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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F 대역은 LOS(Line-Of-Sight)가 확보되지 않은 지형

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지 종심 작전을 위

한 장거리 통신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HF 통신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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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지상파(Ground Wave) 통

신과 전리층의 반사 특성을 활용한 공간파(Sky Wave) 

통신으로 구분된다. 지상파를 이용한 통달거리는 운용 

주파수와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나 육지에서는 

약 50 km까지 가능하고 해상에서는 300 km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공간파를 이용

한 통달거리는 운용 주파수와 전리층 상태에 따라 달

라지나 일반적으로 약 400 km에서 4,000 km 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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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F communications are used as a last means of long distance communications without any relay node in NLOS 

(Non Line-Of-Sight) environment. Conventional analog voice communication in the HF band is vulnerable to 

security as well as severe background noise.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 digital voice was introduced into HF 

radios in the early 1980s. In this paper, we analyze avaliable digital voice communication ground wave range of 

HF radios that applied MELPe CODEC and MIL-STD-188-110B physical layer standard using GRWAVE program. 

And we evaluate usefulness of digital voice communication in HF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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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지상파 통달거리만을 다

룬다.

  미군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아날로그 음성 통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높은 배경잡음과 적의 도감청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F 대역에서의 디지털 음성 통

신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1980년대에서 1990

년대의 HF 무전기의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 음성 기술

은 Linear Predictive Coding(LPC)이라는 선형 예측 코

딩 기술이었다. 하지만 HF 무전기에서의 LPC 디지털

화 음성은 낮은 음성 인식률, 합성 음성 품질 저하 및 

영어 이외의 언어의 품질 저하라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 LPC 알고리즘의 결함을 해

결하기 위해 Mixed Excitation Linear Prediction(MELP)

로 알려진 새로운 저속 보코더 기술이 개발되었다. 현

재는 많은 HF 군용 무전기가 적의 도감청 노출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날로그 음성에서 디지털 음성

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3 kHz 이내

의 협대역에서도 디지털 음성 통신이 가능하면서도 

사람의 음성에 근접한 품질을 보유한 MELPe 코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 링크에서 디지털 음성 통화

의 성능은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복호화하는 음성 코덱의 성능과 디

지털화된 음성 비트들을 무선링크에서 전송하는 물리

계층의 성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음성 지원을 위한 음성 코덱과 현재 HF 대역에

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물리계층 표준에 대해서 간단

히 살펴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MELPe 코덱과 MIL- 

STD-188-110B 표준 적용 했을 때 지상파를 이용한 통

달거리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디지털 음성 코덱에 대

해서 살펴보고 3절에서는 HF 물리계층 표준에 대해서 

살펴본다. 4절에서는 지상파 전파 모델에 대해서 살펴

보고 5절에서는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을 위한 분석 

조건 및 방법을 설명한다. 6절에서는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7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HF 대역에서의 디지털 음성 통화의 효용성에 대해

서 평가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디지털 음성 코덱

  디지털 음성은 아날로그 음성을 Analog-to-Digital 

Converter(ADC)를 이용하여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시

작된다. ADC에 의해 디지털화된 음성 비트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128,000 bps의 전송률이 요구된다. 

Continuously Variable Slope Delta(CVSD) 기법을 이용

하면 16,000 bps까지 전송률을 낮출 수 있으나 HF 대

역에서는 3 kHz라는 제한된 대역폭 때문에 CVSD 코

덱 적용이 어렵다. 전송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

의 음성 특성을 모델링한 보코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HF 대역에서 디지털 음성 통화를 위해 전

송률 2400 bps의 LPC10e 코덱이 주로 사용되어졌으나 

현재는 많은 HF 무전기들이 LPC10e 코덱을 대체하여 

MELPe 코덱을 사용하고 있다[2]. MELPe 코덱은 2400 

bps, 1200 bps, 600 bps의 3가지 전송률을 갖는다. 그중 

2400 bps는 1997년 미 국방성의 협대역 보안 음성 코

딩 제품과 응용분야의 표준인 MIL-STD-3005[3]에 표준

화 되었다. 이후 2001년에 1200 bps가 MIL-STD-3005에 

추가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나토의 표준인 STANAG- 

4591[4] 표준에도 적용되었다. 2005년도에는 프랑스 탈

레스에 의해 600 bps의 전송률을 갖는 MELPe 코덱이 

STANAG-4591에 추가 되었다. MELPe 600 bps는 낮은 

전송속도에도 불구하고 HF 대역 채널환경에서 음성 

품질 비교 시험을 통해 2400 bps의 LPC10e보다 음성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5].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음성의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 시 MELPe 코덱의 

3가지 전송률 중 최고속도인 2400 bps와 최저속도인 

600 bps만을 다룬다.

3. HF 대역 물리계층 표준

Fig. 1. HF standards

  HF대역에서의 전술 통신을 위한 표준으로는 MIL- 

STD 시리즈의 미군 표준과 STANAG 시리즈의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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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주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Fig. 1은 HF 전술 

통신을 위한 미군과 나토의 표준을 나타낸다. HF 표

준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물리계층 표준과 열악한 HF 채널에서 자

동으로 링크를 연결해주는 기능인 Automatic Link 

Establishment(ALE)와 관련된 물리계층 및 데이터링크

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

는 미군 표준인 MIL-STD-188-110B[6]의 75 bps ~ 2400 

bps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다.

  Fig. 2는 MIL-STD-188-110B의 75 ~ 2400 bps에 해당

하는 물리계층의 기능 블록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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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rial(Single-tone) waveform functional block 

diagram[6]

  송신 모뎀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신호를 연속적

으로 송신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신 모뎀에서 시

간 동기와 주파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동기 프

리엠블을 송신한다. 동기 프리엠블의 길이는 인터리버 

모드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리버 모드는 zero(0초), 

short(0.6초), long(4.8초)로 구분된다. 동기 프리엠블은 

zero/short 인터리버 모드의 경우 0.6초 송신되며, long 

인터리버 모드의 경우 4.8초 송신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정보 데이터(unknown data)와 훈련 비트(known 

data)를 번갈아 송신한다. 정보 데이터와 훈련 비트의 

심볼 길이는 2400 bps의 경우(16:32), 150 ~ 1200 bps의 

경우(20:20)의 비율을 가지며 2400 symbols/s의 8-PSK 

심볼로 전송된다. EOM은 수신 모뎀에 수신이 끝났음

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 신호로 32 bit로 구성되어 있으

며 더 이상 송신할 메시지가 없으면 마지막에 EOM을 

붙여서 송신한다. EOM 시퀀스에 대한 인코딩이 끝나

면 최종적으로 6 bit의 ‘0’ 플러시 비트를 인코딩함으

로써 인코더가 플러시 된다. 인코더 플러시이후 인터

리빙 매트릭스 블록에 비트를 채워 플러시 시킨 후 

송신을 종료한다. Fig. 3은 MIL-STD-188-110B(75 bps ~ 

2400 bps)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Segment #0 Segment #(P-1) Known
data

Unknown
data

Known
data

Unknown
data

Known
data

Unknown
data

480 symbols
(=200 ms)

Sync preamble

U symbols K symbols

P = 3      for zero or short interleave
P = 24    for long interleave

(U : K) = (32 : 16)     for 2400 bps
(U : K) = (20 : 20)     for 150 ~ 1200 bps
(U : K) = (All : 0)       for 75 bps

Data frame

Fig. 3. Frame structure of the MIL-STD-188-110B(75 

bps ~ 2400 bps)

4. 지상파(Ground Wave) 전파 모델

  HF 통신은 근거리에서 주로 직접파가 아닌 지상파

가 주로 사용되어진다. 지상파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 

시 통달거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전파 모델

을 고려해야한다. 지상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호

가 지표면을 따라 전달된다는 점이다. 지상파에 의한 

신호 전달은 안테나의 편파 및 높이, 송수신 단말간 

거리와 운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지표면 상태(유전율

과 전도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수평파의 경우 지

표면에 빠르게 흡수되어 지상파를 이용한 근거리 통

신의 경우 수직파 특성을 갖는 휩 안테나 이용이 권

장된다. 육상에서의 지상파 통신에 비해 해상에서의 

지상파 통신 시 통달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 이

유는 육상에 비해 해상의 유전율과 전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ITU-R Rec. 368-9[7]는 10 kHz ~ 30 

MHz에서 수직파 특성을 갖는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특정 유전율과 전도성을 갖는 지표 조건에서의 거리 

및 주파수별 전계 강도에 대한 예측 커브를 제공하고 

있다.

Ground-wave propagation curves; 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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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Example of the ITU-R P.368-9 ground-wave 

propag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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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조건 및 방법

  HF 대역에서의 지상파 근거리 통달거리 분석을 위

해서는 물리계층의 BER 성능과 HF 대역에서의 인공 

잡음, 지상파 전파 감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물리계층의 BER 성능을 얻기 위한 시뮬레이

션 방법, HF 대역의 인공 잡음, 지상파 전파 감쇄 모

델이 포함된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본다.

5.1 물리계층 성능 모의실험

  MIL-STD-188-110B 표준은 75 bps ~ 2400 bps에 대

한 수신부 구현 시 필요한 BER 요구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요구 성능은 공간파 통신 

시 발생되는 다중경로페이딩 채널에서 요구되는 성능

으로 long 인터리버 모드로 한정되어 있다. long 인터

리버 모드의 경우 인터리빙 길이가 4.8초로 지연 시간

이 너무 길어 음성 통신에는 부적합하다. 표준에서 요

구되는 채널 또한 송신 신호가 전리층의 서로 다른 층

에서 반사되어 발생되는 다중경로신호에 대한 채널 모

델로 전리층이 아닌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지상파 

모델에 대한 분석 조건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g. 5와 같이 링크 레벨 시뮬레이터를 구

현하여 지상파에 적절한 단일 채널 조건에서 물리계층

의 short 인터리버 모드를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Tx Data

Channel
Simulator

(Fading + AWGN)

Transmit Part
(MIL-STD-188-110B,

150 ~ 2400bps)

Receive Part

BER
Calulcator

Rx Data

real signal

complex signal

Fig. 5. Link level simulator structure

  링크 레벨 시뮬레이터는 크게 송신부와 수신부 그리

고 채널 시뮬레이터 파트로 구분된다. 입력 데이터는 

Fig. 6과 같이 FEC 인코딩을 시작으로 최종 펄스 정형 

필터를 거쳐 채널 시뮬레이터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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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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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Mapping

Pulse 
Shaping 

Filter

To 
Channel 

Simulator

real signal

complex signal

Fig. 6. Tx part of the link level simulator

  채널 시뮬레이터는 채널 프로파일에 따라 페이딩을 

생성하고 SNR 조건에 따라 AWGN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협대역 HF 시뮬레이터의 채널 모

델은 Watterson 모델을 기반으로 한 레일리 페이딩 모

델이 사용된다[8]. 본 논문에서도 채널 시뮬레이터의 페

이딩 채널 모델로 Watterson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Fig. 

7은 Watterson 모델의 블록도로 일반적인 탭 지연 라인 

모델의 형태를 갖는다. 각 탭의 계수는 가우시안 전력 

스펙트럼 분포를 갖는 복소수로 도플러 스프레드 에 

대한 도플러 스펙트럼 함수인 식 (1) 의해서 구해진다.

Tapped Delay Line

Tap Gain
Function

Tap Gain
Function

Tap Gain
Function

+ +

. . . . .

Signal In

Signal 
Out

Fig. 7. Block diagram of the watterson model

 




 ∞ ∞ (1)

  수신부는 채널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왜곡된 신호를 

Fig. 8과 같이 정합 필터를 시작으로 비터비 디코더를 

거쳐 최종 디코딩된 비트를 출력한다. 디지털 음성 통

신을 위한 요구 SNR을 얻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

기 이전에 구현된 링크 레벨 시뮬레이터의 적합성 여

부 판단을 위해 MIL-STD-188-110B의 요구 성능을 만

족하는지 검증하였다. Fig. 9는 링크 레벨 시뮬레이터

의 BER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Table 1에 

나타낸 MIL-STD-188-110B 표준에서 요구하는 150 bps 

~ 2400 bps에 대한 요구 성능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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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x part of the link level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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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ink level simulator BER simulation results at 

channel requirement condition of MIL-STD- 

188-110B

Table 1. MIL-STD-188-110B performance requirement

User 

bit rate

Channel

paths

Multipath

(ms)

Fading

BW(Hz)

SNR

(dB)

Coded

BER

2400 2 Fading 2 1 18 1.0E-5

2400 2 Fading 2 5 30 1.0E-3

2400 2 Fading 5 1 30 1.0E-5

1200 2 Fading 2 1 11 1.0E-5

600 2 Fading 2 1 7 1.0E-5

300 2 Fading 5 5 7 1.0E-5

150 2 Fading 5 5 5 1.0E-5

  음성의 경우 송수신 지연 시간이 클 경우 상호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long 인터리버 모드는 

부적합하다. 요구되는 BER 성능도 데이터 통신에서 

요구되는 성능과는 다르다. MELPe 코덱의 경우 원활

한 음성 통신을 위해서 1.0E-2 이하의 BER 성능이 요

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지상파 조건에서 MELPe 

2400 bps와 600 bps 통신에 필요한 요구 SNR을 예측

하기 위해서 단일 채널, 도플러 스프레드 5 Hz, shot 

인터리버 모드 조건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디지털 음성 통화를 위해 요구되는 

SNR은 2400 bps의 경우 약 12 dB, 600 bps의 경우 약 

5 dB임을 확인했다. 각각의 요구 SNR은 지상파 통달

거리 분석 시 분석 파라미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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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BER simulation results for digital voice 

communication

5.2 인공 잡음

Fig. 11. Median Values of man-made noise power for 

a short vertical lossless grounded monopole 

antenna(A: city, B: residential, C: rural, D: 

quiet rural, E: gal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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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대역의 인공 잡음은 열잡음에 비해 수십 dB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VHF/UHF 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링크 버짓 계

산 시 장비에서 발생하는 잡음 지수가 고려되어 지는

데 HF 대역에서는 잡음지수를 무시할 정도로 인공 잡

음 레벨이 높기 때문에 통달거리 분석 시에는 잡음 

지수가 아닌 인공 잡음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ITU-R 

Rec. 372-11[9]은 Fig. 11과 같이 300 kHz ~ 300 MHz에

서 지역에 따른 열잡음 대비 인공 잡음 레벨을 제공하

고 있다.

5.3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 프로그램

  ITU-R P.368-9에서는 GRWAVE라는 프로그램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 3 제공)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커브를 제시한 것이라고 명

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도스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 수행 결과는 Fig. 12와 같이 거리

에 따른 전계 강도와 전파 감쇄를 텍스트 형태(.out)로 

출력한다. 통달거리 분석을 위한 링크 버짓 계산을 위

하여 GRWAVE를 코어 프로그램으로 하고 링크 버짓 

계산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및 링크 

버짓 계산을 수행하는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으며 해

당 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GRWAVE COMPUTES FIELD STRENGTH-DISTANCE VARIATIONS
FOR A HOMOGENEOUS CURVED EARTH WITH EXPONENTIALLY
DECREASING REFRACTIVE INDEX

ATMOSPHERIC CONSTANTS
REFRACTIVITY =315.00  (N-UNITS)
SCALE HEIGHT = 7.350  KM

(중략)

TRANSMITTER HEIGHT =    50.0  METRES
RECIEVER HEIGHT    =   100.0  METRES

DISTANCE      FIELD STRENGTH     BASIC TRANSMISSION LOSS
KM            DB(UV/M)               DB (F) 
10.00         89.39                48.89
20.00         83.30                54.98
30.00         79.70                58.58
33.37         78.75                59.54

(R)
33.37         78.80                59.48
(중략)

Stop - Program terminated.

Fig. 12. Example of GRWAVE output data file

  지상파 통달거리 분석 프로그램의 형상과 분석 프

로그램을 통한 분석결과 예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거리별 수신 세기

거리별 링크 마진

지상파 전파 감쇄

주파수별 통달거리

   Fig. 13. HF radio ground wave range estimation 

simulator

5.4 분석 조건

  통달거리 분석을 위한 전체적인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송수신 안테나 이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휴대형, 차량형/함정형 휩 안테나에 대한 M&S 분

석 결과를 활용하였다(Table 3).

Table 2. Analysis conditions

분석 조건 적용 내용

전파 감쇄 

모델
• 지상파 감쇄 모델(GRWAVE 활용)

분석 지역

• 육상 : 한반도 동부 지역(상대 유

전율: 15, 전도성: 0.001[S/m])
• 해상 : ITU-R P.527-3[10]의 전세계 

평균 Sea Water 조건 적용(상대 유

전율: 70, 전도성: 5.0[S/m])

목표 링크 

마진
• 3[dB]

요구 SNR
• 12[dB]@MELPe 2400
• 5[dB]@MELPe 600

인공 잡음
• ITU-RP.372-11의 City, Residential, 

Rural, Quiet Rural 적용

송신 증폭기 

출력

• 휴대형 : 20[W]
• 차량형, 함정형 : 125[W]

안테나 종류 • 휴대형/차량형/함정형 휩 안테나

안테나 이득 • 휩 안테나 M&S 결과 활용(Table 3)

송수신 

안테나 높이

• 휴대형, 차량형 : 2.5[meter]
• 함정형 : 10[meter]

분석 주파수

[MHz]
• 2, 5, 10, 15, 20, 25, 30

송신 출력 

back-off
• 휴대형 : 3[dB]
• 차량형 : 1.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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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enna gain

주파수
안테나 이득

휴대형 차량형/함정형

2[MHz] -63[dBi] -41.4[dBi]

5[MHz] -46[dBi] -22.2[dBi]

10[MHz] -34[dBi] -4.2[dBi]

15[MHz] -27[dBi] -2.3[dBi]

20[MHz] -20[dBi] -5.2[dBi]

25[MHz] -15[dBi] -4.7[dBi]

30[MHz] -6[dBi] 1.5[dBi]

  ITU-R Rec. 832-2[11]은 지상파 전계 강도 예측을 위

한 전세계 지표면의 전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부지역 : 3 [S/m]

서남부지역 : 10 [S/m]

동부 지역 : 1 [S/m]

Fig. 14. Ground conductiv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Fig. 14는 대한민국의 지표면 전도성을 나타내는 그

림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도성 특성이 가장 나쁜 동부 

지역의 전도성을 통달거리 분석에 활용하였다.

6.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5절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과 조건에 

따른 육상과 해상에서의 통달거리 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Fig. 15와 Fig. 18은 각각 육상(동부 지역)과 해

상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지상파 전파 감쇄를 나타내

는 그림으로 주파수가 낮을수록 지상파 감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은 휴대형의 수신 신호 세기

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주파수가 낮을수록 지상파 감

쇄는 작으나 휴대형에서 사용되는 휩 안테나의 이득

이 매우 낮아 2 MHz에서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가장 

낮고 30 MHz에서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차량형과 함정형에서 사용되는 휩 

안테나의 경우 10 MHz 이상부터는 안테나 이득에 

큰 차이가 없어 휴대형과는 달리 10 MHz에서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Fig. 

17, 19).

Fig. 15. Ground wave propagation loss in the eastern 

region

Fig. 16. Rx signal power of manpack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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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x signal power of vehicle radio

Fig. 18. Ground wave propagation loss at sea

Fig. 19. Rx signal power of shipboard radio

  다음은 물리계층의 요구 SNR과 인공 잡음을 반영

하여 최종 통달거리 분석하였다. 매우 조용한 시골 지

역에서의 형상 및 코덱 속도에 따른 최대 통달거리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주파수 및 지역에 따른 상

세한 통달거리는 Fig. 20 ~ Fig. 25를 참고 바란다.

Table 4. Maximum range at quite rural

분석 지역 형상
MELPe 

코덱 속도
최대 통달거리

육상

(동부지역)

휴대형
2400[bps] 16.1km@30MHz

600[bps] 23.5km@30MHz

차량형
2400[bps] 54.6km@30MHz

600[bps] 71.9km@30MHz

해상 함정형
2400[bps] 457.7km@10MHz

600[bps] 549.4km@1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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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ange estimation(manpack, MELPe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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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ange estimation(manpack, MELPe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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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ange estimation(vehicle, MELPe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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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Range estimation(vehicle, MELPe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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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ange estimation(shipboard, MELPe 2400)

  휴대형의 경우 안테나 이득이 가장 높은 30 MHz에

서 통달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0, 

21).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형의 경우 10 MHz

에서 30 MHz 사이의 수신 신호 레벨의 차이가 미비한 

반면 인공 잡음(Fig. 11)의 차이는 약 13 dB 정도가 되

어 10 MHz 보다 30 MHz에서의 통달거리 더 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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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ange estimation(shipboard, MELPe 600)

로 분석되었다. 함정형의 경우 주파수별 인공 잡음 레

벨의 차이보다 수신 신호 레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10 MHz에서 통달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

었다. 휴대형 MELPe 2400 bps와 600 bps는 각각 최대 

약 16 km, 23 km까지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고 차량형 MELPe 2400 bps와 600 bps는 각각 최대 약 

54 km, 71 km까지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함정형의 경우 해상의 전도성 특성이 매우 

좋아 MELPe 2400 bps와 600 bps의 통달거리가 각각 

최대 약 457 km, 549 km로 분석되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LPe 코덱이 적용된 HF 무전기의 

디지털 음성 지상파 통달거리를 분석하였다. 수신 

SNR 분석을 위해서는 ITU에서 제공된 GRWAVE 지

상파 전파 감쇄 분석 툴과 지역별/주파수별 인공 잡음 

커브를 이용하였으며, 음성 통신 가능 여부의 판단 기

준인 모뎀의 요구 SNR은 MIL-STD-188-110B 표준을 

적용한 링크 레벨 시뮬레이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형의 경우 25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통신을 권장하며, 차량형, 함정형의 경우 

10 MHz 이상에서의 통신을 권장한다. 함정형의 경우 

MELPe 2400 bps도 통달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음성 품질이 좋은 MELPe 2400 bps 사용이 

권장된다. 휴대형과 차량형의 경우 HF 무전기의 최저 

필수 통신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음성 

품질이 좋지 않아도 통달거리가 긴 MELPe 600 bps 사

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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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비화 통신을 위하여 아날로그 장비에 

암호화 장비를 연동하여 운용할 경우 통달거리가 매

우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MIL-STD-188-110B 모뎀에 

MELPe 코덱을 적용한다면 HF 대역에서 동등 수준의 

통달거리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비화 통신 운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전투무선체계 체계 사업을 진행하며 국

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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