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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oran-C 주국의 송출 시각 조정으로 인한 수신기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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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ran은 Long Range Navigation의 약자로, 세계 제 2차 대전 때 미국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된
지상파 항법시스템이다. 그 후 전기, 전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능이 점점 개량되어 약 450m 정도의
측위 정확도를 갖는 Loran-C 시스템에 이르렀다. 주로 해상에서 활동하는 선박 등을 위한 항법시스템으로
기능하며, GPS가 널리 보급된 이후로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나 여전히 GPS의 백업 시스템으로서
효용가치가 높은 항법시스템이다. Loran-C 시스템은 최소 세 개 이상의 지상 송신국이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여 전파를 송출하고, 수신기는 각 송신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의 시간 차이(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다. 로란 송신국은 신호를 송출할 때 총 8개의 펄스를
송출하는데, 각 체인 별로 한 개의 주국은 9개의 펄스를 송출하여 해당 신호가 주국으로부터 송출된
신호임을 나타낸다. 각 종국은 주국의 송출 시각으로부터 정해진 송출 시각 간격(ED, emission delay)을
계산하여 그만큼 떨어진 시각에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정 시간마다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 주기를 Group Repetition Interval (GRI)이라고 한다. 수신기는 수신한 Loran 신호에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므로, 송출 시각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측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Loran-C 시스템에서 발생한 포항 송신국의 송출 시각 조정이
수신기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Loran-C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주국의 송출 시각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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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ong Range Navigation (Loran) 시스템은 지상 송신탑에서 송출되는 고출력의 지상파를 기반으로
하는 항법시스템으로, 신호도착 시각의 차이를 이용한 쌍곡선 항법으로 측위가 가능하다. 주로 해양
분야에서 항법시스템으로 사용되었지만 훨씬 뛰어난 항법 성능을 보이는 GPS가 개발되면서 그 활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GPS는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Seo et al. 2011), 근래에
의도적인 GPS 전파교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GPS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항법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nside GNSS 2013). 이에 각 국의 관련 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는 GPS의 보완항법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고 (Gerard et al. 2015), 그 결과 기존
Loran-C 시스템을 개량한 enhanced Loran(eLoran) 시스템을 가장 적절한 보완항법시스템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존 Loran-C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은 현재 eLoran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nside GNSS 2017).
Loran-C 시스템에서는 세 개 이상의 송신국이 하나의 주국과 나머지 종국으로 체인을 이루고, 각
체인 내에서 송신국들은 정해진 송출 시각에 따라 신호를 송출하도록 되어있다. 수신기는 각
송신국으로부터 송출된 전파를 수신하고, 송신국들 간의 송출 시각 차이를 고려한 수신 시각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Lo et al. 2007). 따라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려면 각 송신국에서 정해진 송출 시각 차이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호를 송출하여야 한다. 특히
Loran-C 시스템에서는 송출 시각 규칙의 기준이 되는 주국의 송출 시각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8월 중에 있었던 포항 송신국의 송출 시각 조정이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국의 신호 송출 시각이 갑자기 조정되는 경우, 수신기는
종국의 전파신호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해 측위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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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Loran-C 체인 운영 현황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중인 3개 체인의 Loran-C 신호가 수신 가능하다. 그 중에 9930
Korea 체인의 경우, 한국의 포항 송신국(9930M)을 주국으로 하고, 광주 송신국(9930W)과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송신국(9930Z)을 종국으로 하는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Fig. 1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신호를
송출한다.

Fig. 1. 9930 Korea 체인의 신호 송출 규칙.
9930 Korea 체인 내에서, 주국이 신호를 송출하면 각 종국은 주국으로부터 송출된 신호를 수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각에 자신의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주국은 99300μs마다 일정하게 신호를 송출하고,
종국 역시 주국의 신호 송출 주기에 따라 규칙적으로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3. 주국의 송출시각 변화로 인한 영향
인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동북아 Loran-C 신호를 상시 수집할 수 있는 감시국이
설치되어있다. 4층 높이 건물 옥상에 약 3m 높이의 안테나 지지대를 설치한 후 Reelecktronika 사의
H-field 안테나와 수신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 송신국이 신호 송출
시각을 조정했다고 보고된 시각을 기준으로 약 2시간 내외 동안 연세대 감시국에서 수집된 신호를
분석하였다.

Fig. 2. 포항 송신국(9930M)의 송출 시각 변화 시점의 수신기 신호 수신 현황.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9930 Korea 체인 내의 주국인 포항 송신국에서 송출 시각을 변화시켰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종국인 광주 송신국(9930W)으로부터의 신호 수신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 이는 9930
Korea 체인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송출시각을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신호를 송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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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런 문제는 보정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차이를 보정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수신기가 광주 송신국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수신기가 광주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시간 동안에도 광주 송신국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송출했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수신기의 경우, 주국 신호의 급격한 송출 시각 변화가 종국
신호의 수신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인천 지역에서는 중국의 3개 송신국(슈안청, 룽청, 허룽)과
한국의 2개 송신국(포항, 광주)의 신호가 안정적으로 수신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Loran-C 시스템에서는
동일 체인 내의 송신국에서 송출된 신호들만 측위에 활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팀이 기존에 개발한
다중체인 측위 알고리즘(Son et al. 2017)을 사용하면 여러 체인의 신호를 동시에 측위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인천에서는 중국 체인을 포함하여 총 5개 송신국의 신호를 동시에 측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항법 성능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9930 체인 주국(포항)의 송출 시각 조정으로 인해 광주
송신국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측위에 사용할 수 있는 송신국 신호의 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도, 가용성 등 항법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운영중인 9930 Korea 체인의 주국인 포항 송신국의 송출 시각 변동이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6월 17일 오전 7시 경 포항 송신국의 송출 시각이
조정되었고, 이 경우에도 상용 수신기는 짧은 시간 동안 광주 송신국의 신호를 계속해서 수신하였으나
변화된 주국의 송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수신기가 광주 신호를 전혀 수신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포항 송신국의 송출 시각 조정 이후에 광주 송신국 신호가 수신 가능했던 시간
동안에는 보정국에서 그 차이를 보정해준다면 정상적으로 측위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수신기가
광주 송신국의 신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측위 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즉, 주국의 송출 시각 조정은 상용 수신기의 항법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송신국 운영시 되도록이면
주국의 송출 시각 조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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