 데
이터 측정이며,그림 4.27에서 그림 4.30은 수평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
정이다.표 4.2는 상전2N12기지국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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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상전2N12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24상전2N12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그림 4.25상전2N12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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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상전2N12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그림 4.27상전2N12에서 수평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28상전2N12에서 수평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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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상전2N12에서 수평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그림 4.30상전2N12에서 수평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표 4.2상전2N12기지국 측정 데이터

국소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상전2N12

0̊ -37.92dBm -63.21dBm

90̊ -58.29dBm -40.42dBm

180̊ -36.09dBm -63.05dBm

270̊ -57.08dBm -40.83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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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은 전북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KTF상전2-W 중계기 300M지점에서 안테
나 편파 측정 시험을 하였다.

그림 4.31전북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KTF상전2-W 기지국 300M지점에서 측정

그림 4.32에서 그림 4.35은 상전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90̊,180̊,270̊ 데이
터 측정이며,그림 4.36에서 그림 4.39은 수평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정
이다.표 4.3는 상전2-W 기지국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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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상전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33상전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그림 4.34상전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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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상전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그림 4.36상전2-W에서 수평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37상전2-W에서 수평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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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상전2-W에서 수평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그림 4.39상전2-W에서 수평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표 4.3상전2-W 기지국 측정 데이터

국소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JB상전2-W

0̊ -48.10dBm -63.85dBm

90̊ -65.81dBm -44.54dBm

180̊ -47.43dBm -64.88dBm

270̊ -65.79dBm -44.13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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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KTF용담2-W 기지국 1000M지점에서 안테
나 편파 측정 시험을 하였다.

그림 4.40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KTF용담2-W 기지국 1000M지점에서 측정

그림 4.41에서 그림 4.44은 용담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90̊,180̊,270̊ 데
이터 측정이며,그림 4.45에서 그림 4.48는 수평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
정이다.표 4.4는 용담2-W 기지국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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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용담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42용담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그림 4.43용담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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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용담2-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그림 4.45용담2-W에서 수평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46용담2-W에서 수평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 94 -

그림 4.47용담2-W에서 수평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그림 4.48용담2-W에서 수평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표 4.4용담2-W 기지국 측정 데이터

국국국소소소명명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JB용담2-W

0̊ -40.87dBm -63.88dBm

90̊ -62.41dBm -43.05dBm

180̊ -43.07dBm -64.64dBm

270̊ -63.03dBm -43.62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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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는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KTF안천-W 기지국 300M 지점에서 안테
나 편파 측정 시험을 하였다.

그림 4.49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KTF안천-W 기지국 300M지점에서 측정

그림 4.50에서 그림 4.53은 안천-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90̊,180̊,270̊ 데이
터 측정이며,그림 4.54에서 그림 4.57는 수평 안테나 0̊,90̊,180̊,270̊ 데이터 측정
이다.표 4.5는 안천-W 기지국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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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안천-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51안천-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그림 4.52안천-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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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안천-W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그림 4.54안천-W에서 수평 안테나 0̊ 측정 데이터

그림 4.55안천-W에서 수평 안테나 90̊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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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안천-W에서 수평 안테나 180̊ 측정 데이터

그림 4.57안천-W에서 수평 안테나 270̊ 측정 데이터

표 4.5안천-W 기지국 측정 데이터

국소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JB안천-W

0̊ -54.69dBm -67.18dBm
90̊ -65.11dBm -57.28dBm
180̊ -53.87dBm -67.09dBm
270̊ -66.81dBm -57.58dBm

표 4.6은 설계된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 편파성에 따른 입력 레벨을 5곳의 현장에
서 동일 조건,동일 장소,안테나 방향,안테나 Tilt,동일 입력 신호 간 비교하여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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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측정 결과 JB부귀 1-W에서 방향각 0°로 180°에서는 17.83dB이득이 개선되
었으며,90°,270°에서는 17.77dB이득이 감소하였다.상전 2n12에서 방향각 0°로 180°에서
는 26.13dB이득이 개선되었으며,90°,270°에서는 17.06dB이득이 감소하였다.JB상전2-W
에서 방향각 0°로 180°에서는 16.60dB이득이 개선되었으며,90°,270°에서는 21.47dB이득
이 감소하였다.JB용담2-W에서 방향각 0°로 180°에서는 17.03dB 이득이 개선되었으며,
90°,270°에서는 19.39dB 이득이 감소하였다.JB안천-W에서 방향각 0°로 180°에서는
12.08dB이득이 개선되었으며,90°,270°에서는 8.5dB이득이 감소하였다.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 산악 지역 특성과 주위환경의 여건에 따라 이득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6안테나 편파성에 따른 입력 레벨 개선

국소 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수직/수평
이득특성

JB부귀1-W

0̊ -44.42dBm -61.32dBm 16.9dB
90̊ -64.43dBm -45.50dBm -18.93dB
180̊ -43.52dBm -62.28dBm 18.76dB
270̊ -61.43dBm -44.81dBm -16.62dB

상전2n12

0̊ -37.92dBm -63.21dBm 25.29dB
90̊ -58.29dBm -40.42dBm -17.87dB
180̊ -36.09dBm -63.05dBm 26.96dB
270̊ -57.08dBm -40.83dBm -16.25dB

JB상전2-W

0̊ -48.10dBm -63.85dBm 15.75dB
90̊ -65.81dBm -44.54dBm -21.27dB
180̊ -47.43dBm -64.88dBm 17.45dB
270̊ -65.79dBm -44.13dBm -21.66dB

JB용담2-W

0̊ -40.87dBm -63.88dBm 23.01dB
90̊ -62.41dBm -43.05dBm -19.36dB
180̊ -43.07dBm -64.64dBm 21.57dB
270̊ -63.03dBm -43.62dBm -19.41dB

JB안천-W

0̊ -54.69dBm -67.18dBm 12.49dB
90̊ -65.11dBm -57.28dBm -7.83dB
180̊ -53.87dBm -67.09dBm 13.22dB
270̊ -66.81dBm -57.58dBm -9.2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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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은 설계된 수직 편파 안테나에 대한 국소 별 평균값으로 현장 측정 분석 결과
설계된 수직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 편파가 동일한 방향각 0°,180°에서는 평균 약 18dB
개선됨을 확인하였다.또한 편파 불일치한 경우 방향각 90°,270°에서는 평균 약
16.84dB이득이 감소됨을 확인 하였으며,편파 불일치(90°)경우 이론치 ---∞∞∞와 일치 하
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실험 결과와 같이 상호 편파성을 일치시킴으로써 편파 손
실 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중계기 입력 레벨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표 4.7설계된 수직 편파 안테나에 대한 국소 별 평균값

국소 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수직/수평
이득특성

국소 별
평균 값

0̊ -45.2dBm -63.9dBm 18.7dB

90̊ -63.2dBm -46.2dBm -17.1dB

180̊ -44.8dBm -64.4dBm 19.6dB

270̊ -62.8dBm -46.2dBm -16.6dB

B.B.B.B. IIICCCSSS중중중계계계기기기에에에서서서의의의아아아이이이솔솔솔레레레이이이션션션데데데이이이터터터측측측정정정및및및성성성능능능분분분석석석

1.1.1.1. 수수수직직직 및및및 수수수평평평 편편편파파파성성성에에에의의의한한한 아아아이이이솔솔솔레레레이이이션션션데데데이이이터터터측측측정정정
ICS중계기는 안테나 간 궤환 신호를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제
거해 줌으로써 무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비다.일
반 고주파(RF)중계기는 송수신 안테나 간 궤환으로 발진 현상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지국의 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건물 지
하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사용하였다.기지국과 중계기 사이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신호를 전송하는 유선방식을 채택해 왔으며,ICS중계기를 사용하면 이동통신 기지국
과 중계기를 무선으로 직접 연결해도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선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솔레이션 데이터 측정 방법으로 서비스안테나를 통해 운용 FA이외의 전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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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신호 전송 후,링크안테나로 돌아오는 양을 스펙트럼으로 측정한다.
중계기 서비스 안테나를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로 사용 시 아이솔레이션 확보
및 변화시험을 목적으로 비교 측정하였다.시험방법으로는 ICS 중계기의 수평
편파와 수직편파로 변화시키면서 ICS중계기에서의 아이솔레이션 Detect값을
측정하였다.GeneratorAmplification 할 경우 증폭 용량이 WCDMA -30dBm
저출력으로 방사되기 때문에 전파 AIR LOSS가 심하여 아이솔레이션 측정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ICS 중계기 직접방사를 기준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측정하였
다.
안테나간 분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테나와 시험용 편파 안테나를 각각 동
일 위치에 배치하여 SignalGenerator로 서비스 안테나에 일정 신호 세기로 입력하여
시험용 편파성 안테나에 각각의 신호가 얼마나 유입되는가를 비교하여 측정한다.그림
4.48은 편파성에 따른 아이솔레이션 측정이다.

서비스안테나

설계된
안테나수직이격

Spectrum
Analyzer

Signal
Generator

그림 4.58편파성에 따른 아이솔레이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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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그림 4.62는 A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
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59A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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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A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61A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62A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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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그림 4.66은 A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63A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64A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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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A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66A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 106 -

그림 4.67～그림 4.70은 B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
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67B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68B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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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B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70B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 108 -

그림 4.71～그림 4.74는 B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71B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72B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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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B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74B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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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그림 4.78은 C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
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75C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76C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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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7C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78C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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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9～그림 4.82는 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79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80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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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82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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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그림 4.86은 D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
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83D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84D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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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5D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18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86D중계기 수평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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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7～그림 4.90은 C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90̊,180̊,270̊ 일때
ICS중계기 GUI를 통하여 중계기 자체의 아이솔레이션 AVG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87D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88D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9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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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9D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그림 4.90D중계기 설계된 수직 안테나 방향각 270̊ 아이솔레이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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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설계된 안테나의 수직 및 수평 편파에 따른 아이솔레이션 데이터를 4곳
ICS중계기에서 측정하였다.
-A 중계기 측정결과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에서 아이솔레이션 측정치가 0°에서
83dB동일하였고,90°,180°,270°에서는 수평편파 안테나 보다 1dB가 저하되었다.
-B 중계기 측정결과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에서 아이솔레이션 측정치가 0°에서

1dB 개선되었고,90°에서는 동일하였다.180°에서는 3dB 개선되었으며 270°에서는 수
평편파 안테나 보다 2dB가 개선되었다.
-C 중계기 측정결과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에서 아이솔레이션 측정치가 0°에서
2dB 개선되었고,90°에서는 1dB 저하되었고,180°,270°에서는 수평편파 안테나 보다
1dB가 개선되었다.
-D중계기 측정결과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에서 아이솔레이션 측정치가 0°,90°에
서는 2dB 개선되었다.180°에서는 4dB 개선되었고,270°에서는 수평편파 안테나 보다
3dB가 저하되었다.
측정치 분석결과 각각의 안테나별 아이솔레이션이 방향각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
게 측정 되었으나,B중계기 270°에서 100dB,C중계기는 0°에서 101dB로 편차가 많
은 것은 주위환경 영향 및 거리에 따른 것이다.외곽지역에서 서비스 안테나와 와 수
직 안테나간 거리가 가까운 전주 형에서 아이솔레이션이 나쁜 경우에는 다소 편파에
따라 아이솔레이션의 편차가 발생한다.편파성에 의한 아이솔레이션 변동은 1dB～4dB
로 안테나 방향각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평균 약 0.7dB의 아이솔레
이션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표 4.8설계된 안테나의 수직편파 및 수평 편파에 따른 아이솔레이션 측정

국소 명 방향각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U-WSA-22-14-T0

수직/수평
비교

A중계기

0̊ 83dB 83dB
안테나
회전 별
거의 동일

90̊ 82dB 83dB
180̊ 83dB 84dB
270̊ 83dB 84dB

B중계기 0̊ 84dB 83dB 안테나
회전 별
거의 동일90̊ 83dB 8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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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중계기에서 40W 기준으로 입력조건이 -37dBm ～ -67dBm,증폭 이득 100dB,
현재 WCDMA 권장 출력이 33dBm/1FA일때 데이터를 측정하였다.표 4.9는 ICS중계
기에서 측정된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종합분석결과 기지
국 출력,중계기 출력은 동일하였다.중계기 입력,PathLoss,FWD이득은 18dB개선
되었으며 아이솔레이션은 0.7dB소폭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표 4.9ICS중계기에서 측정된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 특성 비교

설계된 수직 안테나
U-WSA-23-15-T0

수평 안테나
IMT-FBI-14 개선 결과

기지국 출력 38dBm 38dBm 동일

중계기 입력 -45dBm -63dBm 18dB개선

PathLoss -83dB -101dB 18dB개선

Isolation 91.6dB 90.9dB 0.7dB개선

FWD이득 78dB 96dB 18dB개선

중계기출력 33dBm 33dBm 동일

180̊ 85dB 82dB
270̊ 100dB 98dB

C중계기

0̊ 101dB 99dB
안테나
회전 별
거의 동일

90̊ 95dB 96dB
180̊ 99dB 98dB
270̊ 98dB 97dB

D중계기

0̊ 98dB 96dB
안테나
회전 별
거의 동일

90̊ 99dB 97dB
180̊ 98dB 94dB
270̊ 94dB 9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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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결결론론론

기존 RF방식 중계기를 사용 시 송수신 신호간의 상호발진으로 인한 제한적 설치
및 운용상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ICS중계기를 개발 사용
되고 있으나 현재 ICS중계기의 도너 안테나로 사용되는 단일 빔 안테나의 회전 각
도에 따른 수직/수평 편파 배열 상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CS3G중계기용 수직편파 안테나
를 설계제안 및 제작을 하였으며 안테나 설계는 단일빔 안테나의 편파특성,빔 폭,방향패
턴,방사지향성,방사이득 등을 고려하여 내부 다이폴을 수직으로 배열하고 이득이 15dBi
수평 빔 23°,수직 빔 23°를 제안 하였다.설계 제안된 안테나는 ICS중계기 입력레벨
(RSSI)저하와 편파 차이에 의한 아이솔레이션 0.7dB향상 및 중계기의 입력레벨 18dB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안테나 편파성에 따른 입력 레벨 측정에서 장소,안테나 방향,안테나 틸트 등 동일
조건으로 5곳 현장 기지국의 입력 신호의 데이터를 측정 비교 분석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전파 편파성에 의한 입력신호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측정 장소(ICS
중계기 도너안테나 입력환경)주변 환경의 전파반사체(건물,산악,나무 등)유,무에
따라 각각의 전파 특성을 측정하여 전파 패턴 변화에 대한 입력 안테나의 대응력(편파
일치)에 중점을 두어 시험한 결과 전파특성에 따라 ICS중계기 안정운용이 개선됨을
확인 하였다.
주변 환경에 의한 전파반사에 의한 전파왜곡과 도너안테나 에서의 전파 편파 불일치
에 의한 전파 손실로 신호세기가 낮아짐에 따른 외부 환경에 더욱 노출 되어져 전파의
왜곡이 가중되는지 여부 시험 결과 수직 편파의 불일치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왜곡
이 증/감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소스 안테나의 다이폴 패턴에 대한 공간 전파 편파성 일치와 주변 환경 등에
의한 위상 변위,전파왜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질의 전파품질을 입력 신호로 가져야
양질의 중계기 운영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었으며,공간전파 편파성에 대한 도너안
테나의 편파 대응을 이룸으로써 공간 전파 편파 손실을 줄여 양질의 ICS중계기 운용
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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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평편파 안테나를 사용 중계기 운용 시
(단 ICS중계기 ForwardGain이 100dB,최소 Isolation> TX Gain)일 때 입력신
호 세기가 -67dBm로 ICS 중계기에 입력될 경우 중계기가 방사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은
-67dBm +TXGain100dB=최대 33dBm의 출력 방사가 가능하지만.
2.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 사용하여 중계기 운용 시

(단 ICS중계기 ForwardGain이 100dB,최소 Isolation>TXGain)일 때
입력신호가 전파편파 개선에 따라 18dB가 향상 -49dBm (-67dBm+편파개선 18dB)
의 세기로 ICS중계기에 입력되어 이 경우 중계기가 방사할 수 있는 최대출력은
-49dBm +TX Gain100dB=최대 51dBm의 출력 방사가 가능하게 된다.이 경우 동
일하게 33dBm으로 중계기 출력을 방사할 경우 TX이득을 82dB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
어 안정적인 중계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중계기 출력을 동일하게 33dBm 으로 방사하기 위해 수평안테나를 사용할 때

ICS중계기의 TX 이득을 100dB로 해야 하나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를 사용했을 경우
TXGain을 82dB만 주어도 되도록 편파 이득이 개선되었다.
4.위와 같이 안테나 편파개선 이득에 따른 ICS중계기 입력신호 향상으로 FWD

출력을 중계기 운용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또한 최소 아이솔레이
션을 TXFWD이득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5.최소 Isolation>TXFWD이득 +알파(이동통신사마다 개별 마진)이므로,수평

편파안테나일 경우 TX FWD 이득이 100dB에서 설계된 수직 안테나 TX FWD 이득
82dB로 향상 되어,설계된 수직안테나의 경우 최소 아이솔레이션을 82dB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됨으로 100dB의 수평안테나 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ICS중계기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아이솔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 국
소도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된 링크 안테나를 연구 하여야 한다.
6.중계기의 입력 신호가 향상됨에 따라 FWD 이득 마진 확보가 가능하며 저 입

력에 따른 저 출력이 불가피 하였으나 입력 레벨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느 출력 등급의
중계기(15W,20W,40W)등 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중계기 출력 방사가 가능하고 FWD
이득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 아이솔레이션 확보가 원활하여 안정적인 중계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CS중계기 40W 기준으로 입력조건이 -37dBm ～ -67dBm,증폭 이득 100dB,현재



- 122 -

WCDMA 권장 출력이 33dBm/1FA 일때 데이터를 측정하였고,측정결과 기존의 수평
편파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보다 설계된 수직편파 안테나를 사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동일 조건에서 중계기 입력,PathLoss,FWD 이득은 18dB가 개선됨을 확인 하였고
아이솔레이션은 0.7dB개선되어 저 입력으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계기
를 입력신호 개선으로 안정적인 ICS 중계기 운용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었으나,
ICS아이솔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 국소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기지국 서비스 안테나의 편파성 및 Multipath입력 전계 강도에 상
응하는 ICS중계기 도너 안테나의 편파성을 일치 시키는 방안과 도심지역의 건물(빌
딩),외곽지역의 산악에 의한 편파성 변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ICS중계기용
수평편파 링크 안테나를 개선하여 이득 마진 향상과 아이솔레이션 확보를 위한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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