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항법시스템 항법메시지 및 긴급경보서비스

이상욱, 정원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lee@etri.re.kr and wcjung@etri.re.kr

Navigation message and early warning service of RNSS

Sanguk Lee and Won Chan Ju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을 위한 항법메시지 구조와 이를 통하여 수신되는 항법신호로 누구
에게나 별도의 통신망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긴급경보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기술한다.

Ⅰ. 서 론

인도의 NavIC 및 일본의 QZSS는 정지궤도 및 정지경사궤도상

의 위성군을 이용하여 지구의 1/3정도의 지역에서 항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위성항법 시스템(RNSS :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다. 최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구축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이러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위한

항법 메시지와 그 구조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 긴급경보 메시지

를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Ⅱ. 항법 메시지구조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의기본 위성항법메시지구조는데이터전

송속도보다는안정성을중요하게여기며항법신호는데이터전송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신호환경에서도 신호를 수신하여 정밀한

Ranging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낮은 데이터 전송속

도를가진다. 따라서 인도의 NavIC과 유사하게 1/2 Convolution을

사용하여 600 sps에 300 bps의 25 bps데이터 속도를 가지는 16비

트의 Syncword로 다음 그림과 같이 가정하였다.

그림-1. 항법메시지 서브프레임구조

한 Major frame은 4개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되면 1&2번프레임

은 항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시간, 궤도력, 보정값을 제공하고

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정하였다.

그림-2. 항법메시지 1&2 서브프레임구조

서브프레임 3&4번은 MID(message ID)의 구분자로 구분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3. 항법메시지 3&4 서브프레임구조

그러므로 이러한 3&4프레임에 Message ID(예시 : 42&43) 통해

재난재해의 발생시 항법 신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긴급경보메

시지를 송출하여 대응토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Ⅲ. 항법 데이터와 재난경보 메시지

위성항법시스템의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 측위,

항법, 시각동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법 데이터는 Week

Number(WN). 항법위성의원자시계오차 보정값, 거리측정정밀도,

Ephemeris(정밀궤도력) 등의 정보를 1&2번 서브프레임을 통하여

송출하고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특별히 Week Number의 경우,

10비트를 사용하여 19.7년마다 0으로 리셋되는 Week Number

Roll Over(WNRO)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3비트를 추

가적으로 더 할당하여 13비트로 설정, 그 주기를 늘렸다. 다음 그

림은 프레임 1의 항법메시지 구조와 데이터내용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4. 서브프레임 1 항법메시지 구조&내용

다음그림은 프레임 2의 항법메시지구조와데이터내용을 각각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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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서브프레임 2 항법메시지 구조&내용

이렇게 구성한 서브프레임 1&2의 항법 메시지중에서

Ephemeris(궤도력)데이터를 잠정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궤도를 이용하여 ETRI가 개발한 위성항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로 생성하였고 다음 그림은 그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6. Ephemeris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서브프레임 3&4의 데이터중 긴급경보메시지는 예시로 구성하였

고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7. 긴급경보메시지 예시

다음은 세부항목별 포맷과 내용에 대한 예시를 기술한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사업의 확정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을 통하여 최

종 내용과 포맷을 결정할 예정임

l DC(Disaster Category) : 태풍, 홍수&집중호우, 지진, 쓰

나미&너울, 산사태, 산불, 등

l RC(Report Classification) : 최대우선순위, 훈련/시험

l RT(Report Time) : 월(4), 일(5), 시(5), 분(6))

l IT(Information Type) : 0 : 원인점(태풍의 눈, 진앙, 등

…..), 1: 피해영역(행정구역)

l AreaW(3bits) : 행정구역(7 전지역, 6 서울경기, 5 강원, 4

경상, 3 충청, 2 전라, 1 제주&EEZ, 0 무

l AreaN(5bits) : 세부 기초행정구역(31 전지역, 0 무,… )

l OG(OriGin) : 128E +/- 6도 , 38N +/- 10도, 경도 12 비

트, 위도 12비트로 표시 1km 이하 정도의 해상도

l Magnitude : 진도, 태풍, 황사, 홍수, 산사태 등의카테고리

별 정의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한반도를포함하는동아시아지역에위성항법서비

스와 긴급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의 관

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법 메시지 구조, 내용 및 긴급경보 메시

지에대하여기술하였고이러한내용은향후추진될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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