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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NDGPS는 해안 기 국 11곳과 내륙 기 국 6곳으로 국 17개소로 구성되어 운용되어지고 있다. 내륙 

기 국은 기 국의 송신출력을 500W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산악지 나 국내 지형에 따라 서비스 음 지역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륙 기 국의 송신출력을 1KW 이내에서 증강할 경우, 내륙 기 국별 서비스 역을 

분석하고, 국내 내륙지역의 DGPS 서비스 음 지역을 분석한다. 한, 나타나는 서비스 음 지역을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가상 시뮬 이션을 통해 서비스 음 지역이 해소되는 가상 내륙 DGPS 기 국 2곳을 최 화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NDGPS,  which consists of the ocean-based reference station of 11 site and the land-based reference station of 6 sites, are 

operating. The land-based reference stations provide the output power of 500W, the service shadow regions are occurred due to mountains and 

nation topography. In this paper, the service coverages of land-based reference stations are analyzed in the viewpoint of output power 

enhancements of land-based reference stations within 1KW. Also, we suggest virtual land DGPS reference stations 2 sites to resolve the 

service shadow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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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우리나라의 성항법보정시스템은 1999년해안 

DGPS 기 국(팔미도기 국)을 시작으로 해안용 DGPS 

기 국 11곳, 내륙용 DGPS 기 국이 6곳으로 구축  운

용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해안을 포함한 국토

를 서비스 역으로 하는 NDGPS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

었다[1].

NDGPS의 목 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치 오차를 보정하기 한 보정 데이터의 생

성과 송이 주 역할이다. 그러므로, 정교한 보정데이터

를 산출하기 한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개선 작업에 

한 지속 인 연구개발은 필수요소이며 한, 정교한 

보정데이터 생성 못지않게 사용자에게 보정데이터를 

송하는 에어 인터페이스(Air-interface), 즉 

(電波傳播) 측면의 개선 역시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달 환경이 거의 균일한 해상과 달리 육상에서

는  경로상에 놓여 잇는 다양한 요인과 환경 변수로 

인해  수신 상황이 다양하므로 비록 거시  에

서는 면 비 높은 수신율을 나타내는 지역범  일지

라도, 미시  에서는 부분 으로 음 지역이 

발생하는 것이 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처럼 산악과 구릉이 많은 자연환경에서 재처럼 

내륙 DGPS 기 국 사이의 배치 간격이 약 100~150여 

km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부분 인 음 지역 발생

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NDGPS 서비스

를 질 으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서비스 음 지역의 

분석  그에 한 개선방안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륙 DGPS 기 국의 서비스 역을 

향상시키기 하여 내륙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을 

증강하고, 증강된 송신출력에 한 내륙 DGPS 기 국

의 서비스 역을 분석한다. 재 500W로 서비스 되고

있는 내륙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을 1KW 이내에서 

700W, 900W로 송신출력을 증강하여 서비스 역을 분

석하고, 이에따른 서비스 음 지역을 분석한다. 한, 

나타난 서비스 음 지역을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최

의 치에 가상 계 기 국을 설치하여 서비스 역

을 재해석한다. 보정된 지 도 율을 사용하고, 

역 모델을 용하여 서비스 증강된 서비스 역

을 해석 한다.

Ⅱ. NDGPS ( ) 모델링

역에서 기 을 하는 는 지상

(Ground wave)와 상공 (Sky wave)로 나뉘어 지며 진

행 형태에 따라 지상 는 표면   공간 로 나뉘어 

진다. 일반 으로 장   는 기 을 할 때 

짧은 거리는 표면 로 먼 거리는 상공 의 형태로 

 한다[2].

수KHz ～ 수MHz 사이 주 수에서 공간 보다는 표

면 의 진행이 우세하며 지표의 감쇄나 흡수에 의해 

의 감쇄가 생긴다. 따라서 의 세기는 지표의 도

율이나 유 율에 향을 받는다. 

그림 1은 지상 (Ground wave)의 직 (Direct 

wave), 지상반사 (Ground-reflected wave), 그리고 지표

(Surface wave)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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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상  구조도
Fig. 1 Ground wave configuration

그림 1과같이 역에서는 송신안테나 T가 표면 

에 치해 있을때 r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수신안테나 

R에 인가되는 압 V는 직 와 지면반사 의 벡터

(Vector)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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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I는 송신안테나의 류이며, 

과 


는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각각의 극선도(Pola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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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식 (2)에서 S는 지표 의 요소를 의미하고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의 치, 주 수, 극성, 지상표

면의 기 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수평 편 된 는 매우 심하게 감쇄하여 실제로 사용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수직 편 는 그 감쇄의 정도가 심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 를 이용하는 통신에서는 수직

으로 편 된 를 사용한다. 의 수직 성분 계 크기

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에서 P(KW)는 방사된 력을 뜻하고, r(Km)는 

경로의 길이, Ez(mV/m)는 계강도, A는 감쇄요소를 나

타낸다[3].

감쇄요소 A는 주 수(),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거

리(), 지의 도 율()  유 율()에 의하여 좌우되

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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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cos                      (6)

식 (4)에서 x를 계산한 후 식 (5)로부터 상상수 b를 

구하고, 식 (6)에서 p를 구한다. p는 수치  거리이며, x

는 라미터이고, 상상수 b는 아크탄젠트(arctan)로서 

구할 수 있다. Ronglong Li에 의해 쓰인 empirical 

approximations의 정확성에 한 논문을 근거로 A에 

한 식들은 b와 p를 구간별로 나뉘어 계산하 고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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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와 b는 도 율과 유 율 

 주 수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이고, A는 다시 p와 b에 

한 함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식 (4) ~ 식 (6)에서 구

한 p와 b를 근사화 된 식 (7) ~ 식 (10)에 입하여 감쇄요

소 A를 구한 후 식(3)의 계강도 식에 입하여 의 

일반식을 구할 수 있다. 식 (4)의 x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감쇄요소 식을 용하기 해서는 도 율()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델링을 해서는 우리나

라의 도 율 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정

된 우리나라 지도 율을 용하 다[1].

그림 2. 보정된 우리나라 지형별 도 율 분포도
Fig. 2 Improved conductivity distribution for korea 

topography

Ⅲ. 내륙 DGPS 기 국 특성

(혼합 경로)

혼합 경로 식은 단일 경로와 달리 송신단 T에서의 송

신세기가 수신단 R에 도달 시 도 율과 유 율 변화로 

신호세기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내륙 DGPS 기 국

은 해안 기 국과 달리 지 도 율이 다른 역을 

하기 때문에 각 구간의 혼합 경로식이 필요하다. 혼합 도

율을 용하는데 있어 Millington method의 forward 방

식과 backward 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3과 같이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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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2개의 다른 도 율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거리 X까

지는 Ground type 1의 도 율을 용하고, 거리 R까지는 

Ground type 2의 도 율을 용하는데 이것이 Millington 

forward 방식이다. 다시 송신단 T와 수신단 R을 바꾸어 

새롭게 용하면 Millington backward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을 식 (13)과 같이 평균값을 취하여 Millingon's 

prediction인 지 을 구할 수 있다[2].

        (11)













    (12)









                     (13)

그림 3. 2개의 경로를 거치는 지형에서의 
Millington 방법

Fig. 3 Millington method for surface wave 
with two path

한, 서로 다른 3개의 도 율에 하여 forward와 

backward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송신

단 T로부터 수신단 R까지 거리에 서로 다른 3개의 유

율과 도 율  거리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에서 과 

을 갖는 거리   까지의 계강도를 
 로 나타낼 

수 있다. 의 계강도는 
 

   로 

결 정 되 며 , 의 계 강 도 는 

       로 결정되어진다. 따

라서, 수신단 R에서의 forward 수신 계강도 값은 식 

(14)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과정을 반 로 하여 수신

단에서의 backward 계강도를 계산하면 식 (15)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그림 4. 3개의 경로를 거치는 지형에서의 
Millington 방법

Fig. 4 Millington method for surface wave 
with three path

최종 으로 Millington forward와 backward의 평균값

을 취하면 수신단 R에서 계강도 값을 식 (16)과 같이 

구할 수 있다[3]. 그림 5와 그림 6에서는 2개의 경로와 3

개의 경로를 거치는 계강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4)

     


  

   

      (15)









                     (16)

그림 5. 2개 경로를 거치는 계강도
Fig. 5 Field strength for two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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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개 경로를 거치는 계강도
Fig. 6 Field strength for three path

Ⅳ. 내륙 DGPS 기 국의 서비스 역

4.1. 내륙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에 따른 서비스 역

그림 7 ~ 그림 12에서는 국내 내륙 DGPS 기 국을 수

신 한계 벨 를 기 으로 하여 송신출력을 

500W(흑색), 700W( 색), 900W(청색)로 증강한 서비스 

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무주기 국 서비스 역
Fig. 7 Service coverage of Muju reference station

그림 8. 성주기 국 서비스 역
Fig. 8 Service coverage of Seongju reference 

station

그림 9. 주기 국 서비스 역
Fig. 9 Service coverage of Yeongju reference 

station

그림 10. 춘천기 국 서비스 역
Fig. 10 Service coverage of Chuncheon 

referen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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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충주기 국 서비스 역
Fig. 11 Service coverage of Chungju reference 

station

그림 12. 평창기 국 서비스 역
Fig. 12 Service coverage of Pyeongchang 

reference station

그림 13. 체기 국 서비스 역
Fig. 13 Service coverage of korean NDGPS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송신출력 500W를 기 으로 

700W 송신출력으로 증강했을 시 약 1.4dB 향상되며, 

900W 송신출력으로 증강했을 경우 약 2.5dB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에서는 내륙 DGPS 기 국 6곳과 해안 DGPS 

기 국 11곳으로 체 NDGPS 기 국의 서비스 역을 

나타내고 있다. 해안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은 300W

로 용하 으며, 내륙 DGPS 기 국은 500W 송신출력

을 용한 국내 서비스 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에서는 내륙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을 

500W(흑색), 700W( 색), 900W(청색)로 증강 시켰을 경

우에 나타나는 서비스 음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에 나타나는 음 지역으로는 주인근지역, 강원지

역 일부분, 경기북부지역 일부분에 걸쳐 부분 산악지

형이 많거나 다른 여러요인에 의하여 송신출력을 증강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음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송신출력 증강에 따른 서비스 음 지역
Fig. 14 Service shadow regions dependent on 

the output power enhancement

4.2. 가상 기 국에 따른 서비스 역 분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형상 산악지형이 많은 

계로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음 지역 해소를 

해서 기 국의 추가 설치  계를 요하는 계 시설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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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안된 가상 기 국(곡성, 인제)서비스 역
Fig. 15 Service coverage of a suggested 
reference station(Gokseong, Inje)

따라서, 그림 14에서 나타난 음 지역별로 최 의 

치를 선정하여 가상 기 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상 기

국으로 시뮬 이션 한 서비스 역을 그림 15에서 나

타내고 있다. 주 인근지역에 나타나는 음 지역에는 

곡성( 도 35도 09분 22.96 , 경도 127도 28분 10.10 )

지역으로 선정하고, 강원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음 지

역에는 인제( 도 37도 51분 21.23 , 경도 128도 20분 

23.42 )지역으로 선정하여 그림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비스 역을 재해석 하 으며, 안테나 효율은 4%로 

고려하 다. 

그림 16. 곡성기 국 외 인  기 국 서비스 역
Fig. 16 Service coverage of Gokseong and 

adjacent reference station

그림 17. 인제 기 국 외 인  기 국 서비스 역
Fig. 17 Service coverage of Inje and adjacent 

reference station

그림 18. 보강된 NDGPS 서비스 커버리지
Fig. 18 Reinforced NDGPS service coverage

그림 16과 그림 17은 가상으로 추가된 곡성기 국

과 인제 기 국의 인 한 내륙 DGPS 기 국을 연계하

여 서비스 역을 분석한 결과 그림 14에서 나타난 서

비스 음 지역이 상당부분 해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18에서는 가상 기 국 추가후 국내 NDGPS 기

국의 체 서비스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14에

서 도출되었던 주인근지역, 강원지역 부근의 서비스 

음 지역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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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륙 DGPS 기 국의 송신출력을 1KW 

이내에서 증강 했을 시에 나타나는 DGPS 서비스 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국내 NDGPS 의 서비스 음 지역

을 도출하 다. 우리나라는 많은 산악지형과 여러 가지 

국내 요인에 의하여 서비스 음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한 해소 방안으로 각 음 지역에 

가상의 기 국(곡성,인제)을 설치하여 서비스 역을 재

해석 하 다. 그 결과 상당 부분에 걸쳐 서비스 음 지역

이 해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NDGPS

의 서비스 음 지역을 해결하고 국토를 이  커버리

지로 서비스 하기 해서는 추가 기 국  계기 설치

가 필요하며, 추후 다양한 제원을 용하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 음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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