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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PS 기준국 사이트 환경에 따른 안테나 성능 모델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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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GPS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트 환경을 모델링하여 안테나 주변 환경에 따른 안테나 

성능을 분석한다. DGPS 기준국 안테나의 성능 해석을 위한 모델링을 해석하고 대지 도전율이나 전파 장애물에 의한 

안테나 성능을 모의 분석하여 DGPS 안테나 설치에 요구되는 사이트 환경을 정립한다. 일정한 접지 면에 적정한 방

사형 접지를 갖는 안테나 사이트는 대지 도전율이나 전파 장애물로 인한 안테나 정합회로에 대한 영향은 적으나, 방
사 효율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안정된 DGPS 서비스를 위해서는 안테나 사이트의 양호한 대지 도전율이외에 주변에 

전파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안테나 사이트가 중요하다.

ABSTRACT

Based on the modeling of DGPS antenna and antenna site environment, the DGPS short-monopole antenna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ntenna surrounding environment are analyzed in this paper. The DGPS antenna site 
modeling that considers the ground conductivity and radio wave obstacles is performed and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DGPS antenna site are proposed. In case of antenna site with  proper radials on the ground plane of the fixed scale, 
the effect for antenna matching network due to the ground conductivity and radio wave obstacles is small but the 
impact on the radiation efficiency is large. To provide the stable DGPS service, it is important to install the DGPS 
antenna on the flat ground plain with good conductivity and  without radio wave obstacles. 

키워드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안테나 모델링, DGPS 안테나, DGPS 안테나 사이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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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은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하고 생성하여, 지상파 신호로 보정 데이터를 전송

한다. 우리나라 DGPS는 전 국토를 서비스 영역으로 하

며, 185 km 서비스 영역을 갖는 해양용 기준국 11개소

와 80 km 서비스 영역을 갖는 내륙용 기준국 6개소를 

구축․운영 중이다[1]. DGPS는 위성합법 신호를 수신

하는 GPS 수신기와  위치  보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

호처리 및 신호 발생부 그리고 신호를 전송하는 송신기

와 안테나로 구성된다. DGPS 송신 안테나는 중파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여 DGPS 신호를 전송한다[1-3].
중파대역 신호는 표면파로 전파되며, 전송 매체의 도

전율과 유전율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DGPS 중파대역 

신호의 파장은 장파(長波)로서, 전기적 길이가 큰 송신 

안테나가 요구된다.  이상적으로는 송신 안테나 길이가 

250 m(300 kHz) 정도 확보되어야 하나 물리적인 구축

과 운영이 어려우므로, 방사형 접지(radials)를 갖는 일

정한 면적에 요구 파장에 비해 매우 짧은 전기적 길이

를 갖는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를 구축하고 있다[4]. 따
라서, 전기적 길이의 제한으로 낮은 안테나 효율과 안

테나 방사저항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안테나 사이트

의 접지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안테나 성능 및 전파

전파(傳波)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파대역 DGPS 안테나 사이트 환경

을 고려한 DGPS 안테나 해석 모델링을 통하여 DGPS 
신호의 전파 특성을 해석한다. 대지 도전율과 안테나 

주변 전파 장애물을 해석 파라미터로 하여 DGPS 안테

나를 모델링하고, 안테나 방사 성능과 전기적 특성을 

모의 해석한다. DGPS 안테나 성능 모델링 해석을 통하

여 DGPS 안테나 사이트 선정 및 방사 성능 향상을 위한 

안테나 기술을 분석한다.

Ⅱ. DGPS 안테나

우리나라 DGPS는 283.5~325 k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여 위치 보정 신호를 300~500 W 출력으로, 모
노폴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된다. DGPS 안테나

는 그림 1과 같이 요구 파장에 비해 매우 짧은 전기적 

길이()를 갖는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short 

antenna)와 적정수의 접지선(radials)을 갖는 일정 면적

의 접지 면(ground plane, ≥)에  구축되고 있다[4].

접지 선 (Radials)

접지 면

DGPS
antenna

H

ρ2

그림 1. DGPS 안테나 설치도

Fig. 1 Installation lay-out of DGPS antenna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는 안테나 

길이의 단축으로 용량성 임피던스()와 낮은 방사

저항( )을 갖는다. 아울러 접지 면의 대지 도전율에 의

한 접지 면 손실이 발생하여 식 (1)과 같이 안테나 효율

()이 낮아질 수 있다[5]. 

    


 


 



  

           (1)

여기서, 는 안테나 방사저항과 손실을 포함하며, 
손실 저항 은  주로 접지 면 손실이다. 

식 (1)의 방사저항과 안테나 효율 향상, 그리고 효율

적인 안테나 정합회로를 통하여 정합회로에서 발생하

는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파대역 

DGPS 안테나는 전기적 길이의 연장과 정전용량 증가

를 위하여 지선을 갖는 안테나 구조인 정관형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5]. 
그림 2는 지선을 갖는 정관형 안테나 구조이다. 지선

을 갖는 정관형 모노폴 안테나는 안테나의 전기적 길이

의 증가 효과와 용량성 임피던스의 감소로 방사저항과 

안테나 대역폭과 효율이 증가된다. 방사저항은 안테나 

유효 전기적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안테나 유효 

전기적 길이는 지선의 배치 형태에 따라 증가하면서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접지 면의 손실

은 안테나 사이트의 대지 도전율에 의존하며, 안테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양호한 안테나 대지 도전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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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선을 갖는 정관형 안테나 구조도

Fig. 2 Configuration of top-loaded antenna

구된다.  또한 , 장파 특성을 갖는 DGPS 신호는 등방성 

안테나를 통하여 방사되어 표면파로 전파된다. 전파되

는 신호는 안테나 주위의 전파 방해물에 의해  반사되

거나 회절 및 감쇠되어 등방성 방사 특성과 낮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안테나 성능에 영향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산과 구릉이 많아 대지 도전율이 낮은 지

형과 평탄하지 않은 DGPS 안테나 사이트를 갖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대지 도전율에 의한 손실 증가와 비평

탄한 안테나 사이트 주변의 전파 장애물에 의한 DGPS 
안테나 성능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Ⅲ. DGPS 안테나 모델링 및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중파대역 DGPS 안테나의 대지 도전율

과 주변 환경에 의한 안테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파대역 DGPS 안테나를 모델링하고, 전파 장애물인 

주변 환경은 일정 고도를 갖는 지형물로 모델링한다. 
중파대역의 지선을 갖는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는 기초

적인  실험 모델을 통하여 설계되고 있으므로[6], 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모의 분석한다.

3.1. 안테나 모델링

DGPS 안테나는 90m 높이를 갖는 모노폴 안테나로 

모델링한다. 안테나 접지 면 반경()은 안테나 높이(H)
와 같은 크기를 가지며, 3o 간격의 방사성 접지(radials: 
120본)를 갖는다. 안테나 모노폴 직경(d)은 H/d=200 이
며, 전파 방해물은 우리나라에 설치된 DGPS 기준국을 

고려하여 안테나 근처에 위치한 산(도전율 0.0005 S/m2)
으로 설정한다. 표 1과 그림 3은 모의 분석을 위한 

DGPS 안테나 성능 해석 파라미터와 해석 모델이다.

그림 3. DGPS 안테나 해석 모델링 구조도

Fig. 3 Modeling configuration for DGPS antenna analysis

표 1. DGPS 안테나 성능 해석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for DGPS antenna performance 
analysis

파라미터 값

주파수(kHz) 300 kHz

안테나 높이(m) 90 m

접지 반경 안테나 높이(H)와 같은 크기

안테나 직경 H/200

안테나 사이트 도전율 

(S/m2)
0.01(일반대지), 

0.0005(산악대지)

장애물과의 간격  L (m) 45, 90, 135, 180

장애물 높이 h (m) 45, 90, 135, 180

3.2. 안테나 성능 분석

그림 4는 안테나 접지 면이 완전 도체일 경우, 방사 

특성을 나타내며, 표 2는 안테나 접지 면을 고려하여 일

반대지(0.01 S/m2)와 산악대지(0.0005 S/m2)인 경우에 

대한 방사 효율과 안테나 임피던스를 보여준다. 그림 4
로부터 DGPS 신호는 낮은 앙각에서 수평 방향으로 전

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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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접지 면이 완전 도체인 경우 DGPS 안테나 특성 (a) 
임피던스와 (b) 방사 특성

Fig. 4 DGPS antenna characteristics in case of the 
perfect ground plane (a) impedance and (b) radiation 
pattern

표 2. 접지 면에 다른 DGPS 안테나 성능

Table. 2 DGPS antenna performance due to ground plane

파라미터
값

일반 대지 산악 대지

안테나 임피던스 (Ω) 
(완전 도체) 3.163-j444.663

안테나 임피던스 (Ω) 3.616-j436.481 3.778-j436.345

방사 효율 (%) 94.36 91.96

완전 도체를 접지 면으로 갖는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

는 방사저항이  약 3.163 Ω, 그리고 444.663 Ω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이론값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동작 주파수 

300 kHz에서 안테나 정합을 위해서는 약 235.9  의 

인덕턴스 정합회로가 필요하다. 
표 2로부터 안테나 사이트가 일반 대지 도전율을 갖

는 경우, 안테나 대지 손실로 인하여 방사 효율이 94.36 
%, 그리고 산악 대지인 경우에는 약 91.96 %로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지 손실에 의한 안테나 임피던

스도 증가한다. 그러나 안테나 사이트의 도전율 변화에 

따른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 안테

나 부정합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방사 효율이 낮아

져 방사 출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안테나 사이트 주변 전파 장애물에 의한 안

테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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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5. 안테나 사이트 주변 전파 장애물에 의한 안테나 성능 

(a) L=90m, h=45m (b) L=90m, h=90m (c) L=90m, h=135m 
(d) L=90m, h=180m
Fig. 5 Antenna performance due to the obstacles of 
radio propagation near to antenna site (a) L=90m, h=45m 
(b) L=90m, h=90m (c) L=90m, h=135m (d) L=90m, h=180m

그림 5는 안테나로부터 90 m 떨어진 지점에 높이가 

45, 90, 135, 그리고 180 m인 산이 있을 경우, DGPS 안
테나의 방사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전파 방해물인 산

에 의해 전파가 반사되고 있다. 산의 높이가 증가 할수

록 반사된 전파는 높은 앙각으로 전파되면서 지향성

(directivity)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지며, 산 반대편으

로 진행하는 신호세기가 감소되고 있다. 아울러 전파 

반사에 의해 안테나 임피던스가 변화되고, 방사 효율이 

낮아지면서 손실 전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파 방해물의 전파 입사면의 경사가 다를 경우, 경사

각에 따라 반사 크기가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경사각이 클 경우, 반사 크기가 증가되어 반대편

으로 전파하는 전파 세기가 크게 감소되고 전파되는 앙

각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방사 효율이 크게 낮아져서 

전파 손실이 증가한다. 표 3은 전파 장애물인 산의 위치

에 따른 DGPS 안테나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rad. effic.= -3.185 dB       rad. effic.= -6.903 dB
(a)                         (b)

그림 6. 장애물의 경사각에 따른 안테나 성능(L=45m, h= 90m) 
(a) 경사각 = 45o (b) 경사각 = 90o

Fig. 6 Antenna performance due to the gradient of obstacles 
(L=45m, h= 90m) (a) gradient = 45o (b) gradient = 90o

표 3. 장애물 위치에 따른 안테나 성능

Table. 3 Antenna performance due to the location of 
obstacles

구분 일반 대지 산악 대지

L
(m)

h
(m)

저항
(Ω)

리액
턴스
(Ω)

방사
효율
(%)

저항
(Ω)

리액
턴스
(Ω)

방사
효율
(%)

- 3.62 436.48 94.4 3.78 436.35 92.0

45

45 3.39 436.12 82.9 3.65 436.07 79.3
90 3.07 435.60 60.1 3.29 435.68 57.4
135 2.70 433.92 35.4 2.86 434.04 33.9
180 2.50 431.96 25.0 2.79 432.96 18.6

90

45 3.47 436.88 88.7 3.79 436.71 85.2
90 3.03 437.44 77.2 3.34 437.33 71.9
135 2.43 436.68 60.0 2.74 436.60 54.5
180 2.17 436.42 44.8 2.48 436.35 40.3

135

45 3.48 437.40 90.8 3.69 437.24 88.3
90 3.08 438.02 83.8 3.30 437.88 80.3
135 2.57 437.27 72.3 2.77 437.14 68.3
180 2.40 436.56 62.5 2.61 436.41 59.3

180

45 3.49 437.38 91.6 3.68 437.21 89.5
90 3.17 437.92 86.9 3.35 437.76 84.2
135 2.81 437.11 79.0 2.99 536.95 76.2
180 2.81 435.96 73.3 3.01 435.79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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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으로부터 전파 장애물이 안테나 근처에 있을 경

우 전력 손실이 발생되어 방사 효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테나 높이와 같은 반경의 접지 면과 3° 
간격의 방사 접지(radials)를 갖는 경우, 대지 도전율이

나장애물 위치에 따른 안테나 정합회로의 부정합은 발

생되지 않으나, 방사 전력은 감소되어 서비스 영역이 

줄어드는 영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80 % 이상의 방

사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안테나 사이트 근처(45 m 정
도)에서는 45 m 이하의 낮은 고도를 갖는 완만한 장애

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안테나 사이트로부터 먼

거리(180m 정도)에서는 110 m 정도의 다소 높은 고도

를 갖는 장애물이 존재하여도 일정한 방사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DGPS 서비스를 위해서는 양호

한 안테나 사이트의 대지 도전율이외에 주변에 전파 장

애물이 없는 평탄한 안테나 사이트가 중요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GPS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트 환경

을 모델링을 하여 DGPS 기준국 사이트 환경에 따른 안

테나 성능을 분석하였다. DGPS 안테나는 일정한 접지 

면에 방사형 접지를 갖는 단축형 모노폴 안테나로 모델

링하였으며, 안테나 사이트는 대지 도전율과 전파 장애

물을 갖는 환경으로 모델링하였다. DGPS 안테나 성능

은 DGPS 안테나 환경 해석 모델링을 통하여 대지 도전

율과 전파 방해물에 의한 영향으로 정량적으로 분석되

었다. 일정한 접지 면에 적정한 radial접지를 갖는 DGPS 
안테나의 정합은 대지 도전율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적

게 받으나, 방사 효율은 큰 영향을 갖는다. 따라서 안정

된  DGPS 서비스를 위해서는 양호한 접지 면과 평탄한 

안테나 사이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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