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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통신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를 마련하고, SOLAS 규약에 따라 조난 및 안전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Digital-HF(High-Frequency) 해안국 통신 시스템은 선박과 해안기지국 사이에 상호 운용성을 유지
하며,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음성통신을 디지털화하여 해상이동업무에서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본 논문은 디지털 HF통신을 위해 ITU에서 제정한 ITU-R M.1798-1을 분석하고, 기존 Annex 2와 Annex4의 문제
점을 개선하여 Advanced annex2와 새로운 부속서인 Annex 5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OFDM 프로토콜은 기본적
으로 정보 송신측(ISS)과 정보 수신측(IRS)간의 반이중화 방식으로 에러발생시 재전송을 하는 ARQ(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구현 및 성능향상에 관한 기술적 개발을 하여 기존에 
제시된 ITU-R M.1798-1보다 안정성과 우수성을 확보한 디지털 HF 통신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been providing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and mandating to install distress and safety systems according to SOLAS. Digital-HF(High-Frequency) coast 
station communication system maintains interoperability between ship and coast station and digital data exchange in 
maritime mobile service by digitizing existing analog base voice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ITU-R M. 
1798-1 established by ITU for digital HF communications and propose Advanced annex2 and new Annex 5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Annex 2 and Annex 4. The proposed OFDM protocol basically adopts ARQ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which retransmits when an error occurs in a half-duplex manner between an information 
transmitting side (ISS) and an information receiving side (IRS) and we propose a digital HF communic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al concept which is more reliable and superior than the existing ITU-R M. 1798 by implementing 
technical development o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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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상통신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를 마련하고, SOLAS 규약에 따라 모든 국제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국제 운항 선박에 무선통신기반

의 조난 및 안전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

며,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초단파대(VHF), 

중파(MF), 단파(HF), Inmarsat 위성통신 등을 사용하고 

있다[1]. 표 1과 같이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는 전 

세계 바다를 4개의 해역으로 나누어 사용 주파수, 필수 

기능, 무선설비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 Radio Communication coverage and radio 
equipment carriage requirements for all GMDSS Sea Area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는 1999년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후 해상통신 변화에 기여하였으나, 조난경보

의 높은 실패율과 복잡한 운용 및 위치 추적 거리가 짧

고 주파수 자원의 부족과 점차 증가되는 정보 등의 단

점 때문에 최근 들어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미 급속도로 발전한 육상 무선통신과 마찬가지

로 해상통신 시스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음성에

서 디지털 통신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해상통신에서의 원거리 통신은 Inmarsat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HF통신시스템은 

음성 위주로 사용하였고,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에서 디지털선택호출(DSC)와 협대역 직접인쇄전신

(NBDP)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대화를 통해 해상통신을 

디지털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대화

에서 HF통신시스템을 ITU-R M.1798 규격을 활용한 

해사안전정보(MSI)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e-네비게이션에서는 해사 서비스 포트

폴리(Maritime Service Portfolios, MSP) 16개 중 서비스

별 데이터량과 전송속도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2-13]. 

본 논문에서는 HF통신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

고,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대화와 e-네비게이션

에서 시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데이터 교

환을 위해 디지털HF의 국제규격인 ITU-R M.1798-1을 

준수하는 차세대 해상 HF대역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HF대역의 디지털 통신시스템 분석

2.1. DSC와 NBDP

DSC(Digital Selective Calling)는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로써 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 조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 등 각종 호

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는 협대역 직접인

쇄전신장치로써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

Sea 
Area

communication coverage communication equipment

A1

within the radio
telephone coverage of at 

least one VHF coast 
station in which  DSC 

and radio
telephony services are 

available.
 (about 20 - 30 NM from 

the coast)

VHF radio - DSC and RT
NAVTEX receiver - 

Automatic reception of MSI 
(Maritime Safety 

Information)

A2

An area, excluding Sea 
Area A1, within the 

radiotelephone coverage 
of at least one MF coast 

station in which DSC and 
radiotelephony services 

are available.
(about 100 NM from the 

coast)

MF radio - DSC and RT
Plus

The equipment included for 
Sea Area A1

A3

An area, excluding sea 
areas A1 and A2, within 

the coverage of an 
Inmarsat geostationary 
satellite.  (between 700 
North and 700 South)

HF radio - DSC Or 
INMARSAT - Satellite 

Communication
Plus System for reception of 
MSI in Sea Area A3 (EGC 

or Radio Telex)
Plus The equipment 

included for Sea Areas A1 
& A2

A4

outside Sea Areas A1, A2 
and A3 

(Above 70°N and below 
70°S)

HF radio - DSC
Plus

The equipment included for 
Sea Areas A1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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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

치를 말한다.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를 통해 전 세

계적으로 DSC를 사용하여 조난통신용으로 안전과 사

고발생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협대역 직

접인쇄전신장치는 전송 속도가 100bps의 저속으로 기

술의 발전과 점차 증가해가는 정보의 전달이 불가능하

여,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에서 비상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활용

도가 저조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대화를 통해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를 

잠정적으로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전기통신연

합은 WRC-12에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부록 

17(해상이동업무의 단파대역 주파수 및 채널배정)에 해

상단파통신대역 중 사용이 저조한 무선전신, 협대역 직

접인쇄전신장치 등 서브대역의 주파수를 디지털 대역

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해상 HF대역에서 디지털 통

신을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되고 있다.

2.2. ITU-R M.1798-1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는 항해안전과 편의성을 위하여 데이

터 및 e-mail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HF에 대한 

권고를 개정하였다. 1990년대 초 오류정정 기능을 가진 

PACTOR(91년), Clover(92년)가 개발되면서 해상 HF 

디지털 모뎀에 대한 상용화가 추진되었으며, 해상이

동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HF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e-mail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HF의 

기술규격인 ITU-R M.1798-1을 제정하였다. ITU-R 

M.1798-1에는 주요기술에 대해서 Annex 2, Annex 3, 

Annex 4로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 표 2와 같이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2.2.1. Annex 2

Annex 2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을 사용하여 

HF 데이터 서비스 모뎀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이며, 매 

1080ms마다 32개 블록을 전송한다. Annex 2는 반이중

화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며 한 기지국이 송신국

(Information Sending Station, ISS)이면 상대 기지국은 

수신국(Information Receiving Station, IRS)가 된다. 기

본적인 타이밍 사이클은 고정되어 있으며, 호발생국에 

의해 타이밍이 설정되는 방식이다. 선박-선박, 선박-육

상의 양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향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대화에 의해 IMO에서 표준화가 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기술규격중 하나이다. 

Table. 2 Comparison with Annex 2, Annex 3, Annex 4 
in ITU-R M.1798-1

Annex 2 Annex 3 Annex 4

communic
ation 

system

Half-duplex 
communication

Half-duplex 
synchronous 
ARQ System

Half-duplex 
communication

Subcarrier 
number 32 18

10kHz : 228
20kHz : 460

Subcarrier 
modulation QPSK DBPSK, 

DQPSK
4, 16, 

64-QAM

Channel 
bandwidth 2.667kHz max 2.2kHz 10 ~ 20kHz

Subcarrier 
spacing 83.33Hz 120Hz 41.66Hz

Max. net 
data rate

1.684kbps 5.2kbps 10kHz:51kbps
20kHz:102kbps

2.2.2. Annex 3

Annex 3는 GLN(Global Link Network) 시스템을 

포함한 PACTOR-Ⅲ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자 메일 

시스템으로, PACTOR-Ⅰ과 PACTOR-Ⅱ와 유사하게 

PACTOR-Ⅲ는 반이중 동기 ARQ시스템을 사용한다. 

초기 연결은 시스템의 호환성을 위해 FSK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PACTOR-Ⅰ과 PACTOR-Ⅱ는500Hz의 대역

폭 내에서 동작하도록 개발되었지만, PACTOR-Ⅲ는 

SSB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더 높은 처리량과 향상된 안

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PACTOR 모뎀

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와 프로토콜 비공개로 인하여 개

발이 불가능하고, 향후 표준화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2.2.3. Annex 4

Annex 4는 광대역 HF 데이터 전송으로 어선 통신

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for Boat 

Communication, IPBC)시스템으로 대역폭이 10~20 

KHz, 사용 주파수 4 ~ 26MHz 대역에서 무선으로 전자

메일과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시

스템에 접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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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수(4~8MHz)에서 지상파를 사용하여 40 ~ 

250NM의 통달거리를 가지며, 8 ~ 26MHz의 주파수에

서 전리층 전파를 사용하여  200NM이상 장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주요 특징은 TCP/IP 기반의 통신 프

로토콜이 사용되고, 파일전송타입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며, 선박-선박간 통신이 불가능한 단점이 존재

하며, 현재 ITU-R M.1798-1에서는 데이터 교환에 대한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규격에 맞게 설계 및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향후 표준화나 확장성

에 문제가 있다.

2.3. ITU-R M.2058(HF NAVDAT)

2017년 국제해사기구 NCSR 4차 회의에서 NAVDAT 

성능기준 의제를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NAVTEX

를 대신할 수 있는 성능인지에 대하여 검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최근 중국에서 연구과제로 HF대역을 

활용한 Navigational Data(NAVDAT)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여 실해역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해역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기준 개발 작업을 진행 할 것으

로 예상된다.

Ⅲ. HF를 이용한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적 제안

HF대역을 이용하여 통신시스템에서 광대역 모뎀의 

구현은  단일 반송파와 다중 반송파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OFDM 모뎀은 다중 반송파 방식으로 기술되며, 다

중 반송파 사용의 주된 이점은 각 부반송파의 대여폭이 

작고 중간 페이딩을 대비 할 수 있으므로 이퀄라이저가 

페이딩 채널의 추정을 요구하지 않아 쉬운 구현이 가능

하다. 다중 반송파 방식의 단점은 주파수 오프셋과 발

진시 위상 잡음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Fig. 1 Structure of OFDM Modulator

3.1. OFDM 기술적 접근

그림 1은 OFDM 모듈 레이터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모뎀에서 OFDM symbol을 발생시켜 최종 선형성 PA

를 통해 안테나로 전파되는 블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

고 있다. 

OFDM 통신에서 그림 2는 단일 반송파 통신과 달리 

사용자 1명이 여러 개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

달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 2 Single Carrier Comm and OFDM Comm (a) Single 
Carrier Comm (b) OFDM Comm

단일 반송파 통신은 반송파가 1개이고, OFDM 통신

은 반송파 개수가 많으므로 RF 송신기와 수신기가 복

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반송파 주파수가 심볼 

주기에서 서로 직교하면 서로 다른 반송파 신호를 분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은 반송파 신호가 직교가 되는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Fig. 3 Orthogonal Carrier Spectrum

 반송파들이 직교 특성을 가지게 되면 각 반송파를 

위한 아날로그 기준 주파수 발생기를 사용하지 않고, 

푸리에 변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다중 반

송파 기반 신호를 디지털 기술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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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신시스템 하드웨어 

ITU-R M.1798-1  Annex 2와 Annex 4 주요 특징을 

만족하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은 성능

을 나타내는 대역폭을 가진 송/수신기를 필요로 한다. 

그림 4와 같이 대역폭을 사용함으로써 OFDM 파형은 

Annex 2 및 Annex 4를 스위칭 변환 없이 사용할 수 있

다. 중심주파수 1.7㎑에서 32개의 부반송파를 사용하

여 Annex 2의 기술적 특성을 만족하며, 이와 함께 중

심주파수 5㎑에서 Annex 4에서 기술되는 228개의 부

반송파를 사용하여 15개의 심볼을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Fig. 4 Baseband and RF Transceiver Bandwidth

3.3. Advanced Annex 2 기술 제안

Annex 2에서 최대 송신데이터 전송량은 데이터 크

기 10byte로 정의하였으며, 다음 수식(1)과 같이 계산되

어 진다. 

  × 
sec                (1)

따라서 Advanced Annex 2는 Annex 2의 물리계층에

서 정의된 데이터 크기 14byte를 적용하여 주요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이 정의한다.

Table. 3 Proposal of Advanced Annex 2 Specs

Communication system Half-duplex communication

OFDM

Subcarrier number 32

Subcarrier modulation QPSK

Channel bandwidth 2.667kHz

Subcarrier spacing 83.33Hz

Max. net data rate 3587 bps  

Error Correction code CRC

최대데이터 전송량(Max. net data rate)은 다음 수식

(2)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
sec           (2)

각 부반송파는 독립적인 packet 구조와 부반송파별

로 독립된 정보를 전송한다.

3.3.1. 송신국-수신국간의 데이터 링크

3.3.1.1. calling

데이터 교환은 그림 5와 같이 송신국에서 수신국의 

전화번호가 포함한 정보를 송신 후 수신국이 이를 수신

하고, 응답신호를 보냄으로써 호접속을 이루어지며, 다

시 송신국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국에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통신은 이루어진다.

  

Fig. 5 ISS-IRS data rink

수신국의 수신 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전송하며, 

CALLING시 Calling control block “TYPE”에 OF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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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식을 지정하고 RATE에는 link 포맷 FSK100 사

용을 정의한다. 다음 그림 6은 호접속 데이터 포맷 형태

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calling data format

3.3.2. 송신국-수신국간의 데이터 교환

제안된 OFDM 파형은 32 개 부반송파를 써서 그림 7

과 같이 매 2492ms마다 32 개 블록을 전송한다. ITU-R 

M.1798 TOR 권고안에 따라 OFDM은 반이중화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며, 한 기지국이 송신국이면, 상대 기

지국은 수신국이 된다. 기본적인 타이밍 사이클은 고정

되어 있으며, 송신국에 의해 이 타이밍이 설정되며, 

Master timing은 다음 그림 8과 같다.

Fig. 7 Process of Setup from Calling to OFDM Commu- 
nication

Fig. 8 OFDM Master Timing

3.3.3. 송신국 블록 포맷

3.3.3.1. 데이터 블록

Annex 2 프로토콜 부분에서는 송신데이터 형식을 

sequence number 2 byte, 데이터 10 byte, CRC 2 byte로 

기술되어 있으나, 물리계층 부분에서 이 형식이 어떻

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물리계층 부

분에서는 송신데이터 형식을 sequence number 2 byte, 

데이터 14 byte, CRC 2 byte로 기술되어 있으며, 

Annex 2 물리계층 규격이 이 형식 기반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프로토콜 부분 프레임14 byte 중 데이터 이

외의 overhead가 4 byte로서 약 28.6%, 물리계층 부분 1 

프레임 18 byte 중 데이터 이외의 overhead가 4 byte로

서 약 22.2% 점유하여 프로토콜 부분에 비해서 6.4% 정

도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Advanced Annex 2에서

는 송신데이터 형식을 아래 표 4와 같이 14byte로 정의

한다.

Annex modulation HEADER 
Size

DATA 
Size

CRC Size

Annex 2 QPSK 2bytes 14bytes 2bytes

Table. 4 ISS Data Block

3.3.3.2. OFDM control block

OFDM은 MY_CALL, OVER,  END  세 가지 제어 

메시지가 있다. OFDM 프로토콜은 LEN 필드를 31로 

설정하고 DATA 필드의 첫 번째 바이트에 있는 명령을 

로드하여 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순차 번호 필드는 

다음 사용 가능한 번호로 설정된다. 수신국 이 블록 오

류를 디코딩하지 못하면 모든 제어 프레임은 재전송된

다. OFDM control block의 데이터 형식은 아래 그림 9

와 같다.

Fig. 9 OFDM Control Block

SEQ_NR – 11-bit sequence number; 

it cannot be  0000

LEN – 31 for control block

CONTROL – MYCALL/OVER/END control code

IDLE FILL PATTERN 

– MYCALL : 1010(repeated  17 times)

OVER, END : 10101010 (repeated 13 times)

MYCALL은 OFDM 통신이 이루어지기전 송신국에

서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며, 13byte를 전송할 수 있

는데, SELCALL은 9digits로 4.5 byte이므로, 8.5 byte의 

전송여유가 있다. 

따라서 OFDM 규격에 따라 ‘1010’을 17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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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란 송신국과  수신국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 쓰이

며, 송신국 또는 수신국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END는 

OFDM 통신을 끝내기 위해 쓰이며, 송신국이나 수신국 

모두 OFDM 통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모든 데이터 포

맷은 ITU-R M.1798 에 따른다.

3.3.3.3. 수신국 응답 포맷

수신국인 경우 2492ms마다 송신국에서 송신한 32 

개의 데이터 블록을 수신하고 각 블록에 대해 ACK 

또는 NAK 신호로 응답한다. 또한 수신국 응답은 링

크 ‘OVER’과 ‘END’ 로 링크 제어 명령을 보낸다. 

수신국 응답 메시지는 32- 캐리어 (N = 32), 4- 위상 

(M = 4) 포맷으로 216ms 짧은 OFDM 블록으로서 전

송된다. ACK/NAK은 송신국과 수신국간의 링크 품질

을 측정하여 언제 링크를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쓰인다. 

매 블록마다 32 개 개별적 ACK/NAK 응답한다. 

FORCED_OVER란 송신국은 수신국에 OVER 콘트롤 

블록을 전송함으로써 송신국으로부터 수신국으로 스

위칭하게 된다. END_ACK는 링크를 끝내기 위해 송

신국이 END 콘트롤 블록을 보냈을 때, 수신국은 이에 

대해 END_ACK를 보낸다. 모든 응답 포맷 및 프로토

콜은 ITU-R M.1798에 따른다.

3.4. Annex 5 기술 제안

Annex 5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의한다.

Communication system Half-duplex communication

Subcarrier number 228

Subcarrier modulation QPSK, 16-QAM, 64-QAM

Channel bandwidth 10kHz

FFT size 512

Subcarrier spacing 41.66 Hz

Max. net data rate up to 21 kbps

Burst length
(Frame duration) 405msec

Symbol number / frame 15

Error correction code Reed-Solomon, Turbo-code

Table. 5 Proposal of Annex 5 Specs

최대데이터 전송량(Max. net data rate)은 다음과 수

식 (3)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
  ×제외 
sec          (3)

주파수대역은(Frequency band)는 4~26MHz이며, 통

달거리는 40~250NM(ground wave), 200NM 이상

(skywave) 이다. 송신기는 1kW(CW모드시) 장비이며, 

아래 그림 10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Fig. 10  Structure of Communication System

3.4.1. 송신국-수신국간의 데이터 링크

FSK 방식을 이용한 Advanced Annex 2와 같은 프로

토콜을 사용한다.

3.4.2. 송신국-수신국간의 데이터 교환

ITU-R M.625 TOR 권고안에 따라 OFDM은 반이중

화 통신 프로토콜을 가진다. calling  link가 끝난 후에 

OFDM 통신이 이루어지며, 호접속과 OFDM 통신은 그

림 11과 같다. 

Fig. 11 Process of Setup from calling to OFDM Commu- 
nication

그림 12와 같이 OFDM 사이클 시간은 729ms로 고정

되고, 송신국은 405ms 긴 데이터 버스트 전송하고, 수

신국은 54ms 짧은 응답 버스트로 대답한다. 기본 타이

밍 사이클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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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FDM Master Timing

3.4.2.1. 수신국 응답 포맷

링크가 시작되면 OFDM T=0 사이클 시간 기준은 송

신국에 의해 확립되어진다. 수신국 응답은 송신국의 

405ms 데이터 버스트 다음 즉시 수신되어 54ms 이내에 

완전히 수신된 것을 응답해야 한다.

3.4.3. 송신국 블록 형식

1 심볼은 228 부반송파, 1프레임 송신시 1프레임을 

송신하는데 첫 번째 심볼은 송신의 정보 등을 포함한 

Preamble 신호이며, 57bytes의 크기를 가진다. 

×
                 (4)

첫 번째 심볼은 preamble 신호이므로 변조 방식에 무

관하다. 나머지 14개의 심볼은 데이터와 ECC가 포함된 

신호를 송신한다. 각 변조방식별로 데이터 크기는 아래 

표 6과 같다.

예를 들어 64QAM 데이터 크기 및 ECC 크기 계산식

은 다음 수식(5), (6)와 같다.

××
×제외
  

   (5)

××
×
  

   (6)

Table. 6 ISS Data Format

Modulation Preamble Size
14 symbol

Data Size ECC Size

4 QAM   

57 bytes

367 bytes 431   bytes

16 QAM 734 bytes 862   bytes

64 QAM 1101 bytes 1293  bytes

위와 같은 기술적 접근으로 다음 표 7과 같은 데이터 

최대 전송량을 예상할 수 있다.

예로 64QAM의 계산식은 다음 수식(7)과 같다. 

××
 ×제외sec


   (7)

Table. 7 MAX. NET DATA RATE

Modulation MAX.net data rate(kbps)
Bandwidth

(kHz)

QPSK 7251 bps 10

16 QAM 14502 bps 10

64 QAM 21753 bps 10

Ⅳ. 분석결과

4.1. 송수신 신호 분석

Advanced Annex 2에서 32개의 부반송파를 QPSK 

변조를 한다. 이때 채널 간 대역폭은 2.667KHz이며, 부

반송파 간격은 83.33Hz로 8K sample/sec 샘플링을 한

다. 디지털 변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심주파수 

1.7KHz를 중심으로 하는 1 real signal이 송신/수신하며, 

아래 그림 13과같이 파형이 측정된다.

Fig. 13 Passband modulator signal spectrum

Annex 5에서의 모뎀 블록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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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각 부반송파에서는 직교 위상 편이 변조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6-직교 진폭 변조 

(QAM, Qau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및 64-QAM

의 변조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ECC 방식으로는 

Reed-Solomon 코드의 블록코드 기술과 turbo 코드의 

컨볼루션 코드 기술을 사용한다. 그림 15는 변조부에

서 사용되는 디지털 유한 임펄스 응답 (FIR, Finite 

impulse response) 저주파 여과기 (LPF, Low pass filter)

의 임펄스 응답을 보여준다. 제안한 시스템의 변조부

에서는 3배수 업샘플링 (upsampling)후 LPF를 이용하

여 보간한다. LPF는 해밍 창함수 (Hamming window)

를 이용하고 길이는 33이다. 그림 16은 변조부의 출력 

신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규격에서 규정한 바와 같

이 채널 점유 대역폭임을 알 수 있다.

Fig. 15 Impulse response of transmitter FIR LPF

Fig. 16 Simulation result of the transmission spectrum

표 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OFDM 통신에서는 여러 

가지 변조 방식과 오류정정코드를 지원하므로 호출국

과 원격국이 통신 방식을 동기화시켜야 한다. 해당 정

보가 TYPE을 통해서 전송된다. SC1~SC9에서 지정한 

원격국이 calling block을 오류 없이 수신하면 link ack 

신호로 응답한다. 이 신호를 호출국이 수신 완료하면 

OFDM 통신이 개시된다.

ITU-R M.1798-1에서는 송신기의 출력을 1KW(CW

모드시) 시험하였으며, OFDM은 상대적으로 큰 PAR 

(Pead-to-Average Power ratio:최대 전력 대 평균전력 

비)를 가지며 이는 RF증폭기의 전력효율을 감소시킨

다. 이로 인해, 송신기의 선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해 PRE-Correction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 아

래는 1KW 송신기의 선형성을 시험한 자료이며, 그림 

17과 같이 전력증폭기만을 시험했을 때와 그림 18과 같

이 송신기 자체를 시험했을 때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오

는 이유는 ALC(auto level control)회로가 동작하기 때

문이다.

Ⅴ. 국제표준화 

5.1. 디지털 HF의 국제표준화 대응

디지털 HF를 논의하는 국제표준화 기구는 국제해사

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있으며, ITU-R SG5 WP5B

에서 무선기술표준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 NCSR의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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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의제에서 디지털 HF의 미래 사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ITU-R M.1798-1의 검토, 개정 및 승

인은 ITU-R SG5 WP5B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

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

며, 추진내용은 Annex 2의 오류사항들에 대한 수정 제

안 및 승인, Annex 4의 물리계층을 기반으로 진보된 통

신 프로토콜인 Annex 5의 신규 제안 및 승인을 획득하

는 것이다.

5.2. 디지털 HF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ITU-R SG5 WP5B의 회의 준비 및 참여를 위한 국내 

ITU-R SG5 연구반 참여 및 활동을 통해 기술기준 개정 

초안에 대한 연구반위원들의 사전 검토 수행과 의제 제

출 및 국제회의 대응을 할 예정이며, 디지털 HF의 국제

표준화 대응반에서 ITU-R 국제표준화 기술지원을 위

Power Amplifier Linearity Test

(1) Input signal Level(dBm)

(2) Output signal Level(dBm/Watt)

Fig. 17 Result of Power amplifier linearity

1KW Transmitter Linearity Test

(1) Input signal Level(dBm)

(2) Output signal Level(dBm/Watt)

Fig. 18 Result of Transmitter 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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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표준 초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해상

무선통신기술반회의의 참여 및 대응을 통해 국내 해상

무선통신 전문가들의 기술기준 개정 초안에 대한 사전 

검토 수행 및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TU-R M.1798-1 표준을 기반으로 한 

고속 HF 해상 이동 통신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

술은 Annex 2에서 데이터 크기를 14Byte로 늘려 속도

를 향상시키는 Advanced Annex 2 및 Annex 4에서 오

류를 수정하고, 개발 가능한 기술을 제안한 Annex 5 

OFDM 통신 방식이다. 최대 전송속도는 50.6 kbps이며,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4-QAM 변조까지 지

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통신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오류정정코드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송신 스펙트럼 및 1KW 송신기의 선형성 결과를 도출

하였다. 대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 및 

물리계층은 기존 통신 관행을 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품화를 위해 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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