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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논문은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대역인 28 GHz 밀리미터파 

대역의 채널 특성을 분석하고 모델링한다. 특히 실외 도시환경에서의 

채널을 모델링 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 지역의 다양한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채널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신호의 특성에 대해 

논한다. 

획득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바탕으로 RMS delay spread 

값을 계산하며, 이를 여러 확률 분포에 fitting하여 각 분포와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본 데이터를 가장 잘 대표하는 확률분포를 찾는다. 

또한 Saleh-Valenzuela 모델을 이용하여 수신된 각 multipath 

요소들이 cluster를 이루며 수신되었다고 가정하며, 본 가정을 바탕으로 

inter cluster 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용해 모델링하고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또한 수신된 여러 multipath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path 만을 추출하여 그들의 time delay를 구해보고 이를 앞선 

결과와 비교한다. 여기서 추출된 첫 번째 path와 두 번째 path를 각각 

모아서 이를 선형 함수로 모델링 하고 두 모델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site-specific한 특성들을 

알아본다. 각 지역별 RMS delay spread가 높은 상위 10% 수신기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이들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multipath component가 많이 나온 지역을 선별하여 이를 

지도상에 표시해보고 앞선 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또한 앞서 두 path 간의 time delay를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delay가 큰 상위 10% 수신기의 위치를 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주요어 : 5G, 채널 모델링, 밀리미터파 대역, 도시환경, Ray tracing, 

power delay profile, root-mean-square delay spread, Saleh-

Valenzuela channel model,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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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무선 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밀리미터파 대역은 5G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대역의 채널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밀리미터파 대역은 기존 UHF 대역에 비해 더 

넓은 대역폭을 할당하여, 기존 통신 시스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직진성과 전파 손실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물, 

대기, 강우 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1]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밀리미터파 대역은 기존, sub-6 GHz 대역에서의 propagation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같은 거리에 대해서도 경로 손실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지국 배치, cell planning 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채널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밀리미터파의 채널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의 time dispersion, power decay 정보를 분석하여 

밀리미터파의 채널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그림 1.1 5G 표준 주파수 대역 

 

기존의 밀리미터파 대역의 temporal characteristics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2-3], 실험 결과 얻어진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널 

모델링을 하였지만, 밀리미터파 대역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채널 

데이터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ay tracing을 

이용하여 서울, 도시환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28 GHz 대역 채널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다량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도시환경에서의 28 GHz 대역 채널의 RMS delay spread의 파라미터를 

모델링하였고,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에 근거하여 각각의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들이 clulster를 이루며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Inter cluster delay를 exponential 분포로 모델링을 하고, 파라미터 

값을 추출하였으며, power delay profile에 수신된 각 cluster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cluster의 peak power를 추출하여, time delay와 수신된 

신호의 power (dB)를 각 축으로 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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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하고 파라미터를 추출하였으며 신뢰도 95%의 오차 범위를 

구하였다. 

  또한 각각의 나누어진 시뮬레이션 지역마다 Mean excess delay, RMS 

delay spread가 높은 상위 10%의 수신기를 선별하였고, 선별 수신들의 

각 delay 값들의 평균을 추출하여 높은 지역의 순서를 매기고 평균 

RMS delay 값들이 높은 지역들의 site-specific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수신된 multipath 개수가 

많은 상위 10% 수신기를 선별하고 선별된 수신기들의 평균 

multipath를 구해 각 지역의 순서를 매기고 이를 앞선 delay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delay spread가 높은 수신기와 multipath 

개수가 많은 수신기가 겹치는 경우 그 수신기 주변의 지형과 주변 

건물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multipath로 

수신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이 중 가장 먼저 수신된 두 개의 

path만을 추출하여 두 신호의 time delay 차이와 power 차이를 구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5개의 path를 추출하여 모델링한 결과와 

비교하여 두 개의 path만을 추출하여 채널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근거와 

모델링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1.2 Ray tracing을 이용한 채널 데이터 생성 과정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delay sprea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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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논문에서 사용한 RMS delay spread,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의 배경과 정의,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추출할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Ray 

tracing 시뮬레이터와 이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한 VPL method에 대해 

다루고 시뮬레이터 환경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Ray tracing 

시뮬레이션 결과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RMS delay spread를 

여러가지 확률 모델에 모델링하여 파라미터를 추출한 결과와 가장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선정하고 모델링 결과와 Inter 

cluster delay, cluster peak power의 파라미터 모델링 결과에 대해 

다루고, 5장에서는 각 지역마다 Mean excess delay, RMS delay 

spread가 높게 나온 수신기의 위치, multipath가 많은 수신기의 위치를 

2차원과 3차원 지도에 표시하고 2차원 지도에서는 주변 건물의 배치가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3차원 지도에서는 지형의 

높이와 주변 건물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신호 수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multipath로 들어온 신호에서 가장 먼저 

수신된 2개의 path의 time delay를 구하고 확률 분포로 모델링한 

결과와 가장 먼저 수신된 5개의 path들의 time delay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2개의 path만 모델링 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의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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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제 1 절 Power delay profile  

 

   Power delay profile은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를 time delay 함수로 제공한다. 그 중 wide band channel은 넓은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이 높으며 이를 이용해 multipath 

성분을 분리 할 수 있다. 그래프의 x 축은 시간 단위를 나타내며 y축은 

수신된 신호의 세기로 데시벨(dB)로 표시된다. 이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이용하여 Mean excess delay, RMS delay spread, Maximum 

excess delay와 같은 특정 채널의 temporal characteristics 들을 

추출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Power delay profile에서의 x 축 time delay는 다중 경로 신호들이 

수신기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이동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2.1의 왼쪽 

그래프)    

 

 

 

그림 2.1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 time 축 정규화 과정  

 

그 결과, 가장 먼저 수신된 첫 번째, path도 시간 지연을 갖고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모델링하려는 RMS delay spread은 

도달 시간에 대한 절대 값들이 아닌 수신기 내 도달한 multipath들 간의 

도달 시간 차이에 의한 delay spread를 구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장 

첫 번째로 도달한 path를 시간 축상 0으로 두고 각 path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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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채 time shfit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정규화 한다.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림 2.2.와 같이 Mean excess delay와 RMS delay 

sprad, Maximum excess delay와 같은 같은 채널의 매개변수를 추출 할 

수 있다.  

 

 

 

그림 2.2 정규화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 예시  

 

제 2 절 RMS delay spread 

 

다중 경로 채널에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의 mean excess 

delay 와 root-mean-square(RMS)delay spread 정보는 temporal 

characteristics 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parameter 가 된다. Mean 

excess delay τm 수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τm =
Σ𝑘𝛼𝑘

2𝜏𝑘

Σ𝑘𝛼𝑘
2 =

Σk𝑃(𝜏𝑘)𝜏𝑘

Σk𝑃(𝜏𝑘)
             (2.1) 

 

여기서 αk, 𝜏𝑘 , 𝑃(𝜏𝑘) 는 각각 multipath component(MPC)의 gain 

coefficient, delay (s), 해당 delay 에서의 power (W)에 해당한다.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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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 delay를 바탕으로 RMS delay spread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τrms = √𝜏𝑚
2 − (𝜏𝑚)2                   (2.2)        

 

τm
2 는 다음과 같다.  

 

τm
2 =

Σ𝑘𝛼𝑘
2𝜏𝑘

2

Σ𝑘𝛼𝑘
2 =

Σ𝑘𝑃(𝜏𝑘)𝜏𝑘
2

Σ𝑘𝑃(𝜏𝑘)
             (2.3) 

 
특히 RMS delay spread는 채널의 분산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channel correlation function과 power density function이 서로 푸리에 

변환 관계이며, rms delay spread와 coherence bandwidth 사이의 

관계식을 근사화 하면 다음과 같다. [3] 

 

𝑓0 ≅
1

𝜏𝑟𝑚𝑠
                 (2.4) 

 

또한 coherence bandwidth는 특정 multipath fading에 기인한 time 

varying 또는 주파수 의존적인 채널 환경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정적인 균일한 특성을 보이는 channel 대역폭을 의미한다. 이때의 

채널의 주파수 응답은 균등한 gain과 linear phase 특성을 가진다.  

 

제 3 절 Saleh-Valenzuela channel model  

 

Saleh-Valenzuela channel model은 1987년 indoor 환경에서의 

clustered channel을 모델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4] 이 모델은 

wideband에서의 indoor 채널에 다루었으며, multipath 환경에서 

cluster 형태로 수신된 신호의 power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초기에는 실내의 환경에서 제안된 모델이었지만, 넓은 bandwidth에서 

정의된 모델이며 밀리미터파 대역 역시 scattering에 의해 multipath 

신호들이 다수의 cluster를 이루며 수신되는 특징을 가지기에 이 모델을 

밀리미터파 대역 채널 모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5,6,7],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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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8]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아래 그림 2.3 과 

같이 주변의 상대적 높이 차이가 큰 건물 환경에서의 채널을 모델링 

하였기에,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를 바로 직진해서 간 신호와, 큰 

건물에 의해 반사되어 나타난 신호, 또다른 큰 건물에 의해 

diffraction되어 도달한 신호들이 각각 cluster를 이루며 수신되는 

환경을 모델링 하였다.  

 

 

 

그림 2.3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을 적용한 도시 환경 예시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은 multipath component(MPC)가 

수신기와 송신기 근처에 있는 물체 혹은 건물의 다중 반사로 구성된 

cluster에 도착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는 통계적 모델이다. 그림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cluster와 cluster내의 multipath 

component 들은 서로 다른 time delay를 두고 도착하며 각각의 time 

delay는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른다. 또한 cluster간, cluster 

내의 path들의 전력은 exponential 하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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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aleh-Valenzuela 모델의 power delay profile 구조 

 

위 그림에서의 𝛽2은 전력 이득을, 𝑇𝑘는 𝑘 번째 cluster의 도달 시간(s), 

을, 𝜏𝑙,𝑘 는 𝑘  번째 cluster에서 𝑙  번째 MPC의 time delay (s)  를 

의미한다. 또한 Λ 와 𝜆 는 각 cluster와 MPC의 arrival rate 

상수(s−1)이며, Γ 와 𝛾는 각 cluster와 MPC의 power decay 상수(s)를 

나타낸다.   

또한 이 모델의 각 cluster간의 time delay와, cluster 내부 MPC간의 

time delay는 독립적이고 inter-arrival한 특성을 가지는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정의되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𝑝(𝑇𝑘|𝑇𝑘−1) = Λ𝑒−Λ(𝑇𝑘−𝑇𝑘−1)       (2.5) 

 

𝑝(𝜏𝑙,𝑘|𝜏𝑙−1,𝑘) = 𝜆𝑒−𝜆(𝜏𝑙,𝑘−𝜏𝑙−1,𝑘)       (2.6) 

 

식 2,5는 𝑘 − 1  번째 cluster가 존재하였을 때, 𝑘  번째 cluster가 존재 

할 확률을 지수 확률 분포로 정의한 것이며, 식 2.6은 𝑘  번째 

cluster안에서 𝑙 − 1  번째 MPC가 존재할 때, 𝑙  번째 MPC가 존재 할 

확률을 마찬가지로 지수 확률 분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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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에서의 cluster간 cluster 

내부에서의 time delay 정의 

 

또한, 이 채널 모델의 impulse respons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ℎ[𝜏] = Σ𝑙=0
∞ Σ𝑘=0

∞ 𝛽𝑙,𝑘 exp(𝑗𝜙𝑙,𝑘) 𝛿[𝜏 − 𝑇𝑘 − 𝜏𝑙,𝑘]  (2.7) 

 

여기서 𝜙𝑙,𝑘는 MPC들의 phase정보를 나타내며, independent, identical 

uniform 분포를 따른다. 또한 𝛽𝑙,𝑘 는 MPC들의 path amplitude를 

나타내며 Rayleigh 분포를 따른다.  

다음으로, expected pow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𝐸 (|𝛽𝑙,𝑘|
2

) = |𝛽0,0|
2

exp (−
𝑇𝑘

Γ
) exp (−

𝜏𝑙,𝑘

𝛾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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𝑘 번째 cluster 내에서의 , 𝑙 번째 MPC의 power는 위의 식 2.8과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𝛽0,0
2 는 첫 번째 cluster에서의 첫 번째 MPC가 가지는 

평균 power gain을 의미하며, 각각의 power는 exponential 하게 

감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환경에서의 다수의 밀리미터파 대역 채널 데이터를 

토대로 얻은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이용하여 RMS delay 

spread를 확률 분포로 모델링 하였으며, 각 cluster간의 time delay를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에 근거하여 지수 확률 분포로 모델링 

하였으며, 각 cluster에서 가장 큰 power를 가지는 MPC들을 추출하여 

cluster peak power를 선형 함수 모델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2.6 본 논문에서의 채널 모델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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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밀리미터파 대역 채널 시뮬레이션 방법 

및 환경  

 
제 1 절 Ray tracing vertical plane launch(VPL) 

method 

 

   본 논문 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 채널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vertical plane launch(VPL)기법[9]을 기반으로 한 ray tracing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Ray tracing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일 source에서 직선으로 전파를 모델링하고, 전파의 경로를 추적하며,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파의 크기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ray tracing 시뮬레이터는 vpl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기법은 3차원 공간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평면으로 분할하여 

ray의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먼저, ray가 수평방향으로 방출될 때, 

이 방출된 ray는 source point에서 시작된 ray의 수직 방향의 

elevation angle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방출된 수직 방향의 평면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 벽에 반사되어 이전의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방출되는 ray와, 기존 진행방향으로 진행되는 ray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2차원 평면 area에서의 propagation이 완료된 후,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경로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를 2차원 평면에서 보았을 

때와 3차원 공간에서 보았을 때의 ray들의 진행 경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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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ay tracing 시뮬레이터의 2차원 ray 진행 경로 

 

 

 

 



 

13 

 

그림 3.2 Ray tracing 시뮬레이터의 3차원 ray 진행 경로 및 파라미터 

또한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송신기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ray가 없을 경우, 송신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의 구를 

형성하여, 그 구 안으로 방출된 입사된 ray가 있을 경우, 그 수신기에 

도달한 ray로 간주된다. 

 

 

 

그림 3.3 Ray tracing 시뮬레이터의 ray 경로 보정  

 

제 2 절 시뮬레이션 환경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서울 

지역의 도시환경을 500m×500m의 일정한 구획으로 나눈 다음, 3장의 

1절에서 다룬 3차원 Ray tracing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서울 지역 전체를 500m×500m의 구획으로 나눈 결과, 총 

4337개의 구역으로 분할 되었으며, 분할 과정에서 분할 구역 경계로 한 

구역 안에 모두 포함되지 못하는 건물 들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분할된 구역에서 아래의 그림 3.4와 같이 건물 구조가 

많고 복잡한 지역들을 선벌하였으며, 총 568개의 구역이 선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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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한민국 서울지역 ray tracing 시뮬레이션 구획 과정 

 

각 지도의 중앙에 기지국을 두고, 지도 내 20m 간격으로 수신기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건물이 있는 위치는 수신기 배치에서 

제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총 568개의 지역에서의 266,497개의 

수신기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각각의 수신기에서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얻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91,237개의 단일 path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와 175,260개의 multipath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site-specific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Ray tracing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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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ay tracing 시뮬레이션 구획 결과, 송신기와 수신기의 배치, 

시뮬레이션 결과 생성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 예시 

 

Parameter Value 

Center frequency 28 GHz 

Height of Transmitter 25 𝑚 

Height of Receiver 1.5 𝑚 

Maximum number of 

reflection 

4 

Maximum number of 

diffraction 

1 

Ray shooting angle 

resolution 

1° 

 

표 3.1 Ray tracing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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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Numerical results 

 
제 1 절 RMS delay spread modeling 

    

본 논문에서는 ray tracing을 통해 얻은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바탕으로 RMS delay spread, inter cluster delay, cluster peak 

power를 모델링 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실외 도시환경에서 획득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RMS delay spread를 추출 한 후 이를 

여러 확률 분포로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한 결과 gamma 

distribution이 본 논문에서의 data set과 가장 정확히 fitting 되었다. 그 

다음으로 weibull, exponential, logistic distribution 순으로 정확도를 

가졌다. 각 확률 분포에 모델링 하였을 때의 parameter 값들과 

Kolmogorov-Smirnov 테스트 결과를 그림 4.2~4.5와 표 4.1에 

정리하였다.  

   

  

그림 4.1 Power delay profile에서 RMS delay spread 파라미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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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value Kolmogorov-

Smirnov 

Gamma 𝑎 = 1.82 

𝑏 = 23.53 

0.0303 

Weibull 𝐴 = 46.94 

𝐵 = 1.33 

0.0498 

Exponential 𝜇𝑒 = 42.89 0.1101 

Logistic 𝜇𝑙 = 38.66 

𝜎𝑙 = 17.16 

0.1233 

 

표 4.1 RMS delay spread를 여러 확률 분포에 fitting한 결과 

파라미터와 K-S 검정 결과 

 

Gamma distribution의 확률분포함수(4.1)와 누적분포함수(4.2)는 

다음과 같다.  

 

𝑓(𝑥; 𝑎, 𝑏) = {
𝑥𝑎−1

𝑏𝑎Γ(𝑎)
𝑒−

𝑥

𝑏         𝑥 ≥ 0 

 0                      𝑥 < 0 

       (4.1) 

 

𝐹(𝑥; 𝑎, 𝑏) = {
𝛾(𝑎,

𝑥

𝑏
)

Γ(𝑎)
          𝑥 ≥ 0 

 0                𝑥 < 0 

         (4.2) 

 

여기서 𝑎는 분포의 shape를 𝑏는 분포의 scale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gamma 함수 Γ(𝑎)와 불완전 gamma함수 γ(𝑎, 𝑥), 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Γ(𝑎) = ∫ 𝑡𝑎−1𝑒−𝑡𝑑𝑡
∞

0
           (4.3) 

 

γ(𝑎, 𝑥) = ∫ 𝑡𝑎−1𝑎−𝑡𝑑𝑡
𝑥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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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delay spread 분포를 gamma distribution에 모델링한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2에 정리하였다.  

 

 평균 분산 

Gamma distribution 𝑎𝑏 𝑎𝑏2 

 

표 4.2 Gamma distribution의 평균과 분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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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2 RMS delay spread를 gamma distribution에 fitting 한 결과   

 

Weibull distribution의 확률분포함수(4.5)와 누적분포함수(4.6)는 

다음과 같다. 

 

𝑓(𝑥; 𝐴, 𝐵) =  {
𝐵

𝐴
(

𝑥

𝐴
)

𝐵−1
𝑒

−(
𝑥

𝐴
)

𝐵

      𝑥 ≥ 0 

 0                                𝑥 < 0 
     (4.5) 

 

𝐹(𝑥; 𝐴, 𝐵) =  {1 − 𝑒
−(

𝑥

𝐴
)

𝐵

        𝑥 ≥ 0 
 0                         𝑥 < 0 

       (4.6) 

 

여기서 𝐴 는 분포의 scale을 𝐵 는 분포의 shape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앞선 fitting 과정과 마찬가지로, RMS delay spread 

분포를 weibull distribution에 모델링한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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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평균 분산 

Weibull distribution 
𝐴Γ(1 +

1

𝐵
) 𝐴2[Γ (1 +

2

𝐵
) − (Γ(1

+
1

𝐵
))

2

] 

 

표 4.3 Weibull distribution의 평균과 분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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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3 RMS delay spread를 weibull distribution에 fitting 한 결과   

 

Exponential distribution의 확률분포함수(4.7)와 누적분포함수(4.8)는 

다음과 같다. 

 

𝑓(𝑥; 𝜆) =  {𝜆𝑒−𝜆𝑥           𝑥 ≥ 0 
 0                   𝑥 < 0 

         (4.7) 

 

𝐹(𝑥; 𝜆) =  {1 − 𝑒−𝜆𝑥        𝑥 ≥ 0 
 0                      𝑥 < 0 

        (4.8) 

 

앞선 fitting 과정과 마찬가지로, RMS delay spread 분포를 exponential 

distribution에 모델링한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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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분산 

Exponential 

distribution 

1

𝜆
 

1

𝜆2
 

 

표 4.4 Exponential distribution의 평균과 분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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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4 RMS delay spread를 exponential distribution에 fitting 한 

결과 

 

Logistic distribution의 확률분포함수(4.9)와 누적분포함수(4.10)는 

다음과 같다. 

 

𝑓(𝑥; 𝜇, 𝑠) =
𝑒

−
𝑥−𝜇

𝑠

𝑠(1+𝑒
−

𝑥−𝜇
𝑠 )

2 =
1

𝑠(𝑒
𝑥−𝜇

2𝑠 +𝑒
−

𝑥−𝜇
2𝑠 )

2    (4.9) 

 

𝐹(𝑥; 𝜇, 𝑠) =
1

1+𝑒
−

𝑥−𝜇
𝑠

            (4.10) 

 

앞선 fitting 과정과 마찬가지로, RMS delay spread 분포를 logistic 

distribution에 모델링한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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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분산 

Logistic distribution 𝜇 s2𝜋2

3
 

 

표 4.5 Logistic distribution의 평균과 분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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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5 RMS delay spread를 logistic distribution에 fitting 한 결과 

 

제 2 절 Inter cluster delay modeling 

 

   Multipath로 들어온 신호들이 있는 power delay profile에서 cluster 

간의 time delay 분포를 2장 에서 정리한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을 이용하여,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ray tracing을 이용해 얻은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는 수신된 신호의 정보를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screte하게 수신하게 된다. 본 연구의 ray tracing 시뮬레이터에서의 

각도 분해능은 1° 로 모든 각도에서의 ray 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접한 path 간의 수신된 power 값의 차이가 30 dB 이상이 될 

경우 path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수신기에 기록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는 모든 MPC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신된 각각의 path들이 하나의 cluster를 대표하는 path로 

간주하며, 각 path들은 그들이 속한 cluster에서 가장 큰 peak power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 과정은 그림 4.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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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aleh-Valenzuela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위 가정을 바탕으로, 각 cluster 간의 time delay 
1

Λ
 (s−1)  을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확률 모델로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7에 정리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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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7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을 이용한 inter cluster delay 

모델링 결과 

 

 평균 분산 

Exponential 

distribution 

1

𝜆
= 312.78 ns 

1

𝜆2
= 97.83 μs 

 

표 4.6 Inter cluster time 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모델링한 결과 파라미터  

 

제 3 절 First 2 path modeling 

 

앞서 4장 2절의 Inter cluster delay modeling에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각 path들 간의 time 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2절에서의 모델링은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 있는 인접한 모든 path들간의 time delay를 

모델링 했다. 본 절에서는 수신된 MPC중에서 가장 먼저 수신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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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path만을 추출하여 이 path들의 time delay를 모델링 하였다. 

  

 
 

그림 4.8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가장 먼저 수신된 2개의 

path만 추출 후 두 path간의 시간 차이 모델링 과정  

 

가장 먼저 수신된 2개의 path만을 추출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위의 그림 4.8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환경에서 생성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 path의 수신 power가 가장 크며, 그 이후에 수신된 path들의 수신 

power들은 두 번째 path의 power를 기준으로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그림 4.9(a)는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의 power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4.9(b)는 두 번째 이후로의 인접한 path간의 power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의 power 차이는 0 dB에서 가장 작고 power 차이가 클수록 

커지며, 두 번째 이후로의 path간 power 차이는 0 dB에서 가장 많고 

차이가 클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대 부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간 power 차이는 20 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power 차이가 

매우 큰 반면, 두 번째 이후 path들간의 power차이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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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9 인접한 path간 power 차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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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path 들간의 수신 power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path가 그 이후에 수신된 path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수신된 두 개의 path 만을 추출하여 두 path 간의 

특성을 모델링 해봄으로써, 채널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두 

path 간의 time delay를 앞서 2절과 같이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모델링 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링 결과 확률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를 data와 같이 그림 4.9에 

정리하였다. 

 

 평균 K-S test 

Exponential 

distribution 

1

𝜆
= 377.85 ns 0.0666 

 

표 4.7 First 2 path간 time 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모델링한 결과 파라미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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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10 First 2 path 간의 time 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모델링 

 

모델링한 결과를 앞서 2절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림 4.9(a)의 

time 축의 분포를 보면, 0 ns  근처에서 가장 많은 값을 가지며, 이는 

가장 먼저 수신된 두 path의 time delay가 다른 인접한 path 간의 time 

delay보다 더 작은 차이로 수신됨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인 power 

delay profile의 신호 특성을 분석해볼 때, 가장 먼저 수신된 path의 

power 크기가 가장 크며, 각 인접한 path들 간의 time delay를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가 가장 작은 시간 간격을 두고 수신됨을 알 수 

있다.    

 

제 4 절 Cluster peak power modeling 

 

Cluster peak power를 모델링하기 위해 각 cluster에서 가장 큰 

peak power를 가지는 path를 하나씩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ultipath로 수신된 모든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첫 번째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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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순서로 수신된 cluster의 peak power를 가지는 path를 각각 

추출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cluster의 path와 두 번째 cluster의 

path를 나누어 각각을 1차 선형 모델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선형 

모델로 fitting한 결과의 표준 오차 추정 값 Δ 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신뢰도 95% 예측 구간, y ± 2Δ를 데이터, 선형 모델링 함수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울기 y 절편 

1차 선형 함수 −19.5510 −63.3222 

 

표 4.8 첫 번째 cluster를 선형 모델로 모델링한 결과 파라미터  

 

 

 

그림 4.11 첫 번째 cluster의 peak power를 선형 함수로 모델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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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y 절편 

1차 선형 함수  −13.9143 −97.9059 

 

표 4.9 두 번째 cluster를 선형 모델로 모델링한 결과 파라미터  

 

 

 

그림 4.12 두 번째 cluster의 peak power를 선형 함수로 모델링한 

결과 

 

우선 선형 함수로 모델링 하기 위해 각 지도에 배치되어 있는 

수신기들과 송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후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송, 수신기 거리에 따른 loss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모델링 결과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cluster의 path들이 두 번째 

cluster의 path들에 비해 데이터들이 선형 모델링 함수에 더 모여있으며 

선형적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해석해보면 

first path의 데이터 중 선형 함수 위에 위치하는 데이터 들은 Line-

of-Sight에 의한 path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선형 함수 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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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데이터들에 비해 power 손실이 더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path들은 첫 번째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이터가 훨씬 더 분산되어 있으며, loss 역시 더 큰데 전반적인 power 

값과 절편을 비교해보면, y절편이 대략 30 dB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ray 들의 scattering 영향에 의한 감쇄로 볼 수 

있다. 두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최종 결론은 multipath에 의한 신호를 

해석 할 시 first arrival path 위주로 신호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복잡도를 너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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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Site-specific 특성 분석   

 
제 1 절 RMS delay spread site-specific 특성 분석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구획된 지역의 수신기에서 생성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바탕으로 RMS delay spread 값을 추출하였고, 

각 구획된 지역에서 각 수신기 별 RMS delay spread 값들을 순서를 

매기고, 각 지역별 상위 10% 값을 가지는 수신기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또한 그 수신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그들의 site-specific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2장 3절의 Saleh-Valenzuela 채널 

모델에서 정리 했듯이, 주변 건물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크거나 

지형의 높낮이 변동이 큰 지역에 본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아래의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서울지역 건물 데이터를 지도를 

기준으로 일정 구획을 나누었으며, 그 중에서 주변 건물과의 높이 

차이가 큰 지역의 delay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건물의 높이 차이가 약 30~50 m 이며, 최대 80~100 m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 옆으로 큰 건물의 사이에 위치한 수신기에서 

RMS delay spread 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큰 건물에 

의해 reflection, diffraction 되어 들어오는 multipath 요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MPC 들간의 시간 영역에서의 분산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RMS delay spread의 평균 값은 

336.47 ns  이며, 최대 827.22 ns 까지 확인되었다. 본 지역은 보유한 

데이터 중 평균 RMS delay spread 값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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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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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5.1 RMS delay spread 가 높게 나온 수신기 위치 지도상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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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PC spread site-specific 특성 분석  

 

  앞의 1절과 마찬가지고, 각 구획된 지역의 각각의 수신기에서 생성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multipath 경로로 들어온 데이터의 

multipath 개수를 추출하였고, 각 지역별 상위 10% multipath 개수를   

가지는 수신기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신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그들의 site-specific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서울지역 건물 데이터를 지도를 기준으로 

일정 구획을 나누었으며, 그 중에서 주변 건물과의 높이 차이가 큰 

지역의 MPC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건물의 높이 

차이가 약 30~50 m이며, 특히 큰 건물의 뒤 쪽에 사이에 위치한 

수신기에서 MPC 개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큰 건물에 

의해 reflection, diffraction 되어 들어오는 multipath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 5.2 표시된 하나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계산된 MPC 개수의 평균 값은 51개 이며, 

최대 67 개까지 확인되었다. 본 지역은 보유한 데이터 중 평균 MPC 

개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앞선 그림 5.1에 나온 

지역에 대한 MPC 결과는 그림 5.3에 정리되었다. 앞선 1절의 결과와 

비슷하게 건물 높이가 높은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수신기의 MPC 

개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MPC 개수의 평균 값은 39개 이며, 

최대 59개까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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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2 MPC 분석 예시 



 

40 

 

 

(a) 

 

(b) 

그림 5.3 MPC 분석 예시 (그림 5.1과 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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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irst 2 path site-specific 특성 분석  

 

앞의 3장 2절에서 모델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획된 지역의 

각각의 수신기에서 생성된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multipath 

경로로 들어온 데이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를 추출하였고, 두 

path 간의 time delay를 구한 다음, delay 가 큰 상위 10% 수신기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신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그들의 

site-specific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제 서울지역 건물 데이터를 

지도를 기준으로 일정 구획을 나누었으며, delay가 큰 상위 10% 

수신기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 지역별 순서를 매겨보았다. 아래 그림 

5.4는 시뮬레이션으로 획득한 데이터 중 time delay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대 2.13 μs까지 확인되었으며, 평균 1.9 μ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 건물들이 서로 가까이 분포할 수록 path간 시간 

간격이 크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큰 건물에 의해 reflection, 

diffraction 되어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그림 5.1과 5.3에 나온 지역에 대한 MPC 결과는 그림 5.5에 

정리되었다. 수신기의 위치들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대 1.79 μs, 평균 1 μs의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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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First 2 path time delay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 

 

그림 5.5 그림 5.1과 5.3과 같은 지역의 first 2 path site-specific 

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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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외 도시 환경에서 5G 밀리미터파 대역 (28 GHz) 

무선 채널의 특성을 분석하고 모델링하였다. 대한민국 서울 지역의 건물 

데이터를 받아 다양한 도시 환경의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y 

tracing 시뮬레이션 방법 중 vertical plane launch(VPL)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서울 지역을 500 × 500m  구획으로 나누었으며, 총 

4337개의 구획된 지역에서 지형과 건물 구조가 복잡한 568개의 지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결과 266,497 개의 수신기에서 각각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얻었다.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데이터 중 단일 path로 수신된 것은 91,237개이며, 

multipath로 수신된 것은 175,260개로 확인되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site-specific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multipath로 수신된 각각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에서 RMS delay spread 값을 구하고 취합한 다음 확률 모델로 

모델링 하였다. RMS delay spread는 각 multipath의 분산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신호가 얼마나 시간 축으로 흩어져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RMS delay spread는 coherence bandwidth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수신 신호의 RMS delay spread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 채널의 bandwidth를 파악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것은 

채널의 inter symbol interference(ISI)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 모델링 결과 본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확률 분포로 gamma distribution이 선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값이 

100 ns  이내에 있었으며, K-S test 검정 결과 0.0303의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Saleh-Valenzuela 모델을 이용한 inter cluster time 

delay 모델링이다. 모델링을 적용하기 전 전제조건으로 수신된 

multipath 요소들은 각각의 cluster를 대표하며 각 cluster 내에서도 

peak power 값을 가지는 1st path임을 가정하였다. 본 전제조건하에 각 

인접한 cluster간의 시간 간격을 exponential 분포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결과 평균 
1

Λ
 의 값은 312.78 ns로 모델링 되었다. 본 

모델링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수신된 2개의 path만을 가지고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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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를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2개의 

path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획득한 대부분의 

power delay profile 데이터는 첫 번째 path에서 가장 큰 power를 

가지며 두 번째 이후의 path들과 약 20 dB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번째 이후의 path들은 인접한 path들과의 power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그 결과 두 번째 path를 두 번째 

이후의 path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결론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path의 time delay 만을 뽑아서 모델링을 해 볼 수 

있다. 모델링 결과 앞선 결과와 달리 0 ns  부근에서 대부분의 값들이 

존재했으며, 모델링 결과 평균 값은 377.85 ns로 도출 되었다. 다음으로 

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의 path를 각각 모아서 이를 선형 모델로 

모델링을 하였다. 첫 번째 path 만을 모아서 모델링한 결과 두 번째 

path에 비해 선형적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분산 Δ 값도 두 번째 

결과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site-specific한 특성들을 

알아보았다. 우선 각 지역의 수신기 별로 RMS delay spread가 높은 

상위 10%의 수신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보고 이들의 site-

specific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모델링을 위한 

도시환경의 특징은 지형적 높낮이가 크게 나타나고 주변 건물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큰 지역들을 주 타겟으로 정하였으며, 상위 

10%의 평균 RMS delay spread 값이 높은 지역의 순서를 매겨본 결과, 

가장 높게 나온 지역 중 하나인 곳을 그림 5.1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가 큰 건물의 영향을 받아 큰 건물의 뒤쪽에 RMS 

delay spread 값이 높은 위치들이 주로 분포 하였으며, 특히 큰 건물의 

사이에 주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큰 건물에 의해 reflection, 

diffraction 되어 들어오는 신호들이 multipath를 가지게 했으며, 이로 

인해 신호의 분산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수신기 에서의 MPC 개수를 계산하고 상위 10%의 많은 

개수를 가지는 수신기들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앞선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이 결과 역시 RMS delay spread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가졌으며, 특히 

큰 건물의 뒤 쪽에 사이에 위치한 수신기에서 MPC 개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선 delay spread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큰 건물에 의해 reflection, diffraction 되어 들어오는 multipath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데이터에서의 최대 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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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의 평균 값은 51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앞의 3장 2절에서 모델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path 간의 time delay를 구한 다음, delay 가 큰 

상위 10% 수신기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획득한 데이터 

중 time delay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대 2.13 μs 까지 

확인되었으며, 평균 1.9 μ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 건물들이 서로 가까이 

분포할 수록 path간 시간 간격이 크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의 모델링 결과와 site-specific한 특성 분석 결과는 실외 

도시환경에서의 적용할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설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28 GHz 밀리미터파 대역을 이용한 만큼 5G 통신 시스템의 무선 

채널 송수신 설계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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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Kolmogorov-Smirnov(K-S) Test 

 

본 검증은 sample 데이터가 제시된 확률 분포와 얼마나 차이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것은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ECDF)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경험적 CDF와 주어진 확률 분포의 CDF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어진 데이터가 확률 분포와 얼마나 유사한 지를 알 

수 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경험적 CDF 𝐹𝑛(𝑥) 

 

𝐹𝑛(𝑥) =
1

𝑛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𝑜𝑏𝑠𝑒𝑟𝑣𝑎𝑡𝑖𝑜𝑛𝑠 ≤ 𝑥] 

 

𝐷 =  max
𝑥

|𝐹𝑛(𝑥) − 𝐹(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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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modeling of 

millimeter wave channel in 

outdoor environment 

Kang Minyoung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millimeter wave (mm wave) 

wireless channels at 28 GHz in an urban environment have been 

analyzed for use in millimeter wave wireless communications 

system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mm wave signals in 

outdoor radio channels by using extensive simulation results 

generated with ray tracing simulator. Using this simulation data, we 

calculate the root-mean-square delay spread and analyze the 

results. Also, we apply Saleh-Valenzuela channel model to analyze 

the channel characteristics. The channel is modeled by using vari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the similarity of each distribution is 

analyzed. In addition, using the Saleh-Valenzuela channel model, the 

inter cluster delay and the peak power of the power delay profile are 

modeled, and the optimal parameter values are calculated. Fi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sample and the model are 

analyzed. In addition, only the first and second multipath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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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xtracted, and their time delay is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e 

earlier results. 

Finally, the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based on the 

previous modeling results. Mark on the map the top 10% receiver 

with high RMS delay spread for each region to see what local 

characteristics they have. Also, select areas with high multipath 

components, display them on the map, compare them with the 

preceding results, and analyze their propensity. Also,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earlier time delay between the first two paths, the 

position of the top 10% receiver with large delay is displayed and 

analyzed. Finalize this paper with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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