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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의 연안과 해상의 DGPS 전파 환경을 측정하여 연안 여객선 

항로 구간에서의 DGPS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전파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도해 지역과 섬 지역의 지형적 장

애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여 국내 연안 지역의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해상 DGPS 기준국은 40 dB㎶/m이상의 전

계 강도와 10 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를 갖는 넓은 해상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DGPS 기준국간 서비스 영

역의 중복으로 다도해를 포한한 연안 여객선 항로 구간에서 양호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파 장애물이 

산재되어있는 지역에서는 전력 증강 및 안테나 효율 보강 시 더욱더 양호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DGPS radio wave measurement in the coast of the yellow-sea, south-sea and east-sea, the DGPS 
service regions in the korean coastal ferry route are analyzed in this paper. The impact of obstacles on the propagation 
due to the archipelago and island regions are measured and analyzed in the point of service region. The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provide the wide DGPS ocean service regions with signal strength more than 40 dB㎶/m and 
signal-to-noise ratio more than 10 dB. Based on the overlapping of the service regions between the DGPS reference 
stations, the DGPS services with good quality are provided in the coastal ferry route segments. In case of regions where 
the propagation obstacles are scattered, the increasingly good service can be provided under conditions of output 
power reinforcement and antenna efficiency enhancement. 

키워드 : 위성합법보정시스템, 연안 DGPS 서비스, 여객선 항로 DGPS 서비스, DGPS 전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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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DGPS는 해양 기준국과 내륙 기준국을 설치

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위치보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중파대역을 사용하는 DGPS 신호는 전파 경로

상의 도전율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전파 

경로상의 산악 등 장애물에 의한 전파 감쇠도 발생되고 

있다. 전송 매체의 도전율이 높을수록 전파 감쇠가 낮아 

서비스 영역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해수

의 도전율은 내륙의 대지 도전율보다 매우 높아서 적은 

송신 출력에도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파경

로상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물의 지형적 특성

과 도전율에 따라 반사 및 회절, 감쇠 등으로 전파전파

(傳波)에 영향을 미친다[2,3]. 동해안을 제외한 연안은 많

은 섬들이 위치하는 지형을 갖고 있으며, 해수의 높은 도

전율에 따른 양호한 전송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 의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해상 DGPS 기준국은 섬지역과 

해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섬지역의 기준국은 기준국 주

위의 산과 고도가 높은 지형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의 신

호 전송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서비

스 영역은 근접 지역에 설치된 섬지역의 DGPS 기준국 

또는 해안 DGPS 기준국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많은 섬들로 이

루어진 다도해로 연안의 DGPS 서비스 영역 및 중파대역 

DGPS 전파전파(傳波) 환경이 불안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안을 중심으로 전파 환경을 측

정하여 연안 여객선 항로 구간의 DGPS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다도해 구간인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지역과 

해안 지역에 설치된 DGPS 기준국을 중심으로 해안 및 

해상의 DGPS 전파 환경을 측정한다. 동해안은 장애물

이 비교적 적으므로 포항 울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 항

로 구간에서 전파환경을 직접 측정한다. DGPS 수신 지

역에서 수신 신호의 전계 강도와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

하여 수신 임계 레벨과 비교하여 연안 여객선 항로 중

심의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Ⅱ. 국내 연안 DGPS 기준국과 전파측정

2.1. 국내 연안 DGPS 기준국

우리나라의 해상 DGPS 기준국은 한반도 연안 및 해

상을 서비스 영역으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인접한 내륙에도 신호가 전파되어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해상 DGPS 기준국은 그림 1과 같이 11개소로 

섬지역에 7개소, 그리고 해안에 4개소가 설치되어 운용

되고 있다[1]. 해상의 양호한 도전율에 따라 먼거리까지 

DGPS 신호가 전파되어 넓은 범위에서 DGPS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전율이 낮은 대지나 전파경로상의 

전파 장애물에 의해 전파전파(傳波)에 영향을 받아 서

비스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2는 국내 해상 DGPS 
안테나 사이트 지형 및 전파 경로상의 장애물 등에 의한 

기준국별 서비스 영역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국내 해상 DGPS 기준국

Fig. 1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in korea

그림 2. 해상 DGPS 기준국의 전형적인 서비스 영역

Fig. 2 Typical service coverage of ocean-based DGPS 
reference stations

그림 2와 같이 대지 도전율이 낮고 사이트 주변에 안

테나 방사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파 경로상에 장애

물이 있을 경우, 서비스 영역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중파 대역을 사용하는 DGPS 신호는 섬

과 산 같은 고도를 갖는 지형에 의해 전파 반사가 발생

하거나 전송 매체에서의 낮은 도전율에 따라 신호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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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다

도해 지역으로 DGPS 전파 경로상의 장애물로 작용하

여 전송되는 DGPS 신호가 감소되어 서비스 영역이 줄

어들거나 일부 방향에서 낮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2.2. 전파 측정

그림 3과 같은 인천과 제주, 부산과 제주, 그리고 울

릉도와 포항간 국내 연안 여객선 항로에서의 DGPS 서
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

안에서 DGPS 전파환경을 측정한다. 다도해인 서해안

과 남해안에서는 해상 DGPS 기준국별로 전파 환경을 

측정하며, 동해안에서는 울릉도와 포항간 여객선 항로

에서 측정한다.

그림 3. 국내 연안 여객선 항로 구간

Fig. 3 Korean coastal ferry route segment

그림 4와 같이 측정 장치를 선박에 장착하고 수신 지

역에서의 전계강도 및 신호대 잡음비(SNR) 데이터를 

전자해도 GIS와 연동하여 측정한다[4,5]. 

그림 4. 측정 장치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measurement equipment

Ⅲ. 연안 여객선 항로구간 서비스 분석

3.1. 다도해 연안 전파 서비스 분석

그림 5에서 그림 7까지는 서해안의 DGPS 기준국을 

중심으로 측정된 연안 및 해상 지역의 수신신호 전계강

도 및 신호대 잡음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어청도 DGPS 기준국 전계강도 측정

Fig. 5 Measured signal strength of Eocheong-do DGPS 
reference station

어청도 기준국으로부터 전파되는 DGPS 신호는 

USCG 규정인 40 dB㎶/m를 이용 범위로 고려할 경우

[6], 인천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거문도 DGPS 기준국

까지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며, 12 dB 이상의 양호한 신

호대 잡음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소흑산도 DGPS 기준국 전계강도 측정

Fig. 6 Measured signal strength of Soheugsan-do DGPS 
referen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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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흑산도 DGPS 기준국의 서비스 영역은 연안으로

는 태안반도로부터 제주항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으며, 해상으로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넓은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도해 지역에도 40 dB㎶
/m 이상의 전계강도가 나타나고 있다.

(a)

(b)

그림 7. 마라도 DGPS 기준국의 (a) 전계강도 및 (b) 신호대 

잡음비 측정

Fig. 7 Measured (a) signal strength and (b) signal-to- 
noise ratio of Mara-do DGPS reference station

마라도 DGPS 기준국은 제주도 남단에 위치하여 전

파 경로상의 장애물인 한라산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소흑산도의 서해안 방향으로는 전파가 

양호하게 전달되고 있으나, 한라산을 통과하는 남해안 

지역으로는 40 dB㎶/m 이하의 전계강도가 나타나고 있

으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신호대 잡음비는 일정한 값을 유

지하고 있으므로 전파 경로상의 신호 감쇠에 대한 전력

을 증강하거나, 안테나의 효율을 보강할 경우에는 더욱

더 양호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7,8].
그림 5에서 그림 7까지의 결과에서 서해안 연안 여객

선 항로 구간의 DGPS 서비스는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해상 DGPS 기준국의 서비스 영역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팔미도와 마라도 기준국을 제

외하더라도 어청도와 소흑산도의 기준국에 의해 40 dB
㎶/m 이상의 전계강도와 12 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

를 갖는 양호한 DGPS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남해안의 DGPS 기준국을 중심으로 

측정된 연안 및 해상 지역의 수신신호 전계강도이다.

그림 8. 거문도 DGPS 기준국 전계강도 측정

Fig. 8 Measured signal strength of Geomun-do DGPS 
reference station

거문도 DGPS 기준국의 DGPS 신호는 한라산 반대

편의 제주 지역을 제외한 다도해 지역과 인근 연안해에 

40 dB㎶/m 이상의 전계강도로 양호하게 전파되고 있

다. 대흑산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부산항 인근에서

는 수신 강도가 40 dB㎶/m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도해의 많은 섬 등에 의한 신호 감쇠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영도 DGPS 기준국의 DGPS 신
호도 다도해 지역과 인근 연안해에 40 dB㎶/m 이상의 

전계강도로 양호하게 전파되고 있다. 소인도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부근에서는 수신 강도가 40 dB㎶/m 이하

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파 경로상의 많은 섬에 의한 신

호 감쇠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8과 그림 9로부터 남해

안의 대표적인 연안 여객선 항로인 제주항에서 부산항

에 이르는 여객선 항로에서의 DGPS 서비스는 양호하

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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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도 DGPS 기준국 전계강도 측정

Fig. 9 Measured signal strength of Young-do DGPS reference 
station

3.2. 동해안 여객선 항로 서비스 분석

그림 10과 그림 11은 울릉도와 포항구간인 연안 여

객선 항로에서 측정한 DGPS 전파 환경이다.

그림 10. 울릉도 기준국 중심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Fig. 10 Measured radio wave characteristics from Ulleung 
-do DGPS reference station

그림 11. 호미곶 기준국 중심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Fig. 11 Measured radio wave characteristics from Homigot 
DGPS reference station

여객선 항로에서 울릉도 기준국과 호미곶 기준국을 

중심으로 측정한 동해안의 DGPS 전파 환경은 48 dB㎶
/m 이상의 전계강도와 10 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이 한 기준국을 

송신국으로 설정하여 DGPS 신호를 수신하여도 안정되

고 양호한 서비스 환경을 가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해안은 섬 등 해상 전파 경로상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쇠요소가 없으므로 동해안 연안 및 해상에서 

DGPS 수신 환경이 양호하다.  

그림 12. 울릉도 기준국 중심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분석

Fig. 12 Analysis of radio wave characteristics from Ulleung 
-do DGPS reference station

그림 13. 호미곶 기준국 중심 DGPS 기준국 전파 측정 분석

Fig. 13 Analysis of radio wave characteristics from Homigot 
DGPS referen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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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도해인 서해와 남해, 그
리고 동해의 연안을 중심으로 전파 환경을 측정하여 연

안 여객선 항로 구간의 DGPS 서비스 영역을 분석하였

다. 제주도의 한라산 영향을 받는 마라도 기준국을 제

외한 섬 지역과 연안에 설치된 DGPS 기준국은 해상과 

연안에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도해 지역에

서는 섬 등의 영향으로 전파 감쇠가 발생되어 수신 신

호가 약한 지역이 발생되나, 인근의 다른 기준국과의 

이중 서비스 중복으로 연안 여객선 항로 구간에서 양호

한 DGPS 서비스 영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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