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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까지 개발된 항재  성항법장치는 주로 형 무반향 챔버  필드시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형 

무반향 챔버를 이용할 경우 노이즈 등 외부환경에 독립 으로 장비를 검증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높은 

비용과 챔버 시설 가용 문제 등의 단 이 있다. 그리고 필드시험의 경우 실제 재 환경과 유사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군용장비의 경우 보안 문제  항상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검 시스템의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재  성항법장치 검 시스템

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검시스템은 크게 소형 챔버, 재  분배기, 재 신호 발생기, 성 모의기로 구성

된다. 소형 챔버에는 다수 재 을 모의하기 해 다수의 안테나를 내부에 설치하 고, 다수의 재  신호를 

제어하기 한 재  분배기를 새롭게 설계하 다. 검 시스템의 자체 성능 시험과 항재  성항법장치와

의 연동 시험을 통해 제안한 검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위성항법시스템∣재머∣항재밍 위성항법장치∣챔버∣재밍 모의기∣

Abstract

These anti-jamming GPS systems are verified using large anechoic chamber or field-test until 

now. When using a large anechoic chamber, Independent verification from external enviroments 

like noise is an advantage but high cost and availability of chamber are disadvantages. And in 

case of field test, verification under real propagation enviroment is an advantage but security 

problem of military equipments and problem of making same test condition are disadvantages. 

This paper presents an newly developed anti-jamming GPS test system. This test system mainly 

consists of small anechoic chamber, jamming divider, jamming signal generator and satellite 

simulator. The small anechoic chamber is installed many jamming antennas to transmit multi 

jamming signals and the jamming divider is newly developed to control multi jamming signals. 

According to self performance test and combined test with Anti-jamming GPS receiver, we 

verified our system's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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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GPS시스템은 미 국방부에서 미사일 유도를 한 군

사  목 으로 1978년경부터 구축한 신체계이다[1]. 이

러한 GPS시스템은 재 국방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에

서도 리 활용되고 있다. 국방 분야의 경우 주로 유도

탄, 유·무인 항공기, 함정, 차, 통신장비 등에 활용되

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휴 폰, 네비게이션, 운동 보

조 장치,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사용 이다. 이 게 

치와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GPS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지상 2만[km]이상의 원거리에서 송신되는 GPS 신호

벨은 -130[dBm]수 (열잡음 이하)으로 재 에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다[1]. 2011년 3월4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교란에 의해 민간분야에서

는 휴 폰 간 혼선  시간 오차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

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2]. 이러한 의도 인 GPS 재

 공격은 많은 무기체계에서 GPS 시스템을 활용하는 

우리 군에게 큰 력 손실을 래할 수 있다. GPS 재  

공격에 한 처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첫

째 재머의 치를 찾고 무력화 시키는 방법, 둘째 GPS 

수신장치 에서 재  신호를 인지 한 후 GPS를 체할 

수 있는 다른 보조 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유지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GPS 수신기 자체를 일정 재  

신호에 내성을 가지도록 설계/제작하는 방법이 있다[3].

이  재 국내에서는 비용 비 효과를 고려하여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 항재  성항법장치 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이 게 개발된 항재  성항법장치의 성능

검증은 재까지는 주로 형 무반향 챔버  필드시험

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하지만  2가지 방법의 경우 

높은 비용, 장비보안 문제, 챔버 시설가용 문제 등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챔버를 이용하여 기존 시험방식

이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하는 할 수 있는 항재  

성항법장치 검 시스템의 설계  검증결과에 해 기

술한다. 본론 II-1에서는 기존 시험 방식의 장·단 , 

II-2에서는 시스템 구성  설계 사양, II-3에서는 시스

템 자체 성능시험 결과, II-4에서는 실제 항재  성항

법장치와 연동한 시험결과에 해서 기술한다.

II. 본 론 

1. 기존 시험 방식의 장․단점
1.1 대형 무반향 챔버 시험(Anechoic Chamber Test)
항재  성항법장치 성능 검증을 해 재까지 가

장 보편 으로 사용해온 방식이다. [그림 1]과 같이 

형 무반향 챔버에 DUT(Device Under Test)를 설치 한 

후 원하는 치에 재머와 송신용 안테나를 거치 를 이

용하여 설치 한 후 시험을 수행한다[4][5]. 챔버를 사용

할 경우 외부 신호 잡음에 독립 으로 재 신호에 한 

DUT 고유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성능 

검증을 한 용 형 무반향 챔버 시설 구축 시 수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고 재까지 국내에 항재  

성항법장치 성능 검증을 한 용 챔버가 없어 EMI

시험 챔버 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무반향 챔버 시험 구성 

1.2 필드 시험(Outdoor Field Test)
필드 시험의 경우 실제 성신호와 재머를 이용하여 

실제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DUT를 시험 할 수 있고 정

시험(static test)와 동 시험(dynamic test)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5]. 하지만 실제 live 성의 특

성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의 향으로 검증의 재 이 어

렵고 재 국내에서 개발된 항재  성항법장치의 경

우 유도무기, 무인기 등 보안성이 요구되는 군용장비에

서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야외 필드시험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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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드 시험 구성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사양
기존 검 시스템의 단 을 극복하기 해서 본 논문

의 검 시스템은 소형화, 시스템의 용화, 시험환경의 

재 성이 유지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구 하기 

해 재  신호발생기, 재  분배기  안테나, 성모의

기, 소형 검 챔버를 이용하여 체 시스템을 구성하

다.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본 검 시

스템은 크게 재  모의 기능과 성 모의 기능이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재  모의 기능은 재  신호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재

 신호가 재  분배기를 거쳐 소형 검 챔버에 장착

된 8개의 재  안테나를 통해 항재  성항법장치에 

재  신호를 인가하도록 설계하 다. 이때 인가되는 재

 신호의 종류(주 수, 크기)와 개수는 운용자가 

ethernet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다. 그리고 성 

모의 기능은 성 모의기에서 모의된 성신호가 소형 

검 챔버에 장착된 성안테나를 통해 항재  성항

법장치에 모의 성신호를 인가하도록 설계하 다. 

구분 기능 주요사양

재밍신호
발생기 ·GPS재밍 신호 모의

·9[kHz]~3[GHz]
·-144[dBm]~21[dBm]
·CW, AWGN 모의기능

재밍
분배기 ·GPS재밍 신호 분배 ·1×8 분배(1 input, 8 output)

·수동/자동(ethernet) 제어 기능

위성모의기·위성 신호 모의
·GPS L1,L2C, GLONASS L1 
위성 32CH 동시 모의기능

·-160[dBm]~-65[dBm]
소형 

점검챔버
·위성 및 재밍 신호 흡수 
및 차폐

·흡수율 :　-30[dB] at 1.575[GHz]
·모델명 : VHP-4　

재밍/위성 
안테나 ·위성 및 재밍 신호 방사·VSWR=1.5:1, RHCP

·Gain = 3.5[dB] at Zenith

표 1.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사양

2.1 재밍 신호발생기
재  신호발생기는 GPS L1(1575.42[MHz]), GPS 

L2C(1227.60[MHz], GLONASS L1(1602.0[MHz] 역

의 재  신호를 모의하기 하여 dynamic range가 

3[GHz]까지 가능하고 역 재  모의(CW : 

Continuous Wave)  역 재  모의(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가 가능한 signal 

generator를 사용하 다.

2.2 재밍 안테나 및 분배기
비행 인 유·무인 비행체의 경우 비행고도 로 일

과 비행자세에 따라 GPS안테나에 입사되는 재  신호

의 방향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재  

환경을 최 한 유사하게 모사하기 해 [그림 4]와 같

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8개의 재  안테나를 시스템

에 용하 고 1∼4번 안테나와 5∼8번 안테나를 좌·우 

칭구조로 배치하 다. 그리고 1개의 재 신호 발생기

의 출력을 8개의 재  안테나로 공 하기 해 RF 

divider와 switch를 이용하여 18인치 rack mount 타입

의 1×8 재  분배기를 설계하 다. 설계된 재  분배기

의 삽입손실은 –10[dB]이다. [표 2]의 재  안테나 

치 정보는 항재  성항법장치를 기 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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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테나 배치도

구분 방 각 고각 거리
재밍 안테나#1 +13° +40° 134[cm]
재밍 안테나#2 +20° +27° 134[cm]
재밍 안테나#3 +11° +18° 134[cm]
재밍 안테나#4 +14° -21° 134[cm]
재밍 안테나#5 -13° +40° 134[cm]
재밍 안테나#6 -20° +27° 134[cm]
재밍 안테나#7 -11° +18° 134[cm]
재밍 안테나#8 -14° -21° 134[cm]

표 2. 재밍 안테나 위치 및 거리

2.3 위성 모의기
성 모의기는 GPS L1, L2C, GLONASS L1 성이 

동시에 32채  모의가 가능하고 출력 신호 세기가 -160 

∼ -65[dBm]인 시뮬 이터를 사용하 다. 시뮬 이터

는 운용자가 원하는 시각  치의 성 데이터를 모

의 할 수 있어 시험 장소  시험 시간에 계없이 항상 

동일한 성 신호모의가 가능하다.

2.4 소형 점검 챔버
시스템의 소형화를 해서 안테나와 DUT 사이의 간

격을 최소화 해야한다. 하지만 시험의 신뢰성과 신호 

간 간섭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격 거리에 한 설계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챔버 크

기를 결정하기 해 안테나와 DUT 사이의 far-field 

역을 만족하고, 원래 재 신호 비 1차 multi-path가 

65[dBm]이상 감쇄하도록 챔버 크기를 결정하 다. 사

용되는 안테나의 크기는 GPS 장의 1/2보다 작기 때

문에 far-field 거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7].

      (1)

GPS 역  가장 낮은 주 수인 L2C 역

(1227.60[MHz])을 기 으로 식(1)로부터 계산되는 

far-field를 만족하는 최소 이격거리는 48.8[cm]이다. 검

증하고자 하는 항재  성항법장치의 경우 

-100[dBm]가 넘는 재  신호에 해서만 유효한 신호

로 단한다. 따라서 1차 multi-path에 의한 신호가 

-100[dBm]보다 높게 되면 DUT는 multi-path로 발생

한 신호를 다른 방향의 재  신호로 인식하여 원하는 

방향에서의 재  신호 모의가 불가능하다. 사용한 흡수

체는 VHP-4 모델로 GPS 역에서 약 30[dB]의 감쇄

를 가진다. Far-filed 역, 1차 multi-path의 신호 세기

와 사용된 흡수체 감쇄율을 고려하여 재  안테나와 

DUT 사이는 134[cm], DUT와 흡수체 사이는 45[cm]로 

설계하 다. 이 설계 값으로 챔버를 설계 시 안테나와 

DUT 사이에 far-field 조건과 1차 multi-path 크기 제

약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성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이격 거리는 수신 안테

나에 인가되는 모의 성 신호세기가 실제 성신호 세

기인 –130[dBm]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거리를 기 으

로 삼았다. 성 모의기 신호 세기가 -90[dBm]일 때 

[표 3]의 성 모의 계통 total loss(-40.28[dB])과 

Friis's formula 식(2),(3)을 이용하여 이격 거리를 약 

85[cm]로 설계하 다. 체 소형 검 챔버의 크기는 

[그림 5]와 같다.

[표 3]의 total loss는 GPS L1 역에서의 설계 값이

다. 이때 Pt, Gr, Gt의 값이 0[dB] 기 으로 공간손실 값

을 계산하 다. 용된 이블은 재  모의 계통이 

15[m], 성 모의 계통은 12.5[m]이다. 이블은 

LMR-200을 사용하 으며 삽입손실은 0.424[dB]/m이

다.






 


     (2)

    

  (3)

Pt, Pr : 송,수신 신호 세기
Gt, Gr : 송,수신 안테니나의 gain
R : 송,수신 안테나간 거리



새롭게 개발된 항재밍 위성항법장치 점검 시스템 설계 및 검증 5

구분 이블
재
분배기

공간손실 total loss

재밍
모의

-6.36[dBm] ,
15[m] -10.00[dBm] -38.94[dB],

134[cm] -55.30[dB]
위성
모의

-5.30[dBm],
12.5[m] - -34.98[dB],

85[cm] -40.28[dB]

표 3. 계통별 total loss(설계 값)

[표 3]의 total loss는 이블, 재  분배기  공간 손

실과 안테나 gain을 포함한 체 손실을 나타낸다. 

그림 5. 소형 점검 챔버 크기

3. 시스템 자체 성능 시험 결과
설계된 시스템의 자체 성능 시험을 해 스펙트럼 분

석기와 자체 검용 패치 안테나를 이용하여 재  모의

계통과 성 모의 계통의 실제 total loss를 측정하여 설

계한 값과 비교 분석하 다. 

구분

total loss

설계 값
(A)

측정 값(B),
3회 평균

차이(A-B)

재밍 안테나#1

55.30[dBm]

55.86[dBm] -0.56[dBm]
재밍 안테나#2 57.30[dBm] -2.00[dBm]
재밍 안테나#3 58.13[dBm] -2.83[dBm]
재밍 안테나#4 64.44[dBm] -9.14[dBm]
재밍 안테나#5 56.33[dBm] -1.03[dBm]
재밍 안테나#6 56.18[dBm] -0.88[dBm]
재밍 안테나#7 60.63[dBm] -5.33[dBm]
재밍 안테나#8 67.47[dBm] -12.17[dBm]
위성 안테나 40.28[dBm] 40.79[dBm] -0.51[dBm]

표 4. 안테나별 total loss(측정 값)

재  안테나#1, #2, #5, #6  성 안테나는 설계 값과 

측정 값의 차이가 -2[dB]내외 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재  안테나#3, #4, #7, #8의 경우 설계 값과 측정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그림 7]과 같이 자체 검용 패

치 안테나의 방사패턴에 의한 결과이다. [표 4]의 결과

로 설계 비 측정한 total loss의 값의 일치성과 좌우

칭(bilateral symmetry) 구조 시스템의 균형성을 검증 

하 다.

그림 6. 자체 성능시험 구성도

그림 7. 자체 점검용 패치 안테나 방사패턴

4. 연동 시험 결과
시스템 자체 성능 결과를 토 로 항재  성항법장

치와 연동시험을 수행하 다. 항재  성항법장치에 

용되는 패치안테나의 특성상 시험의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는 재  안테나#4, #8은 시험 상에서 제외 하

다. JNR(Jamming to Noise Ratio)값은 항재  성

항법장치가 측정하여 내부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한 값

이다. [표 5]와 [그림 9]의 결과로 본 검 시스템에서 

인가 한 재  세기에 따른 항재  성항법장치의 JNR

값이 선형성을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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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설계한 성항법장치 검 시스템이 시간과 장

소에 한 제약조건 없이 안정 으로 항재  성항법

장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그림 8. 연동 시험 구성도

재
세기
[dBm]

재 세기에 따른 안테별 JNR 값

재
안테나#1

재
안테나#2

재
안테나#3

재
안테나#5

재
안테나#6

재
안테나#7

-20 35 35 34 38 38 35
-10 45 45 44 48 48 45
0 55 55 54 58 58 55
15 70 70 69 73 71 70
17 72 72 71 75 73 72
18 73 73 72 76 74 73
20 75 75 75 78 77 75
22 77 77 77 80 79 77

표 5. 연동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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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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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밍세기[dBm]

재밍세기에따른 안테나별 JNR 값

재밍안테나 #1

재밍안테나 #2

재밍안테나 #3

재밍안테나 #5

재밍안테나 #6

재밍안테나 #7

그림 9. 재밍 세기에 따른 안테나별 JNR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신호발생기, 재  분배기  안

테나, 성모의기, 소형 검 챔버를 이용하여 항재  

성항법장치 검 시스템을 설계하 다. 기존 항재  

성항법장치 검 시스템의 단 으로 형 무반향 챔

버의 경우 고비용  낮은 가용성 문제가 있고 필드시

험의 경우 매 시험 시 동일한 시험환경의 재 이 어려

운 단 과 군용장비의 특성상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기존 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하기 해 

항재  성항법장치의 수신 dynamic range를 고려하

여 형 무반향 챔버 비 시스템 검증 시 성능 하가 

발생하지 않은 최  크기의 소형 챔버를 설계하 다. 

그리고 형 무반향 챔버 시설 구축에 발생하는 비용 

보다 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개발비용 

감을 이루었으며 장비의 용화로 높은 가용성을 확보

하 고 필드시험의 단 인 보안문제를 해결하 다. 그

리고 1×8 재  분배기를 설계를 통해 1개의 재  신호

발생기 출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8개의 

재 신호를 모의할 수 있어 검증의 효율성을 증 시켰

다. 한 자체 성능 시험과 항재  성항법장치와의 

연동 시험을 통해 검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검 시스템은 단일 재  신호발생

기를 이용하여 1개의 재머 신호를 8개의 안테나를 통해 

여러 방향으로 모의해 주었다. 하지만 재 개발되고 

있는 항재  성항법장치는 n개의 응배열안테나

(adaptive array antenna)을 이용하여 (n-1)개의 재머에 

응할 수 있게 진화되고 있다[8]. 이에 항재  성항

법장치 시험시스템도 성항법장치의 발 방향에 따라 

멀티 재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 한 추가 설계  시

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최 화된 소형 검 챔버 

설계를 해 안테나 이격 거리에 따른 검 시스템 안

정성  신뢰성 확보를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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