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전파항법위원회를
결산하며 DGNSS 미래에 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2006년 3월 14일

DGNSS 구조개선 및 대응전략
<IALA / US DGNSS 동향 중심>

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영국 트리니티 하우스에서 DGNSS
Working Group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대표단
17명이 참석하여 DGNSS 미래에 관한 권고안과 SOLAS 협약에
DGNSS 수신기 강제탑재 규정 명문화 추진 및 WWRNS 필수 구성요
소로서 DGNSS 서비스의 중요성을 IMO에 인식시키기 위한 각국의 의
견서를 검토하였다.
2. Working Group 회의 주요내용
USCG는 수신기, 안테나, RSIM 소프트웨어 및 이더넷 통신방식 채택
등 DGPS 구조개선 프로젝트와 그밖에 현재 진행중인 DGPS 관련
R&D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독일 수로국은 해양 DGPS 기준국 현황 및
성능개선 신형 중파(MF)안테나 도입, 내륙수로 DGPS 이용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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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노르웨이는 자국의 DGPS 서비스 현황과 신형 DGPS 모
니터링 시스템 개발계획 및 DGPS 데이터 송수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오차요인 분리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3. DGNSS 미래에 관한 권고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하였거나 서비
스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GNSS/DGNSS 장비의 구조개선 작업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SOLAS에 DGNSS 수신기 강제탑재 규정
명문화 및 WWRNS1) 구성요소로서 DGNSS를 IMO에 제안하는 것이
DGNSS 미래를 위한 필수전략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권고안 초안(첨부문서 1 참조)은 2006년 9월 e-NAV위원회 첫회의에
제출되며 동시에 상해에서 개최되는 IALA 총회의 DGNSS 관련 회의

해양수산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4. IMO WWRNS 인정
첨부문서 2는 결의안 A.953(23) 「World-Wide Radionavigation
1) WWRNS: 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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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과 관련하여 USCG가 향후 IMO에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서

IMO 회람문서(SN/Circular) 준비와 각종 IMO 관련 회의 및 협의회에

사본이다.

활발한 의견제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 첨부 1- 미래 DGNSS에 관한 IALA 권고(초안)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DGNSS 관련 제안서의 IMO 제출은 각 회원국이 진행.
2. IALA의 역할은 각 회원국의 의견 상호조정.
3. 제안서는 동일 문서형식으로 제출

* 첨부 2- IMO 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 구성요소로서 인정 획득을 위한 DGNSS
서비스 제안서 서식(US 제공)
* 첨부 3-「DGNSS 수신기 강제탑재규정 명문화 이행계획」
* 첨부 4- 「향후 DGNSS 일정표」

4. 첫 제안서 제출 시기는 동일 IMO 회의로 일원화*
* IALA 총회가 2006년 12월 관련 절차를 승인한다면 제안서는
2007년 5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제출되며 2007년 7월 NAV
53차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O로부터 GPS(GLONASS 포함) 관련 제안서는 IALA가 평가분석을
담당하며 기 IALA에 회부되었다.
5. SOLAS 강제탑재규정 명문화
전세계 대부분의 항해자들은 항행의 제1수단으로 GNSS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확도(accuracy)와 무결성(integrity) 측면에서 현재의 GNSS
서비스는 IMO 결의안 A.953(23)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결성
및 정확도의 필요성은 AIS와 ECDIS 등의 개발에 따라 날로 증대하고
있다.
DGNSS는 IMO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수신기와 DGNSS 서비스
를 위한 국제해사기준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DGNSS 수신기
강제탑재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SBAS(WAAS, EGNOS, MSAS) 수신기가 해양 분야에 점차적으
로 보급,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양 이용에 필요한 표준화 미정
립과 미승인 상태이며 무엇보다 광역 및 고위도에서 성능 한계가 노출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IALA는 SOLAS급 선박에 DGNSS 수신기
강제탑재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차기 SOLAS Chapter V 개정시 이를
반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08년 이후 SOLAS 반영)
SOLAS 개정시까지 DGNSS 이용 당위성을 충분히 역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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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총회는
항행안전, 해상교통 효율성 증대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IALA의 역

미래 DGNSS에 관한 IALA 권고

할을 인식하며,
인식
또한 IMO 결의안 A.915(22) 「미래 GNSS시스템에 관한 해사정책」 및
결의안 A.953(23) 「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을 인식하고,
인식
더 나아가 ITU-R 권고 M.823-2 「285-325kHz(지역 1의 283.5-315kHz)
주파수대역 DGNSS 송신국의 GNSS 보정정보 방송 기술 특성」을 인지하
인지
고,

초 안

283.5-325kHz 주파수대역 DGNSS 서비스는 관련 ITU-R 권고 및 IMO 결
의안이 규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서비스 계속성을 인
지하며,
또한 일부 회원국 DGNSS 서비스 기기의 구조개선이 요구되며
현재
요구
DGNSS 서비스는 IMO 결의안 A.915(22)가 규정하는 모든 분야에 제공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식
일부 해양분야의 경우 기존 GNSS(GPS, GLONASS) 서비스가 이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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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e-Navigation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여,
검토
본 권고안 부속문서가 제시하는 IALA DGNSS 미래를 위한 전략을 채택
하고,
283.5-325kHz 주파수대역 DGNSS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을 계획하
고 있는 국가회원과 기타 관련기관에 본 권고안 부속문서가 제시하는
전략의 이행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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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시스템

서비스제공비용

서비스이용비용

국제기준

DGNSS

보통

낮음

있음

SBAS

매우 높음

낮음

없음

AIS

낮음

낮음

있음

DGNSS 시스템은 1990년대 개발되었으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전세

의사위성

높음

보통

없음

계 다수 국가가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시스템은 GNSS

Eurofix

낮음*

보통

없음

RTK

보통

높음

없음

IALA DGNSS 미래전략
1. 서 론

보정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 해사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전파항법(현재
e-Navigation)위원회는 현 DGNSS 시스템 및 미래 DGNSS 시스템의 이용

* 로란 시스템이 이용가능하다는 전제

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왔으며 노후된 시스템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미래 DGNSS 영향요인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DGNSS는 기존 인프라를 재사용할 수 있는 해

2. DGNSS 대체(보완)기술

양 분야에서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검토가 필

안전한 측위서비스 제공을 위한 IALA DGNSS 시스템의 보완기술로 보
정서비스와 관련있는 SBAS와 AIS가 있다. WAAS와 EGNOS 등 SBAS시스템

요한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내구연한을 넘긴 운영초기부터의 측위기기 및 통신장비를

은 현재 운영중이며 이용범위를 해양으로 넓히고 있다.

폐기하고 신형 모델로 교체하고 있다. 일부 DGNSS 기준국 및 감시국

DGNSS 보정정보 방송매체로서 AIS 이용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기타 정

용 수신기 제작업체는 유지보수가 수년간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도 향상을 통한 서비스로는 RTK, Eurofix, 의사위성(Pseudolite) 등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 있다. 모든 보완기술은 검토되었으며 객관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

DGNSS 구조개선 주기는 통상 10년이며 담당기관의 예산요구는 계획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립을 위해 최대 4년 선행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GNSS(GPS L2C, L5, 갈릴레오) 발전으로 새로운 메시지 형식과 신형 장

시스템

정확도

이용범위

무결성 / 서비스 연속성

DGNSS

1-3 m

지역 / 지방

예 / 높음

SBAS

1-3 m

지방 / 전세계

예 / 높음

한 중요하다.

AIS

1-3 m

지역

? / 보통

신형 기술의 출현으로 기존 DGNSS 시스템의 재평가는 필요하다. 예를

의사위성

sub-meter

지역

예 / 보통

들어, 기준국 및 감시국 전용 하드웨어(수신기)보다 소프트웨어적 처

Eurofix

1-3 m＊

지방

예 / 높음

RTK

sub-meter

지역

? / 낮음

* 로란 시스템이 이용가능하다는 전제
? 요구조건 충족 정도에 따라 다름

비의 도입이 요구되고 DGNSS 서비스의 다중주파수 이용을 위한 운영개
념(주파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합할 것인지 등)의 연구 또

리에 의해 기준국과 감시국 기능을 생성할 수 있는 기성 수신기(모듈)
의 이용이 비용효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다.
RAIM(수신기 자동무결성 기능)은 외부처리 없이 이용자의 수신기에
GNSS 무결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RAIM 기능은 현재 GNSS
위성 배치상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없으며 향후 Galileo 정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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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까지 완전 이용은 불가능하다. 현재 IMO GNSS 수신기 성능기준

4. 신규 GNSS 신호 수용, 보정메시지 추가전송 가능

은 RAIM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통합수신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5. 최소 10년 내구연한

대부분 현재의 IMO GNSS 성능 요구조건을 포함할 것이다.

7. 구조개선 선택사항
4. 이용분야

DGNSS 구조개선 정책은 서비스가 신뢰할 수 없어 국제기준을 충족하

미래 GNSS에 대한 IMO 요구조건은 기존 시스템이 충족시킬 수 없다

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집행하여야 한다.

(예, 1m 정확도). 새로운 기술적 접근(미국 DGPS 구조개선 등)은 상기

구조개선은 IMO A.915(22)가 규정한 高精度, 무결성 서비스를 위해 향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현재는 물론 향후 업그레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가능은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DGNSS 시

이드(현대화)된 GNSS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스템의 이용분야로는 수로측량, 항만운영, 선박정박 및 항로표지운영․
관리 등이다. 내륙수로 AIS 도입과 신규 텔레메틱스 응용분야는 IMO
A.915(22)의 요구조건보다 더 높은 무결성,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노후화된 RS-IM을 동종 신형 전용 RS-IM으로 교체는 정책 집행상 저위
험 선택인 듯 보이나 시스템 제작업체의 선택폭(이윤창출)은 좁아지게
되고 미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이용분야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의 비의도적 양
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구조개선 배경
노후시스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

현재로서는 최소 3개 선택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RSIM,
RSIM

으며 국제기준 충족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되므

가상기준국(VRS) 연계, SBAS와 통합.

로 이는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구조개선 정책결정 연기(延期)는

DGNSS 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한 3개 선택사항은 최적의 시스템이 구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구조개선이 필연적인 시기가 도래할

되도록 주요 DGNSS 선진국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 시스템 개량이나 교체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 시스템과 동일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현대화 또는 개량할
수 있으나 시스템 공급업자 감소와 향후 성능요구조건 미충족이 발생

7.1 소프트웨어 RSIM
측위 및 시각정보 취득을 위해 기성 GNSS 수신기를 사용하면서 소프

할 수도 있다.

트웨어적 구현에 의한 기준국, 감시국, 통신 및 제어 시스템이 일부

서비스 중단이나 기타 시스템(SBAS, AIS)으로 대체는 이용자 수신기의

정부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RS-IM 시스템은 유연성이 장

무용지물화와 신규 국제기준의 개발이 수반되므로 행정당국, 서비스

점이며 시스템 교체, 부품 교환이 용이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장기 유지

제공자, 이용자 모두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수가 관건이다.
다중이용 언어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므로서 단점은 부분
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시스템 요구사항에 걸맞게 계속적인 소프트

6. 구조개선 요구사항
DGNSS 서비스 구조개선 기본 요구사항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신호 유지(상호운용가능성 유지)

웨어 개발이 용이하다. 소프트웨어 모듈 사용이 동종 신형 하드웨어
제품으로의 교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2. IMO 미래요구조건과 연동
3. 국제적 적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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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VRS (가상기준국) - Virtual
Reference Station
V
선택사항 중 하나로 정부당국의 가상기준국 네트워크(VRS 네트워크)

관측치, 상세 이온층 및 대류권 모델, 정밀 궤도력과 긴급메시지 서비
스는 새로운 고속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

추진이 있다. 원격지 수신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센터
에서 보정 및 무결성 메시지를 생성한다. 원격지 수신기는 고사양이지

DGNSS 신호는 적시에 보정정보 제공과 IMO 요구조건(10sec time to

만 기존제품 사용이 가능하며 중앙센터의 소프트웨어는 잘 알려진 원

alarm) 충족을 위한 무결성 정보 제공을 위해 규칙적으로 RTCM SC-104

리와 표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VRS는 정확도가 이용범위

type 9-3 메시지 형식으로 방송된다. 통상 DGNSS 기준국은 100bps(*한

내에서 동일하므로 우수한 성능이 장점인데 반해, 추가적인 운영비용

국은 200bps) 속도로 매 8.4초마다 12개 위성에 대한 Type 9-3 메시지

소요와 통신선로 상황에 따라 서비스 운영률이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를 방송한다.

인터넷망의 이용과 백업시스템의 설치는 필수 검토요소이며 국가 상시
관측소(CORS) 데이터망 등을 통한 데이터의 전송방식도 가능성이 있

Type 9 보정메시지 방송 빈도수 감소가 IMO의 ‘무결성 time to
alarm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 시 여타 type 메시지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type 9 메시지 방송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이용된다. 또한

7.3 SBAS와 결합
WAAS 또는 EGNOS 등의 SBAS 시스템과 결합은 저예산 방식이다. 현재

보정 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전 검사가 필수적이다(先무결

성능은 수 미터의 SBAS 수준 정확도이며 특히 고위도 지방의 경우 이

성 검사 개념 도입).

용범위 제한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필요시 무결성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기타 메시지 헤더에 메시지 또는
무결성 경보 추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8. 향상된 성능
DGNSS 구조개선은 서비스 정확도 향상이 목적이며 신규 GNSS 서비스

수년 후 Galileo, GPS L5, GPS L1C, GPS L2C, GLONASS M 등 추가적인

(Galileo서비스 등) 개시에 따른 추가 보정메시지 전송, 다중 GNSS 보

GNSS 신호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고정도 정확성, 고무결성

정서비스 및 1m 이하 정확도 제공, 항만 내 이용(정밀접안 등) 요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S L1 뿐만 아니라 상기의 추가 GNSS 신호 보정

건, 기타 특수분야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다.

서비스도 미래 DGNSS는 제공할 것이다.

향후 서비스 예정인 Galileo, GLONASS M, GPS L2C, GPS L5의 보정서비
모든 오차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거리 보정치(PRC)를 방송하는 방

스 제공 성능은 필수적이다.
반송파-위상(carrier-phase) 보정치를 이용한 RTK는 향상된 정확도를

식보다 개별 GNSS 오차요인에 대한 보정치를 방송하는 방식이 우수하

위한 최상의 가능성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데이터 전송 대역폭에 의한

다. 전리층 오차와 대류권 오차 등 오차요소는 모든 GNSS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속도의 제약이 따른다. 신(新)변조 기술은 저속 데이터 전

공통으로 발생하며 특정 GNSS시스템과는 독립적인 요소들이다. 정밀

송속도 제약으로 송신할 수 없었던 추가정보(GNSS observables) 송신

궤도력 및 정밀 시각은 각 GNSS 시스템의 고유 오차요소로서 방송되어

에 이용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전송대역과 신규 데이터 전송대역 모

야 한다.

두를 수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전송대역이 향후 채택될 것이다
(ex. 기존 DGNSS 서비스는 50~200baud 저속도 채널을 이용하고, R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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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속 정보 송신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 매체가 반드시 필요

현재 DGNSS는 IMO SOLAS 협약 하에서 강제 탑재규정으로 인정받지 못

하다. 추가적인 고속 정보 송신방식으로는 인터넷 네트워크 및 RF 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범세계적 전파항법시스템으로

역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 자국의 DGNSS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스
템의 구조개선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DGNSS 데이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여분의 Time slot을
이용하여 Type 16 메시지 또는 유사 type 메시지를 통해 기상정보, 수

☞ 국제 기준이 충족되고 기술 개발 성과가 공유되지만 구조개선 이행

색/구조 정보, 항로표지 고장정보 등을 송신하는 시스템을 검토하여야

방식은 각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한다.
또한 DGNSS 시스템에서 RRC(Range Rate Corrections)는 제거해야 한

11. IALA 권 고

다. 일부 상황에서 RRC 방송으로 DGNSS 오차는 사실상 더 증가하였으

IALA는 다음을 권고한다.

며 RRC를 제거하므로써 데이터 방송량의 20% 감소는 물론 데이터 지연

1. IALA 회원국은 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자국의

감소와 측위정확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 시스템 이용시 기준국 선택
개선을 위한 Type 27 메시지도 완성하여야 한다.

DGNSS를 적극 제시하여야 한다.
2. DGNSS 서비스를 제공하는 IALA 회원국은 성능향상과 미래 해사기
준 충족을 위해 노후화된 시스템 구조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야 한다.

9. 기 타
향상된 미래 DGNSS 시스템이 국제적 논의의 장(예, IMO)에 도달하기

3. IALA DGNSS 보완기술(소프트웨어 RSIM, VRS, SBAS와 통합)개발은

전 충분한 R&D를 거쳐야만 세부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구조개

세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선 비용 및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변조기술은

한다.

평가분석 대상이며 신규 메시지 형식(Type)도 국제적 동의와 표준화가

4. DGNSS 구조개선은 제 6항 ‘구조개선 요구사항’이 규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 10항 ‘국제기준’에서 언급한 기준

요구된다.

에 부합해야 한다.
5. 갈릴레오, GPS L2C/L5 및 GLONASS M과 관련 DGNSS 보정메시지 추

10. 국제기준
현재 DGNSS 서비스는 해사기준(Maritime standard)이므로 DGNSS 관련
각국의 새로운 제안사항은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스템 특성 및
주파수 할당에 관한 수정은 ITU의 동의가 필요하며 메시지 형식

가 제공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6. 서브 미터급 정확도 제공을 목적으로 한 추가 신호 서비스(예,
HA-NDGPS)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message type) 개발과 승인은 RTCM이 그리고 동시에 ITU 권고서 개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DGNSS 운영 요구조건과 수신기 성능기준은 IMO가
승인한다. DGNSS 시스템 성능기준과 운영절차는 IALA가 계획하며 IEC

이와 동시에 다음 주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1. DGNSS 서비스 제공자는 개선사항을 도입하기 전 목표 성능수준(정

는 수신기 사양서(specification)를 제시한다.

확도, 신호이용률, 무결성, 신뢰도, 서비스 연속성)을 사전 정의

현재 정부당국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스템 공

해야 한다.

인 절차를 위해 최소 수년의 선행기간이 필요하다.

2. DGNSS 보정정보 방송 시 기타 종류 정보(기상, 수색/구조, 항로표
지 고장정보 등) 제공에 필요한 최대 여분 시간폭(time slo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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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TCM 위원회, RSIM V1.1, 2001. 5

결정해야 한다.
3. 先-무결성(pre-integrity) 장점 확인, 무결성 방송 일시 중단 규
정 체계화, 추가적인 무결성 메시지 또는 RTCM 무결성 메시지 헤
더 개발이 요구된다.
4. 기존 GNSS 신호와 새로운 신호(L2C, L5, 갈릴레오, GLONASS M)의
개별 보정정보 송신을 위한 기본 보정메시지 형식 및 보정정보 방
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1. 기창돈, 김정한, ꡒ저속 RTK 전송대역을 위한 RTK 보정메시지의
효율적 전송기법ꡓION 학회지 2003. 1

12. Richard, Keith, Ben, Sam, Gregory, George, Peter, David.

ꡒDGPS 정확도 측정 및 보정정보 방송 주파수 대역 개선ꡓION-AM
2003, 2003. 6

5. 신규 DGNSS 송신 주파수 대역 및 기존 DGNSS 방송 주파수 이용 대
안을 연구해야 한다.

13. Park, B., Kim, J., Jun, S., Kee, C., Kalafus, R. ꡒDGPS 보정
정보에서 RRC 필요성ꡓION 학회지, ION-NTM 2004, 2004. 1

14. Bartone, Barton, Zhang, Cleveland, Parson. ꡒ고성능 NDGP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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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PS 시스템은 전미대륙을 이용기반으로 확대(NDGPS)하고 있다.

첨부 2
* DGNSS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IMO에 제안서 제출시 도움이 되도록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제안서를 첨부하였다.

3. 정부나 기관이 서비스중인 시스템이 이용범위 내에서 IMO 결의
A.953(23) 부속서가 규정한 측위정확도 서비스가 가능한가?
☞ US DGPS 시스템은 DGPS 항법서비스 및 FRP에 대한 USCG 방송

IMO 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 구성요소로서 인정 획득을 위한
DGNSS 서비스 제안서 서식

기준이 규정한 파라미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DGPS 항법서비스와
FRP는 IMO A.953(23) 부속서가 규정한 지침에 따라 규정되었다.

배 경

4. DGPS 시스템 특성 및 운영 파라미터, 운영현황과 필요시 운영사항

IMO 결의 A.953(23) 제3절은 범세계적 전파항법시스템 구성요소로서

변동 공지 등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가?

DGNSS를 IMO가 인정할 수 있게 전세계 DGNSS 서비스 국가(기관)이

☞ DGPS 기술특성 및 운영 파라미터는 ‘USCG 방송기준’ 책자로서 공

서비스 기준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현황 및 주요 업데이트 현황은 Navigation

IMO는 범세계적 전파항법시스템으로서 DGNSS를 인정하기위해 5가지

Center 웹사이트 및 전화, e-mail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US DGPS 시스템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5. 선박 탑재 수신기 성능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 특성
또는 파라미터의 변동시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

검 토 사 항

고 있는가?

1. DGNSS 시스템 서비스 제공, 예산지원, 운영 기관이나 정부는 상선
등 각종 항행 선박의 이용을 위해 시스템이 운영중임을 공식적으로 확
언하였는가?
☞ 미국정부는 1999년 3월 15일 해양용 DGPS FOC를 공식적으로 선
언하였다. FOC는 FRP에서 규정한 권고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한
다는 의미이다. 1999년 FRP에서 이와 유사하게 해양용 DGPS FOC
및 이용준비 완료가 공시되었다.

☞ DGPS 시스템 기술적 특성 또는 운영 파라미터 변동은 FRP 및
Navigation Center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것이다. 만약 임시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USCG 항행통보 및 NAVCEN 항행정보서비스를 통
해 공지할 것이다.
기타 관련사항
IMO 제출을 위한 본 제안서는 현재 연방전파항법계획의 해양항법 요

2. 계속적인 시스템 확장을 보장하는가?

구조건이 제시하는 차질없는 기반조성 및 시스템 사용비용 무상 정책

☞ 미국정부는 1999년 FRP에서 “GPS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

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DGPS 시스템의 유용성을 미 정부

방정부가 제공하는 제1의 전파항법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공언한 바

가 재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미 정부는 서비스 무결성 유지를 위해 필

있다. MDGPS 시스템은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한 모든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DGPS 서비스 종료 시 발생할 수 있

GPS 보정시스템이다. 정부는 MDGPS 시스템이 미래 전파항법시스템

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코자 최소 6년전 사전 통지할 것이다.

의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데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미 정부 DGPS 시스템은 IMO 결의 A.953(23)이 규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IMO WWRNS(범세계 전파항법시스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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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DGPS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첨부 3

무엇보다 미 정부의 DGPS 서비스 정확도 향상과 계속성 유지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과 IMO WWRNS에 DGPS 수용 결정은 전세계 각국

DGNSS 수신기의 IMO 강제탑재규정 명문화 이행계획

DGNSS 서비스 개선과 WWRNS 구성요소 참여를 위한 각종 호환 서
비스 개시를 촉진할 것이다.

1. 각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학술회의에서 DGNSS 강제탑재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설명자료 준비
2. DGNSS 이용시 항행안전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키기 위해 IALA는
작성한 IMO 총회 제출용 IMO 항행안전위원회 회람문서 초안 작성
3. DGNSS 서비스를 구축중인 회원국의 조속한 FOC 완료 및 정상운
영 선언 적극 추진
4. IMO WWRNS 인정을 위한 IALA 회원국 정부의 제안서 제출
(첨부2 참조)
5. ‘DGNSS 수신기 강제탑재규정’ 명문화를 위한 제안서 준비
6. 차기 SOLAS Chapter V 개정시 DGNSS 수신기 강제탑재규정의
IMO 통과를 위한 각 회원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7. DGNSS 수신기 강제탑재규정 IMO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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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향후 DGNSS 로드맵

설계

2006

2007

입찰
DGPS
구조개선

2008

사업시행

1단계

2009

기
존
D

2010

설계

G
2011

2012

2013

2014

Galileo

N

DGPS

오픈서비스 개시

S

구조개선

Galileo

S

2단계

입찰

인명안전서비스 개시
미

GPS 현대화
초기서비스 개시

래
D

GPS 현대화

G

FOC

N
S

2015

S

2016

- 20 -

사업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