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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력선 통신이 홈 네트워킹의 새로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어 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 인 통신을 하여 일정한 
QoS(Quality of Service)의 제공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utage 확률 분석을 하여 시뮬 이션을 이용한 옥내 력선 통신 환
경에 한 채  응답과 채  용량을 계산하 다. 계산된 채  응답과 채
 용량을 바탕으로 송 신호의 워에 따른 outage 확률을 분석을 하
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아주 높은 수 과 아주 낮은 수 의 QoS 

환경에서 송 신호의 워는 outage 확률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
지만, 30% ～ 50% outage를 허용하는 QoS 환경에서는 송 신호의 
워에 따라서 outage 확률이 상 으로 크게 변화하 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outage 확률측면에서 송 신호의 워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1. 서    론

  최근 력선 통신은 지능형 력망(smart grid) 사업의 일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력선 통신을 이용한 무인 력 검침, 홈 네트워크 구성으
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력 송을 기반으로 하는 
력선 망은 데이터 통신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극복

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통신에서 일정한 QoS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하지만 outage 확
률을 이용한 옥내 력선 통신 환경의 QoS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뮬 이션을 통하여 단일 사용자 력선 통신 환
경에서 outage 확률에 한 분석을 하 다. 2.1에서 시뮬 이션에서 사
용된 옥내 력선 통신 환경을 소개하고, 2.2에서 멀티 패스 신호 송
을 고려한 채  응답을 계산하 다. 2.3에서는 outage 확률을 정의하고 
송 신호의 워에 한 옥내 력선 통신의 outage 확률을 분석하

다.

2. 본    론

  2.1 옥내 전력선 통신 환경

  그림 1은 력선 통신 신호가 달되는 경로로 실제 옥내 기 배선 
형태를 나타낸다. 옥내 벽 소켓은 력선 통신의 네트워크의 터미
(terminal, T)을 구성하고, 력선 이블의 합 지 은 력선 네트워
크 내부의 (internal junction, C)을 구성한다. 본 력선 통신망은 
23개의 터미 과 15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그림 1> 옥내 전력선 통신망

  2.2 단일 사용자 전력선 통신 환경

  Outage 확률을 계산하기 하여 단일 사용자(single user) 력선 통
신을 가정하 다. 단일 사용자(single user) 력선 통신이란 역 
력선 통신(Broadband PLC) 주 수 역을 한 명의 사용자가 모두 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멀티 캐리어(multi-carrier) 통신 환경에서 모든 서
 채 (sub-channel)을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utage 확률을 분석하기 하여 채  응답과 채  용량을 계산하 다.

  2.2.1 채널 응답

  력선 통신에서는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한 멀티 패스 신호 송이 
나타난다. 따라서 멀티 패스 신호 송에 의한 채  응답은 (1)과 같이 
표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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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선 통신 채 의 채  응답은 각 터미 의 load 임피던스의 변화
에 의하여 시변(time-varying) 특성을 나타낸다 [1]. 그림 2는 하루  
력선 통신 채 의 시변 특성의 를 나타낸다. 

<그림 2> 옥내 전력선 통신 환경에서 시변 채널 응답 (T5-T12)

 이러한 시변 채  특성을 보이는 력선 통신 채 에 하여 모든 채
의 채  응답을 계산하 다.

2.2.2 채널 용량

  력선 통신 채 에 향을 주는 잡음(noise)는 크게 colored 
background noise와 impulsive noise로 나  수 있다 [3]. impulsive 
noise는 지속 시간이 수 ms로 한정되기 때문에 하루  outage 확률 분
석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  용량을 계산하기 하여 colored 
background noise만 고려한다. Colored background noise 환경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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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C는 (2)로 나타낸다 [3].

           


 



               (2)

 
는 채  응답, 는 송 신호의 power spectral density, 
는 noise 워를 나타낸다. 그림 3은 하루  채  용량의 변화의 를 
나타낸다. 

<그림 3> 옥내 전력선 통신 환경에서 채널 용량 변화 (T5-T12)

  2.3 Outage 확률

  통신 시스템의 QoS (Quality of Service)의 측정 기 으로 Outage 확
률을 고려하 다. 력선 통신에서는 주 수 선택  페이딩과 네트워크 
터미  임피던스의 변화에 의하여 Outage의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Outage 확률을 분석하여 력선 통신의 QoS의 확보에 
한 분석을 하 다.

  2.3.1 Outage 확률의 정의

  Outage는 채  용량이 특정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의한
다. 따라서 Outage 확률이란 특정 시간동안 outage가 발생하는 확률로 
계산된다. 그림 4는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outage에 한 설명을 나
타낸다.

<그림 4> Outage 발생 시간

Maximum channel capacity(cmax)는 특정 채 의 최  채  용량을 나타
내고, x% outage threshold는 터미  임피던스의 변화로 인한 채  응
답의 변화로 최  채  용량이 감소하 을 때, 최  채  용량의 x%만
큼 용량이 어든 상태이며, 만약 outage 확률 측정 시 채  용량이 x% 
outage threshold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outage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
다 [4]. 따라서, 그림 4의 경우 총 측정 시간  outage가 세 번 발생하
고, outage 지속 시간은 각각 Tout1, Tout2 그리고 Tout3로 나타낸다. 그러
므로 outage 확률은 (3)과 같이 계산된다.

           

  


∑
              (3)

  2.3.2 단일 사용자 환경 옥내 전력선 통신의 outage 확률

  그림 5는 단일 사용자 력선 통신환경에서 outage 확률을 계산한 것
이다. outage 확률을 계산하기 하여, 그림 1에 나타는 모든 터미 로 
구성되는 모든 채 을 고려하 다. 송되는 신호의 워는 FCC 규정에 
따라 -72dBm부터 -52dBm까지 설정하 다 [3]. 10% 와 90% outage 확
률을 계산한 결과 송 신호의 워에 따라서 outage의 변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0% outage 확률을 계산한 결과, 송 신호의 
워에 따라서 outage 확률의 변화가 약 10%로 상 으로 크게 나타
났다. 결론 으로 outage 확률의 에서 아주 높은 수 의 QoS, 즉 
은 otuage 요구하는 통신 환경에서는 송 신호의 워의 크기가

outage 확률에 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30% 이상의 outage
를 허용하는 통신 환경에서는 송 신호의 워가 outage에 상 으로 
큰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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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력선 통신 채널의 outage 확률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옥내 력선 통신의 채  응
답과 채  용량을 계산한 후 outage 확률에 하여 분석하 다. 아주 높
거나 낮은 QoS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송 신호의 워가 outage 확률
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0% ～ 50%의 outage를 허용하는 
환경에서는 송 신호의 워가 outage 확률에 상 으로 큰 향을 
주었다. 따라서 QoS 수 을 고려한 송 신호의 워를 조 하면, 효율
으로 워를 사용하는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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