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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하면 2017년부터 해상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VHF(Very High 
Frequency) 디지털통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5톤이상의 어선 및 모든 선박에 대하여 무선
설비 관련 규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디지털방식에 의한 위치자동발신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어업정보통신
국에서는 동해안에 VHF DSC(Digital Selective Calling)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자동 수신하는 해안국을 설치하여 운
용하고 있다. 한편, 남해안과 서해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다도해의 지형적 환경으로 VHF 통신서비스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본 연구는 남해안에 VHF 해안국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상에 대한 전파커버리지를 분석하였고, 해안
국의 통신권 설정을 위하여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비교 및 VMS(Vessel  Monitoring System)에 
의한 선박추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MO has recommended on VHF digital communications operation for sailing ships from 2017. And ships more 
than 5 tons is obliged to digital communications by fishing Vessels Act and Vessel Safety Act in domestic. The owner 
of all vessel is equipped to the automatic position reporting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gulations, It shall be ensure to navigations safety and in order to respond quickly in the event 
of maritime accidents on all vessels. The info-communications station of fishery is operating the automatic position 
reporting system using the VHF DSC in east sea from 2012, Continuously, which is underway the install plan in south 
sea and yellow sea. But this plan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propagation environment is poor on account of 
complicated coastline and many islands. This paper has analyzed the propagation coverage for position setting of coast 
station in south sea and the traffic zone set up by compare with RSSI and methode of navigation tracking by VMS. 

키워드 : 초단파, 해안국, 전파커버리지, 통신권

Key word : VHF,  Coast station, Propagation coverage, Traff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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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VHF 전파를 이용하는 해상통신은 넓은 대역의 FM
방식으로 스켈치 기능이 있어 송수신 감도 및 음질이 

탁월하나 손실률이 커서 통달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이

다. 특히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섬과 같은 장애물이 

많은 곳은 음영지역이 존재하여 통신이 곤란하지만, 넓
은 해상에서는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에 따른 가시거리 

통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광학적 가시거리는 지구등가 

반경계수를 K=4/3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식과 같다.

  (1)

위의 식에서 D는 전파 가시거리, h1은 송신측 유효

안테나 높이(m), h2는 수신측 유효안테나 높이(m)이며, 
VHF 전파의 통달거리는 (1)식을 기본으로 안테나 높이

와 GIS 정보를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tool을 사용하여 

전파커버리지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VHF 해
상 디지털통신은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2010
년 DSC 채널에 의한 시범운용을 시작으로 자동호출, 
자동위치발신 및 조난통신 버튼에 의한 자동 조난신호

발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1]. 본 논문은 남해안에 

VHF 디지털용 해안국의 입지선정을 목적으로 해상에 

대한 전파커버리지 분석과 통신권 설정을 위한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비교 및 항적추적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2].

Ⅱ. 전파커버리지 분석기법

VHF대 이상의 주파수는 전리층을 통과하지만 

sporadic E층이 나타나면 VHF대 전파는 반사되어 초가

시거리까지 전파한다. 그러나 sporadic E층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하므로 통신에 이용할 수는 없다. 

대기에 의한 굴절로 말미암아 전파가시거리는 광학

적 가시거리보다 멀어진다. 초가시거리 전파로는 산악

회절, 라디오닥트, 대류권 산란파, sporadic E층에서의 

반사, 전리층 산란파 등이 있는데 라디오닥트와 스포래

딕 E층 반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하여 안정된 

회선을 구성할 수 없다. 산악회절 이득은 송수신점 중

간에 산악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원하는 통신회선

을 구성하는데 제약이 있다. 즉, VHF 전파는 지표파의 

감쇠가 크고, 전리층 반사파는 일반적으로 무시되므로 

주로 직접파와 대지반사파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러한 

VHF 대역의 전파환경 시뮬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기술

적 요소는 예측모델과 지형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EGIS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지형정보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

에서 분석대상 해역의 모든 수신점에 대하여 전파경로

는 TIREM(Terrain Integrated Rough Earth Model) 기법

이 사용된다. 이 모델은 미국 상무성에서 개발한 point 
to point 전파모델로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3,4]

① 가시거리에서의 전계강도



(2)
② 비 가시거리에서의 전계강도

min (3)

여기에서 E는 최종전계강도, BFS는 평지에서의 기

본전계강도, RAL은 수신안테나 높이에 따른 손실 보정

항, BAL은 송신안테나 높이에 따른 보정항, DL은 회절

손실이다. BFS는 모델 계산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전

계강도이며, EIRP 1[KW]에서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를 

각각 30[m], 1.8[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식(4)와 같다.

 log ∙log  (4)

식(4)에서 d는 거리[Km], f는 주파수[MHz]이며, 해
발고를 포함한 송신안테나 높이 hT를 고려하면 BFS는 

식(5)와 같이 변형된다.

 log ∙log 
       ∙log 


 (5)

DL은 전파경로가 비가시거리인 경우 자유공간 전계

강도 값에서 회절손실을 감한 값이다. 따라서 비 가시

거리의 최종 전계강도는 평지의 전계강도와 회절손실

에 의한 전계강도를 계산하여 작은 값을 선택한 후 지

역별 수신안테나 높이에 따른 손실을 보정하게 된다. 
TIREM 모델의 시뮬레이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6 : 1310~1316 Jun. 2014

1312

단계로 구성된다.
① 1단계 : 초기입력 단계

무선국 데이터와 관련된 무선국 안테나의 좌표(경위

도), 주파수, 출력, 최대 반경 데이터, 안테나 높이(해
발고+안테나고) 및 안테나 이득 등을 입력.

② 2단계 : 지형정보 검색

입력된 좌표로부터 계산할 최대반경을 고려한 방위

각 0도 지점의 좌표를 산출. 계산할 방위각에 대해 선

정된 기지국으로부터 30m(또는 n배의 샘플링)간격

으로 지형의 고도정보와 특성정보를 읽음.
③ 3단계 : 가시거리(Line-of-Sight) 여부 판정

추출한 고도정보에 의한 가시거리 판정을 위하여 전

파경로상의 최대앙각을 구하고, 전파경로상의 지형

에 의하여 송수신점을 연결하는 앙각이 크게 되면 비 

가시거리로 판정함.

최대앙각은 max  
  

  

 로 구하며, 

여기에서 는 수신점 해발고 hi에 의한 앙각은

 

 




수신점 해발고에 수신안테나의 높이를 포함하는 hR

에 의한 앙각은

 

 




즉, max   를 만족하면 비 가시거리임.
 ④ 4단계 : 기본전계강도 계산

기본전계강도 BFS는 식(5)로 계산됨.
 ⑤ 5단계 : 회절손실 계산 및 전계강도 보정

- 장애물이 1개인 경우에는

   min   임
단,   log   













    log   
- 장애물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min    임
단, EF는 자유공간의 전계강도, Ld는 전파경로상의 

손실로 대략  
  



′로 계산됨.

⑥ 6단계 : 지역별 수신국 안테나 높이 보정

추출된 지형특성 데이터에 따라 RAL을 보정하여 전

계강도를 얻음.  임

⑦ 7단계 : 거리증분 후 반복계산

한 지점에 대해 계산이 끝나면 거리를 증가시켜 3단
계부터 6단계까지 반복하며, 한 경로의 최대거리의 

끝까지 반복함. 한 경로가 끝나면 8단계로 진행.
 ⑧ 8단계 : 방위각 증가 후 반복계산

위와 같이 한 경로(방위각)에 대해 계산이 끝나면 방

위각을 1초 간격으로 증가시킨 후, 2단계부터 7단계까

지 반복하고, 방위각이 360도가 되면 전체 과정이 끝나

며, 메모리에 저장된 전계강도 값을 화면에 나타낸다.

Ⅲ. 시뮬레이션과 분석

3.1. 프로파일 및 해안국 입지

전계강도 커버리지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은 ARPS(Advanced Radio Planning System)을 사용

하였고,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

  - 무선국의 LOS(Line-of-Sight) 결정

  - 무선국에서 정의되었던 신호레벨의 예측

  - 송수신 안테나 사이의 전파손실 계산

  - 무선국간 가용률 계산

② 범위

  - 주파수범위 1～140[㎓]
  - 무선구간 최대거리 : 90[km]
③ 남해안 해안국 측정파라미터 값

  - 프로그램 : ARP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측정주파수대 : 158[㎒]대
  - VHF 출력 : 25[W]
  - 안테나 : 전방향 6[㏈i]
  - 최대거리 : 90[km]
  - 수신안테나 높이 : 1.5[m]
  - 송신안테나 높이 : 국소별 입력

  - 지형좌표계 : 동경좌표 사용(WSG-84좌표)
 

노이즈의 기준레벨이 10㏈㎶ 미만의 상태에서 커버

리지가 최대의 조건을 추구하는 최적지를 현장조사로 

선정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15개소의 입지를 선택하

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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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난국 입지

Table. 1 Destination of radio stations
지역 해안국 경위도 높이(m)

부산

송정
N35.095500, 
E129.113700 165

태종대
N35.033000, 
E129.053000 261

통영

대봉산
N35.011770, 
E128.412930 240

거제
N34.471400, 
E128.441800 90

용화산
N34.481054, 
E128.251111 285

욕지도
N34.374884, 
E128.145495 370

삼천포

남해
N34.451150, 
E127.585610 712

망운산
N34.504500, 
E127.504700 780

여수

녹동
N34.333301, 
E127.080054 216

나로도
N34.270528, 
E127.301225 228

거문서도
N34.023853, 
E127.171313 213

제주

대둔산
N34.270751, 
E126.371039 662

해남
N34.205586, 
E126.335453 398

애월
N33.213618, 
E126.273905 1,130

성판악
N33.230490, 
E126.372442 825

3.2.  시뮬레이션과 분석

각 해안국의 전파커버리지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 송정                  (b) 태종대

  

(c) 대봉산                 (d) 거제

  

(e) 용화산                (f) 욕지도

  

(g) 남해                 (h) 망운산

  

(i) 녹동                  (j) 나로도

  

(k) 거문서도              (l) 대둔산

   

(m) 해남                 (n) 애월

 

(o) 성판악

그림 1. 해안국 입지별 전파커버리지

Fig. 1 Propagation coverage on the destination of coast 
stations 

그림 1에서 각 해안국의 커버리지를 분석하면 녹동

해안국은 해발 216[m]에 위치하고 주변의 고지형으로 

인하여 전파전파 특성이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해안 전체 해안국의 커버리지를 합성하면 

그림 2와 같고, 그림 3은 제주해역의 커버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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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커버리지를 분석하면 전남 녹동해안국의 

지리적 취약으로 보성만 일대와 경남 대봉산해안국의 

가덕도 방향은 가덕도에서 차단되어 여기에서 태종대

까지 전파음영 해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해결사항은 보성만의 통항현황은 항만이 부

재한 곳으로 소수의 소형선만이 통항하는 해역이며, 가
덕도 해역은 부산 신항만으로 대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곳이므로 대봉산 해안국에서 가덕도 내해로 지향하는 

소형 안테나를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2. 전체 해안국의 전파커버리지

Fig. 2 Propagation coverage of all coast stations

그림 3. 제주해역 해안국의 전파커버리지

Fig. 3 Propagation coverage of coast stations in jeju

Ⅳ. RSSI 비교 및 항적추적 기법

4.1. RSSI 비교

선박과 해안국 간에는 디지털통신으로 자동 링크설

정과 메시지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해안국은 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그중에서 수신

신호가 가장 양호한 해안국을 우선 선별하여 통신을 운

용하는 RSSI 비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6,7]. 
그림 4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RSSI 환경을 나타낸 것으

로 동해안은 완만한 곡선으로 감소되는 형태이며, 남해

안은 도서의 영향으로 불규칙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비

교할 수 있다. 

  

(a) 동해안의 VHF 전파환경과 RSSI 

  

(b) 남해안의 VHF 전파환경과 RSSI 

그림 4. 동해안과 남해안의 RSSI 환경 비교

Fig. 4 Compare with east sea and south sea of RSSI 
environment 

무선설비규칙중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3항에

서 “송신기의 반송파전력은 25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박용 VHF 
송신설비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박무선국 허가시 반송파

전력 25W로  측정, 승인되어 운용하고 있다[8].

그림 5. 해안국의 RSSI 비교 

Fig. 5 Comparer of RSSI to coast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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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RSSI의 비교를 적용하여 그림 5와 같이 거

리에 의한 수신전계강도의 크기로 선박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의 해안국중에서 호출선박의 전파가 가장 

양호하게 수신된 해안국은 C 이므로 해당 선박을 해안

국 C의 DB(Data Base)에 등록하여 통신권을 설정한다.

4.2. 선박추적 기법

그림 6은 VMS 상에서 선박의 이동경로에 따라 해안

국의 통신권을 설정하는 예를 보인 것이다. 우선  RSSI
에 따라 통신권역 해안국이 등록되고, 선박이 모든 해

안국의 통신권에서 이탈하거나 VHF 통신 불감해역으

로 진입하게 되면 해당선박은 이탈선박 DB에 등록되어 

해당 선박에 대하여 모든 해안국의 주기적인 호출 운용

에 의하여 다시 위치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림 6. 항적추적과 통신권 설정 

Fig. 6 Navigation tracking and set up of traffic zone

그림 7. 통신권 설정 기법

Fig. 7 Methode on set up of traffic zone

그림 7의 순서도에서 특정선박을 호출하여 응답할 

때, 그림 5와 같이 해안국의 RSSI를 비교하여 전계강도

가 가장 높은 해안국을 선택하여 통신을 운용한다. 
그러나 선박이 전파음영 해역으로 진입하여 수신상

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VMS 상에서 선박의 예상항로를 

추적하여 관할 통신권을 결정하며, 관할 통신권의 해안

국에서 대상 선박을 호출하게 된다. 선박이 VHF 통신

권을 이탈하여 불감해역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반복 호

출에서도 전혀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VMS의 예상항로 

추적에서 VHF 통신권 이탈을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다.

Ⅴ. 결 론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VHF의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

털통신 기술의 도입이 국제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으

며, 이것은 E-navigation(Enhenced-) 전략의 기반 기술

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VHF 디지털통신과 연동되는 

VMS 연안관리 감시체계는 일반 선박외에도 소형어선, 
레져보트 및 의아 선박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므로 

긍극적으로 해상안전을 최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추가로 VHF 통신권을 이탈하여 불감해역으로 항해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거리통신 방식인 SSB(로 호출

하여 위치를 접수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탈선박이 다

시 VHF 통신권에 재진입하여 호출에 응답하는 경우에

는 RSSI에 의하여 해당 통신권으로 DB를 갱신하게 된

다. 결론으로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VHF 디지털통신

을 운용하려는 목적은 안전항해는 물론 연안 VMS에 

의한 관리감시 기능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향상시

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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