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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계절별 국내 해상 DGPS 기준국 신호의 전파 특성을 측정하고 기후 및 계절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해상 DGPS 기준국을 중심으로 내륙 서비스 영역에서 수신 신호의 전계 강도와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분
석한다.  산악지형과 대지 도전율이 낮은 안테나 사이트를 갖는 기준국을 제외한 해상 DGPS 기준국의 내륙 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영역 대비 68 %이상의 양호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안정된 서비스 영역을 갖기 

위해서는 양호한 대지 도전율을 갖는 안테나 사이트와 보다 높은 안테나 효율을 갖는 해상 DGPS 기준국 설치 및 운

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륙 기준국과의 이중 서비스 영역 제공으로 전파 경로상의 장애물로 인한 불안정한 서비스 

영역을 해소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radio wave measurement of korean ocean-based DGPS by season, in this paper, the service coverages 
of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limate and season. The signal strengths and 
signal-to-noise ratios in the land service areas that are provided by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were 
measured. The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 except reference stations on the mountainous terrain and the low 
ground conductivity provide more than 68% service area in comparison with the designed land service coverage  
providing by the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To provide the designed service area that is unrelated to a 
season,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d operate the DGPS reference station with good ground conductivity and high 
efficiency antenna. Also, the poor service regions which is generated by obstacles of electric wave on pathway can be 
resolved by the double service area providing by land-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키워드 : 위성합법보정시스템, 해상 기준국, 내륙 기준국, DGPS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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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팔미도와 어청도 기준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 해상 및 내륙에 DGP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해상 기준국은 2002년 소흑

산도 기준국을 완료하여 11개소 DGPS 해상 기준국을 

운영 중이며, 185 km의 해양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1]. 아울러 내륙으로도 6개소의 내륙 기준국과 동

일하게 일정범위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해양은 높

은 도전율과 기온 및 계절에 따른 도전율의 차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 넓은 서비스 영역과 안정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그러나, 내륙의 대지 도전율은 해양에 비

해 낮은 편이며, 기후 및 계절에 따라 도전율의 변동이 

높은 편이다[2]. 
대지 도전율은 지질의 특성에도 좌우되나, 지면에 포

함된 각종 무기질의 전리현상(電離現象)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지에 포함된 습도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대지 도전율이 변화되며, 기후나 계절에 

따라서 변화된다. 해상 기준국으로부터 해상 및 해안을 

따라 전송되는 DGPS 신호는 안정적으로 전파되나, 섬
지역에 설치된 해상 기준국 신호는 대지 도전율에 영향

을 받는다. 또한, 내륙으로 전파되는 신호는 기후 및 계

절에 따라 전파되는 신호 세기가 변동되어 안정된 서비

스 영역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DGPS 기준국으로 부터 전파되

는 DGPS 신호의 세기를 서비스 영역에서 계절별로 측

정하여 기후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아울러, 
수신 지역에서의 신호의 품질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신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여 서비스 영역의 

품질을 분석한다. DGPS 신호 측정은 해상 DGPS 기준

국에서 제공하는 내륙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하며, 
동일한 영역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측정하여 분석한

다. 측정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해상 DGPS 기준국의 서

비스 영역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Ⅱ. 해상 DGPS 기준국

우리나라의 해상 DGPS 기준국은 그림 1과 표 1에 나

타나 있다[1]. 11개소의 해상 DGPS 기준국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해상으로의 서비스 영역은 185 km 이며 

내륙으로의 서비스 영역은 내륙 DGPS 기준국과 동일

하게 전파 지형과 대지 도전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1. 해상 DGPS 기준국 사이트

Fig. 1 Site of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기준국
송신

안테나
주파수
(kHz)

출력
(W) 이용범위

소청도
NTA Ant. 

24.9m 323 300 100NM

팔미도
삼각 지선식

45m 313 300 100NM

어청도
삼각 지선식

45m 295 300 100NM

소흑산도
NTA Ant. 

24.9m 298 300 100NM

마라도
NTA Ant. 

24.9m 290 300 100NM

거문도
삼각 지선식

45m 287 300 100NM

영도
삼각 지선식

30m 300 300 100NM

호미곶
삼각 지선식

45m 310 300 100NM

울릉도
삼각 지선식

45m 319 300 100NM

주문진
NTA Ant. 

24.9m 295 300 100NM

저진
NTA Ant. 

24.9m 292 300 100NM

표 1. 해상 DGPS 기준국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s of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

해상 DGPS 기준국은 내륙 기준국의 안테나 보다 작

은 안테나를 사용하며 송신 출력도 300 W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 기준국에 의한 내륙 서비스 영역은 

내륙 기준국에 의한 서비스 영역보다는 작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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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상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및 서비스 

영역 분석

3.1. 해상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해상 DGPS 기준국의 전파 측정은 내륙이 중첩되는 

서비스 영역에서 측정한다. 해양 DGPS 기준국의 유효

서비스 범위인 185 km(100NM)는 해양을 기준으로 한 

범위로서, 해양 서비스 영역은 내륙 서비스 영역보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상 

DGPS 기준국에서 내륙으로 전파되는 전파 특성을 측

정한다. 기후 및 계절에 따른 서비스 역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상 DGPS 기준국을 중심으로 내륙 서비스 영

역에서 측정하며,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동일한 

측정 지역 내에서 측정한다.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상 DGPS 기준국의 전파가 

수신 또는 예측되는 내륙 지역을 도상 검토하여 실측하

며, 이동 가능한 고속도로와 국도를 측정 지점으로 한

다. 그림 2는 해상 DGPS 기준국의 전파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한 측정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2. 해상 DGPS 전파 특성 측정도

Fig. 2 Block diagram of ocean-based DGPS radio wave 
measurement

전파  측정 데이터는 추출한 위치 좌표 데이터와 전

계강도 수치값을 맵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Graphic Mapping Tool을 사용하여 전파 측

정 데이터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전계강도 레벨 및 색

상을 통일성을 가지고 지정하여 GIS Data와 연계하여 

측정한다.

3.2. 해상 DGPS 서비스 영역 분석

서비스 지점에서 어느 한 기준국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 S/N:Signal to 
Noise)가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일정 S/N 비보다 높아

야 한다. ITU-R 823에 의하면 DGPS 수신기는 수신 대

역폭 500Hz의 범위에서 S/N비 7dB 이상으로 1000비트

당 1비트 이내의 오차율로 신호의 재생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 또한, DGPS 서비스 영

역은 USCG 규정인 40 dB㎶/m를 한계 레벨로 설정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규정과 수신기 특성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구      분 서비스 기준 비   고

최대 커버리지
 해안·내륙 기준 
(185 km/ 80Km) 내륙 기준

보정신호 수신 
여부

 수신, 미수신 여부 NMEA-0183 Messages

최저 수신 
한계레벨

 40 dB㎶/m 
(100㎶/m)

USCG
*COMDTINST16577.1 

최저 SNR비  8 dB 이상 7 dB 이상 (ITU-R 823)

측정 수신기 
한계레벨

 20 dB㎶/m 
(10㎶/m) DSM232

표 2. DGPS 서비스 영역 분석 기준

Table. 2 Reference level for DGPS service coverage

그림 3~그림 6, 그리고 표 3과 표 4는 마라도 기준국

을 중심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측정한 수신 신호의 전

계 강도 및 신호대 잡음비이다.

그림 3. 마라도 기준국의 전계 강도 측정(동절기)
Fig. 3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Mara-do reference 
statio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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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라도 기준국의 전계 강도 측정(하절기)
Fig. 4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Mara-do reference 
station(summer)

 

전계강도 범위
( dB㎶/m)

동절기 하절기

Point 비율
(%) Point 비율

(%)

0 ~ 29.9 ○ 15,627 22.5 33,936 31.3

30 ~ 39.9 ○ 24,320 35.0 29,798 27.4

40 ~ 49.9 ○ 19,857 28.5 25,754 26.5

50 ~ 59.9 ○ 9,627 13.8 13,852 12.7

60 이상 ○ 123 0.2 2,245 2.1

합계 69,554 100 105,585 100

표 3. 마라도 기준국 전계강도 측정치

Table. 3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Mara-do reference 
station

그림 5. 마라도 기준국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동절기).
Fig. 5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for Mara-do reference
station(winter)

그림 6. 마라도 기준국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동절기)
Fig. 6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for Mara-do reference
station(summer)

SNR
(dB)

동절기 하절기

Point 비율 
(%) Point 비율

(%)

0 ~ 7.99 ○ 18,623 26.9 51,960 48.3

8 ~ 11.99 ○ 8,372 12.2 18,328 17.0

12 이상 ○ 42,126 60.9 37,366 34.7

합계 69,121 100 107,654 100

표 4. 마라도 기준국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치

Table. 4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for Mara-do 
reference station

 

그림 3~그림 6 그리고 표 3과 표 4는 한라산을 중심

으로 마라도 기준국과 반대편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안

정한 서비스 영역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동서 지형의 

길이는 약 80 km가 조금 넘고, 전파 경로 상에 산악지형

(한라산)이 위치하여 감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산악지형이 파장에 비해 작으면 큰 문제가 없지

만 파장보다 큰 산악지형은 전파 경로의 증가, 흡수, 회
절 및 굴절 등의 영향이 DGPS 신호 전파에 나타나고 있

다. 내륙 서비스 영역까지 고려할 경우, 표 3과 표 4로부

터 마라도 기준국은 서비스 영역 대비 약 41.3 % ~73.1 
%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 그리고 표 5는 팔미도 기준국을 중

심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측정한 수신 신호의 전계 강

도 및 신호대 잡음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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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팔미도 기준국의 전계 강도 측정(동절기)
Fig. 7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Palmi-do reference 
station(winter)

 

그림 8. 팔미도 기준국의 전계 강도 측정(하절기).
Fig. 8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palmi-do reference 
station(summer).

SNR
(dB)

동절기 하절기

Point 비율
 (%) Point 비율

 (%)

0 ~ 7.99 ○ 98,894 26.6 64,930 18.9

8 ~ 11.99 ○ 30,156 8.1 19,294 5.6

12 이상 ○ 243,348 65.3 258,671 75.5

합계 372,398 100 342,895 100

표 5. 팔미도 기준국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치

Table. 5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for Palmi-do 
reference station

팔미도 기준국의 경우, 내륙 서비스 영역까지 고려한 

서비스 영역 대비 약 73.4 % ~ 81.1 %의 영역에서 서비

스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산악지형이 많은 영역에서 전

파되는 기준국보다는 평탄한 지형이 많은 내륙에서 전

파되므로 넓은 지역에서 양호한 신호가 수신된다.

기
준
국

범위

(dB㎶/m)

동절기 하기

개수
비율

(%)
개수

비율

(%)

소
청
도

0~39.9 4,955 41.7 17,547 35.9

40~59.9 6,915 58.2 31,111 63.6 

60~100 0 0.0 240 0.5 

소
흑
산
도

0~23.9 16,351 23.4 25,683 25.0

40~45.9 53,108 76.5 76,954 74.9 

60~100 32 0.0 62 0.1 

어
청
도

0~39.9 42,077 31.9 46,822 24.4 

40~45.9 89,764 64.9 136,330 70.9

60~100 408 0.3 9,263 4.8 

영
도

0~39.9 26,784 29.1 33,289 35.3 

40~59.9 33,877 36.8 43,009 45.6 

60~100 31,307 34.0 18,038 19.1 

울
릉
도

0~39.9 1,705 8.6 3,930 11.4

40~59.9 18,089 90.9 15,131 43.7

60~100 99 0.5 15,597 45.0 

저
진

0~39.9 5,017 21.8 11,053 33.8

40~59.9 17,582 76.3 15,927 48.7

60~100 441 1.9 5,700 17.4 

주
문
진

0~39.9 5,873 15.1 15,432 30.5

40~59.9 18,825 48.4 26,051 51.5

60~100 14,178 36.5 9,093 18.0 

호
미
곶

0~39.9 36,370 33.7 23,074 34.5

40~59.9 60,378 55.9 30,146 45.0

60~100 11,256 10.4 13,748 20.5 

거
문
도

0~39.9 30,488 30.2 44,161 25.5

40~59.9 70,232 69.5 124,059 71.6 

60~100 310 0.3 5,015 2.9

팔
미
도

0~39.9 90,652 24.2 69,349 20.2

40~59.9 133,972 35.8 114,155 33.1

60~100 149,468 40.0 160,471 46.7

표 6. 국내 해양 DGPS 기준국의 전계강도 측정치

Table. 6 Measured signal strength for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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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국

범위
(dB)

동절기 하절기

개수
비율
(%) 개수

비율
(%)

거
문
도

0~7.9 32,463 32 55,143 32 

8~20 67,754 68 116,628 68

마
라
도

0~7.9 13,461 21 30,677 38 

8~20 51,008 79 49,724 62 

소
청
도

0~7.9 5,951 51 19,267 40 

8~20 5,784 49 29,157 60 

소
흑
산
도

0~7.9 20,353 29 30,989 30

8~20 48,292 71 70,700 70 

어
청
도

0~7.9 39,147 30 63,561 33 

8~20 92,005 70 127,288 67 

영
도

0~7.9 24,835 27 35,491 38 

8~20 66,607 73 58,117 62

울
릉
도

0~7.9 4,042 20 4,148 12 

8~20 15,706 80 30,384 88 

저
진

0~7.9 6,460 28 10,529 32 

8~20 16,403 72 21,970 68 

주
문
진

0~7.9 5,028 13 13,581 27 

8~20 33,654 87 36,696 73 

팔
미
도

0~7.9 74,283 20 45,309 13

8~20 296,549 80 292,654 87

호
미
곶

0~7.9 36,654 34 19,448 29

8~20 70,540 66 47,036 71

표 7. 국내 해양 DGPS 기준국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치

Table. 7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for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 in korea

표 6과 표 7은 국내 해상 DGPS 기준국으로부터 전파

되는 수신지역에서 측정한 DGPS 신호 전계강도와 신

호대 잡음비이다. 표 6과 표 7과 같이 해상 DGPS 기준

국의 경우, 섬 지역에 있는 기준국과 해안 지역에 있는 

기준국 간의 측정차가 나타난다. 섬 지역의 경우, 섬에

서 측정이 어려워 가까운 내륙 해안지역에서 측정을 

하였으며, 이 경우 해안에 도달한 전파의 전계강도는 

40~50 dB㎶/m 정도로 해안지역에 있는 기준국과의 차

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섬 지역에 설치 운용중인 대부

분의 DGPS 기준국으로부터 내륙 방향으로 전파되는 

전송 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해안 지역에 위치하는 기

준국은 해안선을 따라서 멀리까지 양호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내륙 방향으로도 내륙 DGPS 기준국에서 전파

되는 신호와 거의 비슷한 전파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S/N비 측정인 경우, 섬 지역에 위치해 있는 DGPS 기

준국으로부터 해안으로 전파가 도달하였을 시에 전계

강도는 균일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S/N 측정

값은 전계강도의 감소폭보다는 적은 비율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전계강도는 송신기와의 거리에 따라 비례하

여 감쇄되는 반면, S/N 값은 해상에서의 장애조건이 내

륙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먼 거리에도 수신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으로부터 중파

대역 DGPS 신호는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비교적 멀

리 전파되고 있으며, 내륙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서비

스 영역 대비 약 41.3 % ~ 91.4 % 영역에서 양호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표 7로부터 S/N 값은 전계

강도 분포보다 넓은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영역이 낮은 DGPS 기준국은 안테나 주변에 산

악 등 장애물이 있거나 대지 도전율이 낮은 안테나 사

이트를 갖는 경우이며, 더욱이 전파 경로상에 큰 산이

나 산맥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해상 DGPS 기준

국에 의한 안정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

테나 사이트의 대지 도전율 개선과 안테나 효율을 향상

하여 보다 높은 방사 전력으로 DGPS 신호를 전파할 필

요가 있다.  

3.3. 해상 DGPS 기준국의 서비스 영역 향상

DGPS 신호 주파수 대역인 중파대역 신호는 표면파

로 전파되며, 수직편파를 사용한다. 중파 대역의 수직 

편파의 전계세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1)

여기서 P(kW)는 방사된 전력이며, r(km)은 경로의 

거리, 그리고 Ez (mV/m)는 전계 강도이다.  A는 전파 

경로에서 발생되는 전파 손실이며, 주파수()와 송․수

신단 거리(), 그리고 대지 도전율()과 유전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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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할 수 있다.

방사 전력(P)은 안테나 입력 전력과 안테나 효율에 

의해 표현되며 안테나 효율이 증가하면 방사 전력도 증

가한다. 따라서 안테나 방사 전력을 증가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효율의 향상이 중요

하다. 중파대역 안테나의 효율()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은 각각 방사 전력과 안테나에 인가

되는 전력, 그리고 전력 손실을 나타낸다.

전력 손실은 안테나 대지면의 대지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안테나 접지면의 대지 도전율을 양호하게 

유지하여 손실을 줄여 안테나 효율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테나 접지면의 도전율 향상을 위한 방사 접

지면(radial ground)의 보강 및 구축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 DGPS 기준국의 기후 및 계절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상 DGPS 기준

국 신호의 세기 및 신호대 잡음비를 서비스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DGPS 전파 측정은 내륙 서비스 영역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동일 지역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된 데이터를 통하여 기후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분석하

였다. 마라도 및 소청도를 제외한 해상 DGPS 기준국은 

내륙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 대비 약 68 % 
이상의 양호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넓

고 안정된 DGPS 서비스 영역은 해상 DGPS 안테나 사

이트의 개선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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