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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GPS 신호는 네비게이션,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군 작 을 수행하는 

고가의 무기 체계 한 GPS 신호를 이용하여 정  작

 수행  정  타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는 추세이

다. 그러나 GPS는 지상에서 약 20,000km 떨어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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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성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치정보를 얻는 체계

이기 때문에 수신신호가 약 -160dBW 정도로 휴 폰 

의 1/100에 해당할 만큼 그 세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교란을 받기 쉽다.

  GPS 신호에 한 교란은 크게 GPS 재

(Jamming)과 GPS 기만(Spoofing)으로 나 어진다. GPS 

재 은 GPS 신호와 같은 주 수 역으로 큰 신호 

력을 송출하는 재머를 이용하여 비교  손쉽게 GPS신

호를 교란하는 것이다. GPS 기만은 GPS 기만기가 공

개된 GPS 신호구조를 이용하여 거짓 GPS 신호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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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many systems use the gps signal to get their own position. Because it's cheap and accurate and 

convenient. But, the strength of gps signal is very weak and can be easily interrupted by GPS jamming and GPS 

spoofing. Normally, fighter can use DME, TACAN, etc to correct their position error when GPS is not working. 

But, many aircraft which does not have those kinds of hardware need to pay additional cost to get it. In this 

paper, we propose how to overcome GPS jamming and GPS spoofing by only using data link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the data link protocol to get an exact position information of own unit at gps 

err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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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거나 GPS 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시켜 GPS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상 수신기가 잘못된 치정보

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1]. 이러한 GPS 재 과 기

만의 경우 렴한 비용으로 GPS 신호를 사용하는 고

가의 진화된 첨단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에서 그 괴력이 크다.

  일반 으로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 체계는 자

신의 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제공받기 해 GPS 신

호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GPS 재 이나 GPS 기만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무기 체계는 자신의 치를 악

하거나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아군들에게 올바른 자

신의 치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를 겪게 되어 작 수

행 능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최근까지 GPS 재 이나 GPS 기만을 피하기 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신호 력의 인 크기를 감시, 

신호 력의 변화율을 감시, 상 인 신호 세기 감시, 

코드와 반송 의 변화율 비교, 도 러 변화량 감시, 

성 궤도력 검사 등이 있으나 각각의 해결책에는 한계

가 존재하거나 별도의 추가 인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

하다[1]. 군용체계의 경우는 DME, TACAN과 같은 보조 

항법 장비를 이용하거나 Link-16 용 MIDS 단말기에

서는 상 항법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GPS 비가용 시 자신의 치를 얻을 수 

있는 항법 장비  보조 수단을 종합하여 최 화 된 

치값을 획득하는  보다는 보조 항법장비를 탑재

하지 않고 GPS 장비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수 의 

데이터링크만을 탑재한 체계에서 GPS 재 이나 GPS 

기만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링크 처리기 소 트웨어 개

선만을 통해 비용으로 자신의 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데이터링크 운용 환경에서 자함정보와 표 정보 

공유

  데이터링크를 운용하는 환경에는 다수의 데이터링크

만 탑재한 체계와 소수의 이더와 데이터링크를 탑재

한 체계가 존재한다(이하 본 논문에서 언 하는 모든 

체계는 데이터링크를 탑재한 것으로 가정한다.).

  Fig. 1과 같이 데이터링크를 탑재한 체계는 수  

마다 주기 으로 자함정보(PPLI : Precise Participant 

Location & Identification)를 생성하여 망 가입자들에게 

한다. 이 자함정보에는 고유의 식별자인 트랙번호

(Track Number, 이하 TN), GPS 수신기로부터 획득한 

치정보, 치 품질(Geodetic Position Quality, 이하 

Gpq), 속도, 고도  기타 부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더를 탑재한 체계는 공 /해상/지상 물체를 

이더로 식별하여 표 정보를 생성하고 망 가입자들

과 공유한다. 이 표 정보 한 이더로부터 획득된 

치정보, 속도, 고도, 치품질(Track Quality, 이하 

TQ)  부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트랙정

보 치품질(TQ)와 자함정보 치품질(Gpq)는 그 품

질에 따라 1～15의 값으로 설정되고, GPS 오류인 경

우 Gpq = 0, 비실시간 트랙인 경우 TQ = 0으로 설정

된다.

Fig. 1. PPLI and track information sharing by data link

Fig. 2. Correlation between PPLI and track

  이처럼 데이터링크 망에서 데이터링크 망에 가입되

어 있는 모든 체계의 치정보는 자함정보로 되

며, 해당 체계들은 이더로도 식별되어 표 정보로 

됨으로 이를 수신한 수신체계에서는 동일한 치

에 특정 체계의 자함정보와 표 정보가 이 으로 시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따라서 데이터링크 표 (MIL- 

STD-6016)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해 동일한 

치에 생성되는 자함정보와 표 정보가 하나로 리

될 수 있도록 비교일치 알고리즘(Correlation Algorithm)

을 정의하고 있다. MIL-STD-6016의 비교일치 알고리

즘은 Fig. 2와 같이 특정 체계로부터 수신된 자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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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더에서 획득한 표 정보를 치, 속도, 고도 오

차 기 에 따라 동일한 항 으로 식별하여 데이터링크 

망에 동일 항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데이터링크 표  용으로 이터 탑재 송신체계는 

이더를 이용하여 특정 노드에 한 표  정보를 획

득할 경우 수신되는 자함정보와 비교일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동일한 체계인지 식별하고, 동일 체계로 식

별될 경우 획득한 표 에 한 보고권한을 포기하고, 

획득한 표 정보는 수신된 자함정보와 동일 TN으로 

내부 으로만 리한다. 이는 일반 으로 GPS 신호를 

이용하여 생성된 자함정보의 치 품질(Gpq)가 이

더를 이용하여 수집된 표 정보의 치 품질(TQ)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터 탑재 송신노드는 비교

일치 된 특정체계의 자함정보가 통신 가시거리를 벗

어나서 수신되지 않거나, 특청체계의 GPS 오류로 인

해 Gpq = 0인 자함정보를 수신할 경우 내부 으로 

리하던 자함정보와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망으로 

송신함으로써, 망 가입자들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

함정보로 수신하던 특정 체계에 한 치 정보를 연

속 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Fig. 3. Sharing position information using PPLI 

information when transmission system is normal

  Fig. 3은 기 인 데이터링크 운용 모델로 데이터

링크 사용 환경에서 송신체계 정상 운용 시 자함정보

에 의한 치정보 공유 개념을 보여 다. Ⓐ노드는 송

신체계, Ⓒ노드는 이더 탑재 송신체계, Ⓑ,Ⓓ노드는 

수신체계에 해당된다. 송신체계 Ⓐ노드가 정상 운용일 

경우 망가입자 Ⓑ,Ⓒ,Ⓓ노드는 Ⓐ노드에서 생성한 자

함정보를 이용하여 Ⓐ노드의 치를 악한다.

  Fig. 4는 송신체계가 비정상 운용일 경우로 이더 

탑재 송신체계 Ⓒ노드는 이더로부터 획득한 Ⓐ노드

의 치를 자함정보와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망에 

함으로써 Ⓑ, Ⓓ노드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노

드의 치를 연속 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Fig. 4. Sharing position information using track 

information when transmission system is 

abnormal

  MIL-STD-6016 표 은 Link-16의 MIDS 터미 을 사

용하는 체계로 상 항법이나 보조 항법 장비가 장착되

어 있기 때문에 GPS 재 이나 기만 환경에서 송신체

계 자신의 치정보를 획득하기 해 이더에서 제공

하는 동일 TN 표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일반 인 데이터링크를 운용

하는 사양의 송신체계는 GPS 재 이나 기만 환경

에서 자신의 치 획득에 실패하여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오류 정보를 자함정보로 망에 유통시켜 

자함정보를 수신하는 나머지 체계(Ⓑ, Ⓒ, Ⓓ노드)들이 

송신체계의 치 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GPS 재 과 GPS 기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단하기 한 기 이 필요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데

이터링크 망 가입자 모두가 올바른 송신체계의 치를 

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GPS 재  극복 방안

  GPS 재 이나 차단이 발생할 경우 GPS 수신기

는 GPS 신호를 획득하고 추 하는데 문제를 겪기 때

문에 GPS 신호에 한 방해여부를 비교  손쉽게 인

지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링크 처리기는 GPS 신호 

방해여부를 GPS 수신기로부터 수신하여 GPS 재 이

나 차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① [송신 체계, Ⓐ노드] GPS 수신기에서  방해 

여부를 확인한 경우 데이터링크 처리기는 자함정보 내

의 치품질(Gpq) 값을 0으로 설정하여 Gpq = 0인 자

함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한다(Fig. 5 참조).

  ② [ 이더 탑재 송신 체계, Ⓒ 노드] Gpq = 0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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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보를 수신한 경우 자함정보와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하고, 해당 체계의 치는 표

정보를 이용한다. 데이터링크 망으로는 Fig. 6와 같

이 Gpq = 0인 자함정보와 동일 TN의 표 정보가 모

두 유통되며 해당 송신 체계의 치정보는 표 정보

를 이용하기 때문에 GPS 재 을 겪는 체계의 표 정

보의 송주기를 일반 인 표 의 송주기(약 12 )

보다 짧은 3～6  정도로 짧게 하여 송신한다(Fig. 7 

참조).

시작

GPS 수신
상태 정상

N (GPS 재밍 상태)

N (GPS 기만 최초 판단)

Y

종료

Y (GPS 정상) 동일 TN 표적정보의
위치정보 사용

자함정보의
Gpq=0 설정

동일 TN 표적정보의
위치정보 사용

자함정보의
Gpq=0 설정

GSP Spoofig
Indicator=1 설정

오차범위
ε 이하

최초 GPS 기만
발생여부 판단

GPS
Spoofing
Ind=1

종료

자함정보의
Gpq>0 설정

종료

N 

Y  (GPS 기만상태)

GPS 신호의 위치
정보 사용

GPS 정보수신

  Fig. 5. Algorithm for managing own unit position 

information and PPLI in transmission system 

according to GPS jamming and spoofing

Fig. 6. PPLI and track information data flow with GPS 

jamming and spoofing

시작

표적정보
송신 중단

동일 TN 표적정보 송신

Y (GPS 정상)

종료

Gpq>0
N  (GPS 비정상)

자함정보 수신

  Fig. 7. Algorithm for generating track information 

according Gpq value in transmission system 

which has radar function

  ③ [송신 체계, Ⓐ노드] 기존 MIL-STD-6016 표 에

서 송신체계는 자신의 TN와 동일한 TN의 수신 표  

정보는 무시하 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GPS 재  환경에서 이더 보유체계로부터 수신된 

동일 TN의 표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체계 자신의 

치정보로 사용한다. GPS 재  지역을 벗어나 정상 인 

GPS 동작이 시작 될 경우 GPS 신호를 체계 자신의 

치정보로 사용하고 가입자망에 Gpq > 0인 자함정보

를 주기 으로 송신한다.

  ④ [수신 체계, Ⓑ, Ⓓ노드] Gpq = 0인 자함정보와 

동일 TN 표 정보가 수신되기 때문에 이 시를 방

지하기 하여 Gpq = 0인 자함정보에서는 고유의 부

가정보 만을 취하고, 치정보는 수신된 동일 TN 표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체계의 항 을 시하고 리

한다.

4. GPS 기만 극복 방안

  GPS 기만이 발생한 경우 GPS 수신기는 GPS 기만의 

발생여부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GPS 기만 

발생을 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 데이터링크 표 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작을 

최 한 그 로 유지하고, GPS 기만 시 발생되는 기만 

패턴은 최  기만 발생 시 치를 하는 모델로 한

정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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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는 최  GPS 기만이 발생한 경우이다. 

GPS가 정상 으로 운용되다가 GPS 기만이 발생할 경

우 기존의 치 정보에서 항로가 되어 이탈되는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GPS의 과거 치와 재 

치를 비교하여 최  GPS 기만 여부를 단한다. 송신

체계는 GPS 수신기로부터 치정보, 속도(Speed)  

항로(Course) 정보를 수신하고, 이 GPS 신호는 주기(T) 

마다 데이터링크 처리기로 달되므로, GPS신호를 수

신했을 때 이  치로부터 체계가 이동 가능한 최  

거리는 식 (1)과 같이 이  속도  최  가속도를 고

려한 이동거리와 체계의 최  속도일 때의 이동거리 

에서 작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max 






max max (1)

  max ≤  (2)

 : n번째 주기의 GPS 수신기로부터 획득한 치

 : n번째 주기에서 GPS 수신기로부터 획득한 속도

max  : 체계의 최  가속도

max  : 체계의 최  속도

  : 경과시간(GPS 신호 수신 주기로 일반 으로 1 )

max  : 체계의 최  이동 가능 거리

 : 최  GPS 기만 발생여부를 단하기 한 임계값

(Threshold)

  최 로 GPS 기만에 의한 치 핑이 발생될 경우 

GPS 정상 상태 주기의 GPS 신호에서 획득한 치와 

GPS 기만 상태인  재 GPS 신호에서 획득한 치의 

차이는 체계의 최  이동 가능거리(Lmax)를 벗어나게 

됨으로 식 (2)로 최 의 GPS 기만 상태 악이 가능하

다. 그러나 GPS기만에 빠진 상태에서  모델이 아

닌 진 인 일정한 궤  운동을 하는 GPS 기만 신호

를 수신할 경우 식 (1), (2)로는 더 이상 연속 인 GPS 

기만 여부를 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식 (1), (2)는 최  

GPS 기만이 발생여부에 한 단만을 수행한다. 따라

서 최  GPS 기만이 발생했다고 단되면 송신체계는 

GPS 이상을 나타내도록 Gpq값을 0으로 설정하여 자함

정보를 송신하고, GPS 기만이 발생했다는 것을 리하

기 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GPS Spoofing Indicator 

필드를 기본값 0(정상상태)에서 1(기만상태)로 설정한

다(Fig. 5 참조).

  두 번째 단계는 GPS 기만의 지속여부와 정상복구 

여부를 단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GPS 기만을 겪

고 있는 송신체계에서 이더 송신체계로부터 수신된 

동일 TN 표 정보를 이용하여 단한다. 송신체계는 

자신과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수신할 때마다 GPS 

수신기에서 획득한 치와 표 정보에서 획득한 치

와의 오차를 비교한다.

  이 값은 GPS 기만이 없을 경우 일정 거리 이내에 

존재하나 GPS 기만이 발생할 경우 큰 거리 오차가 발

생하게 된다. GPS 기만으로 인해 동일 TN 표 정보가 

수신될 경우 GPS 기만의 지속 여부를 단하기 한 

임계값을 λ로 정의하면, GPS 기만 지속여부는 식 (3)

을 이용하여 단할 수 있다.

≤ 신호현재위치 표적정보현재위치 (3)

 : GPS 기만 지속여부를 단하기 한 임계값

  GPS 기만 여부를 단하기 한 임계값 λ는 리모

트에서 수신한 동일 TN 표 정보와 GPS 신호의 재 

치가 동일한지 단하는 기 을 잡기 해 사용되

는 것으로, 앞서 설명된 술데이터링크 표 의 비교

일치 개념과 동일함으로 비교일치 기 을 용하여 

용할 수 있다. 이 λ 값은 트랙정보의 치품질(TQ)와 

GPS가 정상상태 일 때 마지막으로 수신된 자함정보

의 치 품질(Gpq)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데이

터링크 표 (MIL-STD-6016) 비교일치 알고리즘에서 제

시하는 거리기 (Correlation Window)를 용하면 Table 

1에서와 같이 TQ와 Gpq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 다만 

MIL-STD-6016 표 에서도 해당 기 은 운용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라메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수식

에서도 λ값은 기 값을 기반으로 이더의 성능과 실

제 운용상의 마진를 고려하여 최  값을 도출할 필요

가 있다.

  송신체계는 GPS 치와 표 정보의 치 오차가 임

계값 λ를 과할 경우 GPS 기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단하고 Gpq = 0인 자함정보를 주기 으로 송

신하며 GPS Spoofing Indicator 값을 1로 리한다. 만

약 이 오차가 임계값 λ 이내인 경우에는 GPS 기만이 

해소된 것으로 단하고, Gpq > 0인 자함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하며 GPS Spoofing Indicator값은 0으로 되

돌려 놓는다(Fig.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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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ference for the default λ value according to 

TQ and Gpq[2]

Gpq

TQ

10 9 8

>10 0.66dm 0.69dm 0.75dm

9 1.10dm 1.13dm 1.13dm

8 1.68dm 1.69dm 1.70dm

7 3.43dm 3.43dm 3.44dm

1dm(data mile) = 1.8288km

시작

GPS
Spoofing
Ind=1

N (GPS 정상상태)

N (GPS 기만상태)

Y (GPS 기만상태)

종료

Y  (GPS 정상복귀)

동일 TN 표적정보의
무시

GPS 신호를 이용한
자함전시

동일 TN 표적정보의
위치정보 사용

자함정보의
Gpq=0 설정

자함정보의
Gpq>0 설정

GSP Spoofig
Indicator=0 설정

오차범위
λ 이하

GPS 기만
지속여부 판단

GPS 신호의 위치정보
사용

표적정보 수신

  Fig. 8. Algorithm for distinguishing continuous GPS 

spoofing in transmission system

  식 (3)을 용함에 있어서 GPS 신호의 치와 표

정보의 치 정보는 송주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신된 치 정보는 과거의 특정 시각 기 인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식 (3)의 GPS 신호의 재 치와 

표 정보의 재 치를 산출하기 해서는 재 시각 

기 의 치정보로 시간 기 을 일치시켜야하는데, 일

반 으로 이동물체의 재 치를 추정하기 한 방법

으로는 Fig. 9과 같이 직선운동을 하는 등속직선운동을 

가정하여 Extrapolation 기법을 이용한다. 이를 수식화

하면 과거 획득한 표 의 치, 속도정보로부터 재

치를 식 (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4)

 ′ : 재 치

 : 과거 이더 획득 표  치

 : 속도

 : 경과시간( 재시각-표 획득시각)

t=0

t=1

t=2

t=3

Fig. 9. Concept of Extrapolation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링크 망에 가입

한 각 체계는 GPS 기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동작한다.

  ① [송신 체계, Ⓐ 노드] 데이터링크 처리기는 GPS 

신호가 수신될 때마다 GPS 치 오차를 계산하여 이 

값이 임계값 ε를 과할 경우 GPS 기만 상태로 단

하고, GPS Spoofing Indicator = 1로 설정 후 Gpq = 0

인 자함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한다. Gpq = 0인 자함

정보 송신 후에는 수신되는 동일 TN 표 정보를 자신

의 치정보로 사용하며, GPS 기만 지속여부 단을 

해 GPS 치와 표 정보의 치 차이를 계산하여임

계값 λ 이내에 들어오는지 분석한다. 이 값이 임계값 

λ 이내에 들어올 경우 GPS 기만이 해소된 것으로 

단하고, GPS Spoofing Indicator = 0로 설정 후 Gpq > 

0인 자함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하며 자함의 치 정

보는 GPS 신호를 이용한다(Fig. 5, Fig. 8 참조).

  ② [ 이더 탑재 송신 체계, Ⓒ 노드] Fig. 7에서 보

듯이 자함정보를 수신하면 Gpq = 0 여부를 이용하여 

GPS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분한다. Gpq = 0인 송

신체계의 자함정보를 수신한 경우 자함정보와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주기 으로 송신하고, 해당 체계의 

치는 표 정보를 이용한다. 이때 다른 노드들(Ⓐ, Ⓑ, 

Ⓓ)은 Ⓒ 노드가 송신한 송신체계(Ⓐ)와 동일 TN 표

정보의 치정보를 이용하므로, 이더 탑재 송신체계

(Ⓒ)는 GPS 기만을 겪는 송신체계(Ⓐ)의 동일 TN 표

정보 송주기를 일반 인 표 의 송주기(약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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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짧은 3～6  정도의 주기로 짧게 하여 송신한다. 

Gpq > 0인 자함정보가 수신될 경우 GPS 기만이 해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동일 TN의 표 정보를 송신하지 

않는다.

시작

동일 TN 표적정보의
위치 정보 사용

자함정보의
위치정보 사용

Gpq=0

Y  (GPS 비정상)

N

종료

자함정보의
Gpq확인

존재

동일 TN 자함정보와
표적정보 존재확인

N (GPS 정상)

자함정보 OR
표적정보 수신

Fig. 10. Algorithm for using own unit posi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Gpq Value in receiver sys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PS 신호 수신(1초 주기)
● 자함정보 송신(6초 주기)
★ 표적정보 수신(3초 주기)

1s

GPS 기만 지속 (λ초과)
GPS Spoofing Ind=1
자함위치=표적정보위치

Gpq>0 자함정보 송신

GPS 기만 해제 (λ이내)
GPS Spoofing Ind=0
Gpq>0 설정
자함위치=GPS정보위치

Gpq>0
GPS Spoofing Ind=0
자함위치=GPS정보위치

최초 GPS 기만 발생 (ε초과)
Gpq=0 설정
GPS Spoofing Ind=1

GPS Spoofing Ind=1
Gpq=0 인 자함정보 송신

GPS 기만 경로

정상경로

○

Fig. 11. Demonstration how to acquire own unit position 

information in GPS spoofing environment

  ③ [수신 체계, Ⓑ, Ⓓ노드] GPS 기만 시 GPS 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노드는 Gpq = 0인 자함

정보와 동일한 TN의 표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이

시를 방지하기 하여 Gpq = 0인 자함정보에서 

고유의 부가정보를 취하고, 동일 TN의 표 정보로부

터 치정보를 획득하여 시하고 리한다(Fig. 10 

참조).

  Fig. 11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GPS 기만모델에 

따라 GPS 기만 환경에서 송신체계에서 자신의 치정

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한 설명을 보여 다.

5. 체계 용  시험

  본 알고리즘은 한국형 합동 술데이터링크 체계

(JTDLS)개발에 용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 다. 

JTDLS에서 개발된 무선 모뎀은 기존 음성무 기를 사

용하여 데이터링크 망을 구성하는 체계로 상 항법이

나 별도의 항법장비가 용되지 않은 체계이다. 따라

서 GPS 재 이나 기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치 정

보에 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 없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용함으로

써 GPS 오류  기만으로 인한 제약 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 다. Fig. 12은 실

제 개발된 체계에서 GPS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치가 보정되는 상황을 캡쳐한 것으로 (a)는 항공기

(TN00041)가 도(N 37:18:45), 경도(E127:00:00)의 

치에서 정상 으로 작  수행  일 때의 화면을 나타

내며, (b)는 GPS 비정상 상태로 TN00041의 치가 서

쪽으로 이동되어 시되는 화면을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c)는 GPS는 비정상 상태이지만 이더 사이트로부

터 TN00041의 재 치를 표 정보로 수신하여 해당 

치를 제시된 알고리즘으로 보정하고 결과 으로 자

신의 치를 원래의 정상 인 치로 시하고 있는 

결과화면을 보여 다.

6. 결 론

  최근 국내외 GPS 교란으로 인해 GPS 신호를 

이용하는 군용 무기체계, 민간항공기  선박 등이 

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하게 된

다. 표 인 GPS 교란인 GPS 재 과 기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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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wn unit position with normal GPS status

(b) Own unit position with abnormal GPS status

  (c) Own unit position with abnormal GPS status by 

applying the proposed algorithm

 Fig. 12. Display of own uni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GPS status

향 범 가 넓고 향도가 크기 때문에 교란을 시키

기 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보

완하기 한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GPS 

재   GPS 기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단하고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GPS 방해를 겪는 체

계가 자신의 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뿐만 아니라 망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 체계의 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다.

  일례로 최근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Fig. 13과 같

이 지상 제소에서 통제 능력 향상  민간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각 항공기와 GPS 치를 송

/수신하여 서로간의 치를 확인하는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민간항공기 데이

터링크체계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ADS-B  민간

항공기 데이터링크 체계 한 항공기의 치 정보를 

주로 GPS  항법 장치를 통해서 생성하고 있으므로 

GPS 재 이나 기만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 간 충돌이

나 지상 제소의 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별도의 책이 실히 필요하다.

    Fig. 13. Concept of data link operation for the 

commercial aircraft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장착이나 교체 없이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체계의 처리기 소 트웨어 수정만으로 용이 가능

하므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장치 구성이 가능하다. 

한 군사용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도 용하여 GPS 재

이나 기만으로 인한 험으로부터 안 하게 체계

가 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높다.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체계에서 GPS 재 (Jamming)과 GPS 기만(Spoofing)을 효과 으로 극복하기 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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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과제

  본 논문은 GPS 기만이 최  발생 시 치가 하

는 운동 모델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향

후 GPS 기만이 발생하는 패턴을 추가 으로 분석하고 

GPS 기만 시 진  치가 변화하는 운동 패턴에 

해서도 GPS 기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알고리즘을 보완할 정이다. 한 GPS 오류 시 상

항법과 추가 인 항법 장비를 탑재한 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치정보를 획득하기 한 최

화 방안 도출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

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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