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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수신기의 C-PRN 신호 기반 재방송재밍 완화기법

A Successive Repeat-back Jamming Cancellation Scheme
Using a Combined-PRN Signal to Mitigate Repeat-back

Jamming for GNSS Re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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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ffective repeat-back jamming (RBJ) mitigation scheme known assuccessive repeat-back jamming 
cancellation (SRC) is proposed for the utilization of the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SIC) algorithm which is used to 
mitigate the near-far effect and the multiple-access interference for code division multiple-access communication systems. The 
proposed scheme uses a combined pseudo-random noise (C-PRN) signal from the estimated major parameters of RBJ signal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the root mean squared (RMS) code tracking errors are shown according 
t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parameter estimation errors of an RBJ signal, and using the well-known major parameters 
estimation schemes with a C-PRN signal through Monte-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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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영국 RAE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는 보

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적

시각동기 시스템으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시

각정보(time stamp)를 활용하고 있으며, 만약 매수매도 시각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사회 및 생활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GNSS 신호는 지

표면으로부터 약 22,000km 이상에 위치한 GNSS 위성으로

부터 송신되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는 신호세기는 매우

미약하다. 반면 GNSS 재밍기(jammer)는 매우 저렴하고, 손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상용 신호 특성 등이 모두 공개되

어 있어 간단한 GNSS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GNSS 수신기를 재밍(jamming)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GNSS는 재밍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1].
재밍의 종류는 단순재밍, 기만(spoofing), 재방송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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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back jamming, RBJ)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재밍은

앞서 언급한 저렴한 재밍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밍방법으

로 연속파나 펄스형태의 단순한 신호를 사용해 GNSS 수신

기의 올바른 신호수신을 방해하는 재밍이다. 기만은 가장

고도화된 재밍의 한 형태로서 GNSS 신호와 거의 유사한

신호를 별도로 생성해 GNSS 수신기의 위치를 기만기가 원

하는 위치로 오인하도록 조작하는 재밍이다. RBJ는 GNSS 
수신기 근처에 위치한 재방송재밍기에서 GNSS 신호를 수

신한 후 이를 특별한 처리 없이 재방송하여 GNSS 수신기

의 위치해에 일정한 편향(bias)을 야기하거나 재방송재밍기

의 위치로 특정하게 하는 재밍이다[2,3].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RBJ에 초점을 맞춘다.
잘 알려진 RBJ 대응 방법은 배열안테나(array antenna)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재밍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재방송재

밍기도 주로 지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대적 위치를 알고

있는 배열안테나로부터 RBJ 신호의 수신입사각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이 방향에 대한 정보로부터 배열안테나를 사용

하는 GNSS 수신기는 배열안테나의 이득을 크게 낮춰 특정

입사각으로부터 수신되는 RBJ 신호를 완화 및 제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GD (Gradient-Descent) 기법, 시
공간(space-time) 적응신호처리 기법, 빔포밍(beam forming) 
기법 등이 있다. 그러나 배열안테나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소형 GNSS 수신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4]. 최
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괄
목할만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5]이다. [5]에서는 단일안테

나를 사용하면서도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와 같은

보조 장치를 통해 재밍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의 상대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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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각 시간 별로 아는 위치라고

판단되는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를 배열안테나로 수신한 신

호처럼 취급해 처리함으로서 RBJ 신호를 완화 또는 제거한

다. 그러나 이 방법은 IMU로부터 얻은 보조정보의 오차가

큰 경우 적용하기 성능이 크게 열화되며, 배열신호처리로

인해 구현이 어렵다. 본 논문은 단일안테나를 사용하면서

IMU 같은 보조 장치가 필요 없는 새로운 RBJ 완화기법 설

계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RBJ 수신신호모형과 단일안테나

에서 RBJ 신호의 효과적 신호처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인

[6]에서 제안한 C-PRN (Combined-Pseudo Random Noise) 신
호특성을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C-PRN 신호와 함께 [7-9]
에서 제안한 SIC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기법

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해 새로운 RBJ 완화기법을 제안한

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주요 매개변수 추정치의 오차를 정

규분포로 가정했을 때 임의의 표준편차에 따른 RMS (Root 
Mean Square) 부호동기추정오차 경향을 분석하고, C-PRN을
활용한 주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10,11]에서 보인 대표

적인 주요 매개변수 추정기법인 NWPR (Narrowband and 
Wideband Power Ratio) 기법, ELP (Early-minus-Late Power) 
DLL (Delay Locked Loop), FQATML (Four-Quadrant 
Arc-Tangent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PLL (Phase 
Locked Loop), FQATML FLL (Frequency Locked Loop)을 사

용했을 때 제안한 기법의 RMS 부호동기추정오차를 보이고, 
이를 분석한다. 끝으로 V 장에서는 제안한 RBJ 완화 기법

의 특징을 정리하고 맺는다.

II. 수신신호모형과 C-PRN 신호특성

개의 가시위성과 단일 재방송재밍기가 있을 때 기저대

역 수신신호 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에서  ,  , 는

각각 째 GNSS 위성신호의 수신전력, 항법정보, PRN 
(Pseudo-Random Noise) 신호, ,  , 는 각각 째 GNSS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
상천이, 는 수신된 전력이 인 수신된 RBJ 신호의 진폭, 

, , 는 각각 재방송재밍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지

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  ,  , 는 각각 째 GNSS 

위성에서 재방송재밍기까지의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 는 재방송재밍기에서 유입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는 수신기에서 유입된

AWGN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방송재밍기와 수신기 위치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우며, 고정되어 있는 경우만 고려

한다. 일반적으로 부호추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수신기

로부터 확산신호의 한 칩(chip) 이내 거리에 재방송재밍기

가 위치해야 하며, GPS L1 C/A (Coarse/Acquisition) 신호의

경우 한 칩 거리는 약 300m이다. GPS 위성과 같은 중간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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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C-PRN 신호의정규화된비동기자기상관값 [6].
Fig. 1. Normalized non-coherent autocorrelation values for a 

C-PRN signal [6].

도위성의 고도는 지표면에서 약 22,000km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 , 와 , , 의 차이는 미미하며, 본 논문에

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6]에서 제안한 C-PRN 신호는 수신기에서 현재 정상적

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판단한 GNSS 신호를 사용해 생성한

다. 수신기는 C-PRN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추적

하고 있는 GNSS 신호의 진폭,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를 추정하고, 이를 사용해 C-PRN 신호를 생성한

다. [10]처럼 PRN 신호는 교차상관도가 낮기 때문에 각

PRN 신호의 진폭,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를

설정해 재생성한 PRN 신호의 단순한 합으로 쉽게 C-PRN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GNSS 수신기는 측위해를

도출하기 위해 각 PRN 신호의 진폭, 전파지연시간, 주파수

천이, 위상천이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C-PRN 신호

생성을 위한 별도의 추정기는 필요 없으며, 단지 해당 추정

치로부터 C-PRN 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기능만이 추가된다. 
의미있는 C-PRN 신호 생성을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GNSS 신호에 대한 주요 추정값이 필요하며, 최대 가시

GNSS 위성의 수까지 합성할 수 있다. C-PRN 신호 생성을

위해 사용한 PRN 신호의 수가 많을수록 GNSS 신호와 RBJ 
신호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구체적인 C-PRN 신호의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
선 본 논문에서는 [6]처럼 4개 GPS 위성의 PRN 신호를 결

합한 C-PRN 신호를 고려한다. 고려한 C-PRN 신호의 정규

화된 비동기(non-coherent) 상관값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의 우측 작은 창의 그림은 상관값의 첨두 주변을 확대해

다시 그린 것이고, 는 C-PRN 신호의 칩주기이다. 그림

1에서 보인 것처럼 상관값의 개형은 한 PRN 신호의 상관

값의 개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C-PRN 생성을 위해 사용

한 한 PRN 신호의 PRNR (Peak to Root-mean-square Noise 
power ratio of correlation values)은 16.99dB이며, 이를 포함

한 C-PRN 신호의 PRNR은 16.97dB로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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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방송재밍신호에의해왜곡된수신신호의비동기상

관값 [6].
Fig. 2. Non-coherent correlation values of a distorted received 

signal caused by a repeat-back jamming signal [6].

JSR (Jamming to Signal power Ratio)이 –3dB, 
  ,  Hz인 RBJ 신호가 함께 수신된 경우 정

확한 동기시점을 기준으로 ± 내의 정규화 된 상관 값

의 개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재방송재밍기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는 재방송

재밍기의 클록(clock) 오차 등으로 인해 ±Hz 이내에서

균등분포를 갖도록 설정했다. 그림 2는 는 79Hz로 설정

된 경우이다. 그림 2와 같이 C-PRN 신호를 사용하면 RBJ 
신호를 단순한 다중경로신호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

III. 제안한 기법

SIC 기법은 [7]과 [8]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상용화된 이

동통신 체계 가운데 하나인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의 약점인 다중접속(multiple access)과 근원효

과(near-far effec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GPS를 포함한 대부분의 GNSS에서 통신물리계층으로 적용

한 CDMA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 또는 수신기가 상관특

성이 좋은 PRN 신호로 서로를 구분해 다중접속을 실현한

다. 그러나 다중접속으로 인해 성능이 열화되며, 사용자와

기지국의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원효과로 인한 성능

열화도 자주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

나로 연구된 것이 바로 SIC 기법이다. SIC 기법은 한

CDMA 수신채널에서 가장 큰 신호 또는 간섭 신호를 처리

하고, 처리된 주요 정보를 활용해 이 신호를 재생성한 후

기존 수신신호에서 이를 차감해 수정된 수신신호를 생성하

고, 이를 반복함으로서 다중접속과 근원효과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SIC 기법은 [9]에서 GPS 의
사위성(pseudolite)의 사용에 따른 근원효과 완화를 위해 적

용한 바 있다.
SIC 기법처럼 식 (1)에서 보인 RBJ 신호수신모형에서

RBJ 신호 제거에 의한 성능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JSR
이 3dB, 가 인 경우와 JSR이 10dB, 가 인

경우 완벽한 단일 RBJ 신호 추정에 의해 원신호 복원이 가

능한지 검토한다. 각 설정에 따른 RBJ 제거 전과 후의

C-PRN 신호를 사용한 상관값 개형은 그림 3과 그림 4와

그림 3. JSR이 3dB, 가 일때, (a) RBJ 신호 제거 전과

(b) 제거후의C-PRN 신호를사용한상관값개형.
Fig. 3. Correlation values of (a) a received signal and (b) a 

modified received signal after cancelling an RBJ signal 
using a C-PRN signal, when JSR is 3dB and  is .

그림 4. JSR이 10dB, 가 일때, (a) RBJ 신호제거전과

(b) 제거후의C-PRN 신호를사용한상관값개형.
Fig. 4. Correlation values of (a) a received signal and (b) a 

modified received signal after cancelling an RBJ signal 
using a C-PRN signal, when JSR is 10dB and  is 

.

같다. 그림 3과 그림 4를 도시하기 위해 GPS L1 C/A 신호

를 사용하였다. 
그림 3(a)처럼 RBJ 신호 제거 전 C-PRN을 사용한 상관

값의 첨두는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을 벗어나 화살표로 표

시한 것처럼 RBJ 신호의 전파지연만큼 지연되어 나타나며, 
이를 추적할 경우 정확한 동기시점을 결정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을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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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SRC (Successive RBJ signal Cancellation) 기법의

구조.
Fig. 5.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RC (successive RBJ signal 

cancellation) scheme.

SIC 기법처럼 임의의 기법으로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

를 추정한 후 이를 재생성해 수신신호로부터 이를 제거한

다면 그림 3(b)처럼 정확한 동기시점에서 첨두치를 갖는 수

정된 수신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그림 4처럼

JSR이 크고, 재방송재밍기가 수신기에 더 근접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JSR이 큰 경우 식 (1)에서 보인

RBJ 신호의 AWGN 성분이 재방송재밍기에 의해 크게 증

폭된 후 수신기에 수신되기 때문에 잡음에 의한 왜곡이 커

지며 이로 인해 상관 값으로부터 정확한 동기시점을 오인

할 수 있다.
SIC 기법과 앞서 언급한 C-PRN 신호를 활용해 그림 5처

럼 RBJ 신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SRC (Successive 

RBJ signal Cancellation)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5에서 는

째 SRC 기법이 적용된 후 수정된 수신신호, , , , 
는 각각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인 추정된 진폭, 지연

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 는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

를 바탕으로 재생성한 RBJ 신호를 의미한다. 제안한 기법

에서는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C-PRN 신
호를 사용한다. 다수의 재방송재밍기가 있는 경우 그림 5의
SRC 기법을 반복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단

일 재방송재밍기가 있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제안한 SRC 기법의 진폭, 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

이 추정기는 이미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그대로 사

용하거나 새로 설계해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10]과 [11]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추정기법을 사용한 사례

만을 고려하며, 본 기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정

기법의 조합 또는 새로운 추정기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로 다룬다.

IV. 모의실험 및 분석

[11]처럼 GNSS에서 위치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의사거리(pseudorange)이며, 의사거리는 DLL에서 추적

을 통해 결정한 부호동기로부터 얻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추적을 완료한 후 얻은 부호동기추정오차에 대한

RMS 값을 성능지표로 활용한다.

그림 6. 추정오차의표준편차에따른 JSR 대비RMS 부호동

기추적오차.

Fig. 6. JSR vs. RMS code tracking errors according to a  

standard deviation.

그림 7.  추정오차의표준편차에따른 JSR 대비 RMS 부호동

기추적오차.

Fig. 7. JSR vs. RMS code tracking errors according to a  

standard deviatio.

모의실험 수행을 위해 전체시행회수는 회, JSR은 0dB
부터 16dB,  , 로 매 시행에서 GPS 위성의

PRN 번호는 균등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로 생성하고, GPS 
L1 C/A 신호를 고려하였으며, GPS 위성의 반송파 신호 전

력 대 AWGN의 전력 비(carrier-to-noise power ratio, )

는 [10]에서 보인 것처럼 44dB-Hz인 일반적인 야외 가시

(line-of-sight) 수신환경을 고려했다.
먼저 C-PRN을 사용한 RBJ 신호추정을 위한 특별한 기

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 , , 에 [10,11]에서

정리한 대표적인 주요 매개변수 추정기법의 성능을 고려해, 
특정 값을 표준편차로 갖는 정규분포의 오차가 야기된 때

JSR에 따른 RMS 부호동기추정오차는 그림 6부터 그림 9와
같다. 그림 6부터 그림 9에서 , , , 는 각각

, , , 의 의도한 추정오차, std는 의 표준편

차, ‘Error free’는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 추정에 오차가

전혀 없는 경우의 RMS 부호동기추정오차이다. ‘Error free’
일 때의 RMS 부호동기추정오차의 개형은 재방송재밍기에

의해 증폭된 후 수신된 AWGN과 수신기 자체의 AWG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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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추정오차의표준편차에따른 JSR 대비 RMS 부호동

기추적오차.

Fig. 8. JSR vs. RMS code tracking errors according to a  

standard deviation.

그림 9.  추정오차의표준편차에따른 JSR 대비 RMS 부호동

기추적오차.

Fig. 9. JSR vs. RMS code tracking errors according to a  

standard deviation.

그림10. RBJ 신호 추정을 위해 NWPR 기법, ELP DLL, 
FQATML PLL, FQATML FLL을 사용했을 때 제안한

SRC 기법의 JSR 대비RMS 부호동기추적오차.
Fig. 10. JSR vs. RMS code tracking errors of the SRC scheme 

when the NWPR method, ELP DLL, FQATML PLL, and 
FQATML FLL are used to estimate the major parameters 
of an RBJ signal.

의해 열화된 것이며, 그림 6부터 그림 9에서와 같이 JSR이
약 16dB일 때 약 0.6m의 RMS 부호동기추정오차를 보인다.

그림 6처럼 제안한 SRC 기법은 RBJ 신호의 진폭 추정

오차에 특히 민감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파수 추정 오차

가 50Hz에 이르는 경우 JSR이 커짐에 따라 RMS 부호동기

추정오차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C-PRN 신호를 사용한 RBJ 신호

추정을 위해 [10,11]에서 보인 것처럼 단순한 AWGN만 수

신되는 환경 하에서 진폭, 전파지연, 주파수, 위상에 대한

최적 또는 준최적 추정기법으로 알려진 NWPR 기법, ELP 
DLL, FQATML PLL, FQATML FLL을 사용해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의 추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단일 RBJ 
신호만 수신된 때의 모의실험을 통한 제안한 기법의 JSR에
따른 RMS 부호동기추정오차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처
럼 언급한 추정 기법의 조합한 경우 제안한 SRC 기법은

JSR이 10dB 이하일 경우 1m 이내의 RMS 부호동기추정오

차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RC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완벽한 DLL을 사용한 때라도 본 논문에서 설정

한 RBJ 신호의 부호동기오프셋이 0.5이므로 GPS L1 

C/A 신호의 한 칩 주기의 의사거리 300m의 절반인 약

150m의 RMS 부호동기추정오차가 야기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RBJ 신호에 따른 의사거리오차를 완화하

기 위해 SRC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SRC 기법은

CDMA 시스템의 다중접속문제 및 근원효과 완화를 위해

제안된 SIC 기법과 RBJ 신호처리에 적합한 C-PRN 신호의

조합을 통해 구성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C-PRN 신호를 활용해 추정한 RBJ 신호의 주요 매개 변수

가운데 제안한 SRC 기법은 RBJ 신호의 진폭 추정오차에

특히 민감함을 확인하였으며, 단순한 AWGN만 수신되는

환경 하에서 진폭, 전파지연, 주파수, 위상에 대한 최적 또

는 준최적 추정기법으로 알려진 추정기법으로 SRC 기법을

구성했을 때 JSR이 10dB 이하일 경우 1m 이내의 RMS 부
호동기추정오차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에 연구된 RBJ 신호의 주요 매개변수 추정 기법을 활용해

SRC 기법의 주요 구성요소인 RBJ 신호 추정기를 구성하였

으며, 추후에는 RBJ 신호에 적합한 주요 매개변수 추정기

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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