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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GPS L1과 동기된 항법신호 생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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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GPS Signal Generator for the Live GPS Signal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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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호와 동기된 성항법신호를 생성하기 한 하드웨어 신호생성기를 구 한 후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분석하 다. GPS동기 항법

신호생성기의 하드웨어 구 을 하여 재 GPS 성과 동기된 시각정보  GPS 성에서 송하고 있는 항법신호와 동일한 신호

를 생성하기 하여 GPS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혠 모듈을 Novatel사의 OEMStar를 이용하 다.GPS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하여 

GPS 동기 항법 신호 생성기에서 GPS 수신모듈에서 제공되는 클럭정보를 이용하여 기  클럭을 조 하 으며 한 신호 생성기 

내부의 하드웨어의 지연을 고려하여 GPS 신호를 생성했다. 본 논문에서는 GPS 동기 항법신호 생성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Live GPS 신호와 생성 신호간 신호 체를 통하여 수신기의 향을 분석하 다. 실험을 통하여 Live GPS 신호에서 생성신호로 체

가 이루어지는 시 에서도 신호의 끊김없이 항법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Key Words : 성항법, GPS, 신호생성, 동기화, 의사거리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hardware GPS signal generator for generating a satellite navigation signal synchronized with 
Live GPS signal signals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of signal genterator thorough the experiment For a hardware 
implementation of the GPS navigation signal synchronous generator, the GPS module may receive a GPS signal in order 
to generate the same signal as the operation that is transmitted from the current GPS satellite and the synchronized time 
information and the GPS satellites using the Novatel Inc. OEMStar.In. For generating the GPS synchronization signal, the 
GPS navigation signal generator was adjusted to a reference clock using the GPS  clock synchrono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PS receiving module and  GPS signals also gen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lay of the internal hardware of the 
generator.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receiver via the signal switching between Live GPS signal and 
generates a signa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GPS navigation synchronization signal generator. It was confirmed that 
by the seamless operation of the signal even the moment that the switching of the generated signal from Live GPS signal 
has occurred through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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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GNSS 항법신호는 동기식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 그

리드와 같은 국가 인 라에서 시각동기용 목 으로 사용 

이며 국민 생활에서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용 황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GNSS 항법 시스템이 사회 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 에서 이러한 서비스 활용을 악의  의도로 방해하기 

한 혼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신이 재 의 

형태로 국내에서 3차례 발생하 고 발생 형태  지속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인바 있다. GNSS 혼신 장비의 발생주

수, 출력세기, 장비의 형태가 다양화 됨은 물론 공격 상 

수신기를 무력화 시키는 단순 재 의 형태에서 수신기가 정

상 인 동작으로 인식시키면서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기만형태로 진화 이다.

이러한 기만공격은 GPS 신호를 이용한 차량 네비 뿐 만 

아니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배송, 상촬 (헬리캠 등)

은 물론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루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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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 기만 공격의 로 미국 텍사

스 오스틴 학에서 GPS L1신호 스푸핑 기술 시연을 성공

하 고  이란이 미국 UAV를 착륙시켰다는 보도가 있다.[1] 

기만 공격을 수행하기 해서는 공격 상 수신기에서 수신

인 신호와 1칩 이내의 동기된 GPS 신호를 생성하여 GPS 

신호 벨보다 3-5dB 높은 신호세기로 송해야 한다.[2] 이

는 재 GPS 성에서 송되는 신호와 시각 으로 동기된 

형태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동기가 유지가 되지 않은 신호를 송하면 공격

상 수신기에서 수신처리하고 있는 GPS 신호에 향이 발

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ive GPS 신호와 

동기된 항법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개발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GPS와 동기된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Ⅱ. GPS신호 동기 항법 신호생성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소 트웨어 기반의 신호생성기를 

하드웨어로 구 하고 GPS신호와 동기된 항법신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GPS신호와 동기된 항법신호를 생성

하기 한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준클럭
생성 모듈

GPS신호수신
처리 모듈

DSP

FPGA

프레임
데이터

의사거리 및
도플러 정보

GPS 동기 클럭(10MHz)

1PPS/10MHz

RF 변환
모듈

안테나

신호 생성 모듈

IF 데이터

위치정보
궤도정보

그림 1. GNSS 신호생성 구성도

하드웨어 기반의 GPS와 동기된 항법신호 생성기는 크게 

4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Live GPS신호를 수신하여 항법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GPS수신모듈, GPS수신모듈에서 GPS

신호처리로 생성한 클럭정보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신호생성

기에 기 클럭을 제공하는 기 클럭모듈, GPS수신모듈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GPS와 동일한 항법신호를 생성

하는 신호생성모듈, 신호생성모듈에서 생성한 IF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는 RF변환모듈로 구성된다.

1.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은 Live GPS L1 신호를 수신하여 

신호획득  신호추 과정을 수행한다. 신호추 을 통하여 

항법해  성궤도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신호생성모듈로 

송한다. 한 Live GPS 신호와 시각 동기 된 클럭 정보를 

제공하여 GPS동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GPS와 동기된 하드

웨어 신호생성기를 구 하기 하여 GPS 수신모듈은 보드

형태의 상용제품인 Novatel사의 OEMStar를 사용하 다. 

OEMStar 수신기는 GPS L1신호  GLONASS L1 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신호 별 출력되는 1PPS의 정 도를 

20nsec와 50nsec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각동기용 수신기이다. 

다음 그림은 GPS L1 신호수신처리 모듈(OEMStar)의 구성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GPS 수신처리모듈 하드웨어 형상

 

OEMStar 수신기는 크게 RF처리부와 디지털 처리부로 

나 어 볼수 있다. 수신기의 RF 처리부는 동축 이블을 통

해 상기 안테나로부터 여과하고, 증폭 된 GNSS 신호를 획득

한다. RF 부는 간 주 수 (IF) 신호로 입력 RF 신호를 하

향 변환을 수행한다. IF 신호는 아날로그 - 디지털 변환은 

디지털 부에 의해 이용 될 수 있는 샘 들의 스트림으로 디

지털화 된 데이터를 얻는다. 한 수신기의 디지털 처리부는 

하향 변환, 증폭 된 GNSS 신호의 디지털 샘 들을 수신하

고, GNSS 항법해 ( 치, 속도  시간)을 획득하도록 처리한

다. 

2. 기준클럭 모듈

기 클럭생성 모듈에서는 Live GPS 신호와 동기를 유지

하기 하여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에서 생성한 클럭정보

를 입력 받는다. 클럭정보는 10MHz 클럭 는 1PPS 정보가 

포함된다. 이 게 수신한 클럭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의 클럭

생성기 OCXO(oven-controlled crystal oscillator)의 출력 클

럭을 제어하게 된다. 이 게 제어된 10MHz 클럭은 신호생성

모듈, RF신호생성모듈에 제공한다. 이 게 함으로써 재 

GPS 시스템과 동기가 유지된 클럭을 이용하여 동기된 항법

신호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은 기 클럭 생성모

듈에서 GPS 신호수신 모듈에서 수신한 GPS와 동기된 

10MHz 클럭을 이용하여 자신의 OCXO 클럭의 출력을 제어

하기 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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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준클럭 생성 구성도

기 클럭 제어를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호생성모듈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내부에 구 된 Charge-pump 제어블럭에서 GPS신호 수신

처리 모듈에서 입력된 주 수가 REF_CLK가 OCX)의 출력 

주 수인  OCXO_CLK보다 빠르다고 단하면 ‘1’를 늦다고 

단하면 ‘0’을 Charge-pump 회로로 달하면 Charge-pump 

회로에서는 ‘0’과 ‘1’에 따라 압을 0~4.5V(MAX)로 충 하

거나 방 시킨다. 이 게 하면 OCXO의 출력 클럭은 입력 

압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입력된 GPS

동기 클럭으로 OCXO의 출력을 조 할 수 있게 된다.

3. 신호생성 모듈

신호생성모듈의 하드웨어 구성은 DPS(Digital signal 

processing)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구

성된다. DSP에서는 항법메시지 수신, 임데이터 생성, 도

러  의사거리 계산과 같이 연산 속도  반복횟수가 

은 Task를 수행하는 반면 FPGA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처리 

 빈번하게 실행되는 Task를 수행한다. 한 한번 설정되

면 변하지 않는 반송   테이블  성별 코드정보 데이터

를 메모리상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항법메시지
수신부

프레임생성부

도플러 및
의사거리
계산부

IF신호 생성부

코드 생성부

프레임
데이터

의사거리 및
도플러 정보

GPS 동기 클럭 (10MHz)

궤도데이터

시각 및 궤도
데이터

위치정보 및
궤도데이터

IF 데이터

코드

DPS

FPGA

그림 4. GPS 신호 생성 구성도

￭ 항법메시지 수신부

항법메시지 수신부는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에서 출력

하는 수신기 치 정보  항법 메시지를 주기 으로 수신하

여 데이터를 장하고 디코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항법메시지의 서 임 2와 3에는 GPS 성으로부터 

송신되는 궤도정보 Ephemeris가 포함되어 있는데 러 궤

도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생성할 신호

의 임 생성을 하여 임생성부로 송한다. 한 궤

도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성과 수신기간 의사거

리  도 러를 계산하기 한 도 러  의사거리 계산부로 

송한다.  항법데이터 수신부에서의 수신기 항법메시지 수

신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항법메시지 수신 순서도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로부터 GPS 신호 수신처리에 

한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기 하여 메시지 요구 명령을 한 

번 보내면 요구명령의 설정에 따라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즉 주기 인 간격 는 해당 데이터가 수신기에서 새

로운 값으로 갱신될 때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GPS신호 수신처리 모듈로 데이터 요구 명령을 다음과 같

다. GPGGA(GPS fix Data and Undulation) 메시지는 수신

기의 치정보를 나타내는 메시지이며 이온층과 시간정보를 

수신하기 하여 IONUTC(Ionospheric and UTC Data) 명

령을 송하면 된다. RAWEPHEM(Raw Ephemeris) 명령은 

성의 궤도데이터를 수신하기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RANGE (Satellite Range Information)명령은 1 마다 GPS

신호 수신처리 모듈로부터 송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DSP

에서 항법메시지 내의 시간값(TOW) 설정, 임 생성 시

등을 결정하기 하여 사용한다. 

￭ 프레임 생성부

임생성부는 궤도생성 데이터와 이온층 오차 라미

터, 성시계오차 라미터 등을 이용하여 GPS 규격에 따라 

GPS L1 항법메시지를 생성한다.

GPS항법 메시지는 1500비트의 길이로 한 임(Frame)

이 구성된다. 이 데이터는 1 당 50비트의 송속도를 가지

므로 한 임의 정보를 모두 수신 하는데 30 가 소요된

다. 한 임은 다시 5개의 서 임(Subframe)으로 구

성되며 이를 한 페이지라고 한다. 한 서 임은 다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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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워드로 구성되고 한 개의 워드는 30비트로 구성된다. 

1-3 서 임은 모든 임에서 공통 형식을 가지지만 

4-5 서 임은 25개의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 송된다. 

하나의 마스터 임은 서 임 4,5의 모든 페이지 정보

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하나의 마스터 임은 25페

이지로 구성되고 마스터 임의 송에는 12분 30 가 필

요하다. 모든 서 임에는 성에서 만들어진 TLM과 

HOW를 가지고 있는데, TLM(워드 1)이 먼  송되고 바로 

뒤에 HOW(워드 2)가 송된 후에 지상 제국에서 만들어

진 8개의 나머지 워드가 송된다. 모든 워드는 최하  6비

트를 패리티 비트로 가진다.[3,4]

￭ 도플러 및 의사거리 생성부

도 러  의사거리 계산부에서 성과 수신기간 의사거

리를 계산하기 하여 항법메시지 수신부로부터 궤도데이터

를 수신하고 의사거리를 계산하기 한 시 에 궤도데이터

를 이용하여 성의 치를 계산하고 수신기 좌표정보와 계

산된 성의 치좌표를 이용하여 성과 수신기간 의사거

리를 계산한다. 궤도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의 치를 구하

면 성의 속도는 성 치를 미분한 값으로 계산하고 성

의 치와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거리변화율을 계산한다. 계

산된 거리변화율에 속도와 빛의 속도와의 계를 계산

하면 도 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러  의사거리를 계

산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실제 성과 수신기간의 의사거리 

 도 러를 반 할 수 있어 좋으나 빈번한 계산량으로 실시

간으로 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 시간 간격으로 계

산하고 두 값간의 보간법 는 DCO를 이용한 을 통하

여 신호생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GPS신

호와 동기된 항법신호 생성기에서는 100msec 마다 계산하

도록 설정하 다.

￭ 코드 생성부

GPS L1 코드 생성 모듈은 C/A코드는 1,023[chip]으로 구

성되어 당 1.023[MChips/s]로 송되고, 각 GPS 성은 

고유의 C/A 코드열(Sequence)을 갖도록 신호를 생성한다. 

C/A 코드 생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G1과 G2 지

스터는 0으로 기화되고 다음 클럭에서 G1 지스터는 ‘1’

로 G2 지스터는 지정한 지스터의 기 값으로 설정되어, 

클럭에 따라 순차 으로 동작되며 지스터 최하  비트 값

을 C/A 코드로 사용한다. ‘G2 Delay'값에 따라 G2 지스터

의 기값이 결정되므로 각 성 ID에 따라 고유의 'G2 

Delay'값을 갖는다. 모사 신호 발생기에서는 내부에 모든 

성에 한 'G2 Delay'값을 기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

한 성에 한 1,023[chip]의 C/A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각 성 PRN에 한 G2 Delay 값을 배열에 장하고, 해

당 성에 한 C/A 코드 1,023칩을 생성한다. 이 때, 1,023

칩을 코드도 배열에 장하여 매 샘 마다 해당 칩의 값을 

용한다.

￭ IF 신호 생성부

IF 신호생성부는 성과 수신기간 의사거리  도 러를 

반 하여 코드생성부, 임생성부에서 수신한 코드  비

트정보의 치를 결정한 뒤, IF 신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때 성의 수에 따라 생성 채  수가 결정되며 채

마다 생성된 IF신호는 최종 합성하여 하나의 신호가 출력

되게 된다.[5] 

III. 성능평가

1. 실험 환경

GPS와 동기된 항법신호 생성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 그

림 4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축하 다. 

GPS L1 Live 신호

RF 스위치
U-Blox수신기

시험 PC

안테나

분배기

GPS L1 생성 신호

GPS신호와 동기된
항법신호생성기

그림 6. 실험 환경

GPS신호를 수신하기 한 안테나의 출력을 GPS 동기 항

법신호 생성기와 RF 스 치의 입력으로 각각 연결한다. 

GPS동기 항법신호 생성기에서 GPS신호에 하여 수신처리

하여 GPS와 동기된 항법신호를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신

호출력을 RF 스 치의 입력으로 연결한다. RF 스 치의 출

력은 U-Blox 수신기와 연결하고 시험 PC를 통하여 수신기

의 상태를 확인한다. 한 RF 스 치를 통하여 안테나로부

터 수신된 GPS신호와 GPS신호와 동기된 항법신호가의 

체를 수행하 다. 신호생성을 한 라메터는 표 1과 같다. 

Item Value

Sampling Rate 10 Mhz

IF Frequency 4.092Mhz

Quantization Bit 8bit

생성 채  수 9

표 1. 신호 생성 파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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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신호화 생성된 신호간 체 실험을 한 라메터는 

다음 표와 같다.

Item Value

총 실험 시간 25분

신호 체 시 (Live-Gen) 3분

신호 체 시 (Gen->Live) 18분 

표 2. 신호 생성 파라메터

2. 실험 결과

그림 7의 (a)는 U-Blox 수신기에서 Live GPS 신호를 수

신할 경우의 Sky Plot이며 (b)는 신호가 체되어 U-blox 

수신기에서 생성신호를 수신할 경우 Sky Plot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면 Live 신호를 수신할 경우 PRN 30 성

신호를 처리하고 있으나 신호가 체된 순간부터 PRN 30번

이 아닌 PRN 21번 성의 신호가 처리됨을 볼 수 있다. 이는 

GPS 동기 항법신호 생성기에서 신호 생성을 하여 사용하

고 있는 GPS 수신모듈이 Novatel사의 OEMSta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U-Blox수신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성의 신호

와 다를 수 있다. 한 생성된 채 수를 9개로 설정하 기 때

문에 9개의 성조합에서 PRN 30 성이 제외된 결과이기

도 하다. 

(a) Live GPS 신호 Sky Plot

(b) 신호생성 신호 Sky Plot

그림 7. Sky Plot 비교

그림 8의 (a)는 Live GPS 신호를 처리할 때 U-Blox 수신

기에서 성별 신호세기를 나타낸 것이고 (b)는 생성된 신호

를 처리할 경우 성별 신호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보면 성별 신호세기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 반면 (b)에서

는 동일한 신호세기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PS 동기 항법신호생성기에서 성별로 동일한 신호세기로 

신호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림에서 보면 그림 

00에서와 같이 PRN 30 성의 신호가 사라지고 PRN 21

성의 신호가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Live GPS 신호  신호세기

(b) 신호생성 신호  신호세기

그림 8. 신호세기 비교

그림 9는 총 실험시간 25분동안 항법해를 나태낸 것이다. 

Live GPS 신호에서 생성신호로, 생성신호에서 Live GPS 신

호로 체를 하더라도 항법해 오차가 약  2.5m 이내로 형성

되고 있어  신호 체의 결과가 항법해의 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시간에 따른 항법해 오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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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서 보면 하나의 성에 한 의사거리를 측정하

여 시간에 따른 의사거리의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의

사거리 변화량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한 의사거

리가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A와 C 는 수신기에서 

Live GPS 신호를 처리한 구간이며 B는 생성된 신호를 처리

한 구간이다. Live 신호의 경우 시간에 따른 의사거리 변화

량의 차이가 1m 이내로 정 하게 측정되고 있으며 신호생성 

구간에서는 Live 신호보다는 큰 변화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체 시 에서의 의사거리 변화가 거의 정확히 반 되

어 생성되고 있다. 즉 어느 시 에서 GPS 신호를 이용한 

성별 의사거리와 생성신호를 이용한 의사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 의사거리 변화량의 차이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GNSS 혼신 검증 랫폼 과제에서 기

만신호 생성을 한 GPS 와 동기된 항법신호를 생성하기 

한 장치를 개발하고 이에 한 동기화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 다. Live GPS 신호와 생성된 신호간 스 치를 통하

여 체할 경우 수신기에서는 신호처리의 끊김없이 연속

으로 생성된 신호를 처리하 으며 반 로 생성된 신호에서 

Live GPS 신호로 변환하 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호처리

가 수행되었다. 이는 GPS 동기 항법신호생성기에서 재 

GPS 성에서 송하고 있는 항법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

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해당 신호생성기를 이용하여 

기만을 한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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