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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는 년에 전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1995

지구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를 선언한 미국의 년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2011

를 선언한 러시아의FOC GLONASS (GLObalnaya

년 선언을NAvigatsionnaya Sputnikovaya Sistema), 2020 FOC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와 중Galileo

국의 가 있다BDS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2014

년을 기준으로 수신기를 내장한 장치는 약 억대에GNSS 3.6

이르며 년에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9 7 . GNSS

는 미래형 도시 빅 데이터 다중 물류체계(smart city), , , IoT

와 통신 체계(Internet of Things) M2M (Machine-to-Machine)

의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요성과 활,

용영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1].

의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위협도 꾸준히GNSS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협 사례 가운데 하나는. G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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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Personal Privacy Device) LAAS (Local-Area

교란 사례이다 한 트럭 운전사가 고Augmentation System) .

용주로부터 자신의 차량 이동 상태에 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를 장착하였으며 이로 인해PPD , Newark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관제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년. 2013

월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해당 트럭 운전자를 적발하여 미8 ,

화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32,000 [2].

위협 사례는 지난 년 월말부터 약 열흘간 계속GNSS 2016 3

된 서북 도서 지역의 재밍 사례이다 북한은GPS (jamming) .

동해안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전술적 교

란을 위해 서해안 근방의 다섯 지역 해주 연안 평양 금, , ,

강 개성에서 재밍 신호를 송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GPS ,

서북도서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와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

의 항법장치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년 월 북한의 재밍 위협에 대해 국제연합2016 4 (United

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북측에 대한 제제를 논의Nations) ,

할 것을 국제연합 측에 전달했다[3].

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GNSS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대응방법은 재밍에 대한 검출.

식별 관찰 완화(detection), (classification), (monitoring),

재밍기 위치추적 및 제거(mitigation), (localization tracking)

로 구별된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완화에(elimination) [4,5].

초점을 맞춘다.

재밍 완화방법은 재밍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재밍은 연.

속파 또는 구형파 등을 사용한 단순재밍과 신호를GNSS

수신해 재방사하는 재방송재밍(RBJ: Repeat-Back Jamming),

수신기의 기만을 목적으로 한 기만재밍 등GNSS (spoofing)

통합 의사잡음신호 기반 부호추적편이 추정에 따른

신호의 재방송재밍 영향 완화 기법GPS L1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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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단순재밍신호의 경우 해당 신호를 측위에 사용하.

지 않는 소거 적응형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절각(blanking),

다중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방사형태성형(notching), (beam

방법 등이 있다 기만재밍의 경우 단순재밍에서 사forming) .

용한 완화 방법과 함께 의,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보조항법 정보를 의 항법해와 약결합 또GNSS (lose chained)

는 강결합 하여 최종 항법해를 얻(tight or ultra-tight chained)

는 방법 을 통해 이상한, SQM (Signal Quality Monitoring)

위성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GNSS [4].

앞서 언급한 방법들은 모두 추가적인 복수의 안테나 또

는 와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단일 안테나를INS .

사용하며 수신기 내부의 신호처리를 위한 자원을 활, GNSS

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과 이 있다 은 기만신호[6] [7] . [6]

를 추정할 수 있는 를 사용해 기만DLL (Delay Lock Loop)

신호를 완화하며 은 통합의사잡음, [7] (C-PRN: Combined

신호를 사용해 신호를 추정하고Pseudo-Random Noise) RBJ ,

이를 이동통신에서 자주 사용하는 SIC (Successive

을 활용해 신호를 완화한다 본Interference Cancellation) RBJ .

논문에서는 여러 재밍신호 가운데 신호와 이를 완화하RBJ

기 위한 신호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C-PRN .

과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호를 사용하면[7] [8] C-PRN

채널 상에서 신호를 단순한 다중경로신호와 같C-PRN RBJ

이 취급할 수 있다 수신기에서 부호동기 추적을 위. GNSS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른늦은 상관차 판별기-

에 기반한 이다(EML: Early-Minus-Late discriminator) DLL .

처럼 수신기에 다중경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부[9] GNSS

호동기 추적편이 가 나타난다 부호동기 추적(tracking bias) .

편이란 이 부호동기 결정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잔존하DLL

는 부호동기 추정오차이다 다중경로 환경에서 부호동기 추.

적편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과 처럼 분야[10] [11] GNSS

에서 최근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처럼 이를 근, [11]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호를BOC (Binary Offset Carrier)

차세대 신호로 설계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GNSS .

신호와 같은GPS L1 C/A (Coarse/Acquisition) BPSK (Binary

신호만을 고려한다Phase Shift Keying) .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모두 장으로 구성한다 장V . II

에서는 다중경로 및 신호 수신환경과 이때의 부호동기RBJ

추적편이를 보이고 장에서는 다중경로 및 신호 수, III RBJ

신환경에서 부호동기 추적편이를 줄이기 위한 신호C-PRN

에 기반한 부호동기 추적편이 추정 방법과 이를 적용한

영향 완화 기법을 제안한다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RBJ . IV

의 성능 검증을 위한 모의실험 설정을 설명하고 모의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장에서는 결과를 정리하고 맺는다. V , .

재방송재밍 수신환경 및 부호동기 추적편이II.

에서 정리한 수신환경을 다중경로신호를 고려해[7] RBJ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개의 가시위성과 단일 재방송

재밍기 그리고, 개의 다중경로신호가 수신될 때 기저대

역 수신신호 모형은 식 과 같다 식 에서(1) . (1)  , 는 째

위성신호의 항법정보 신GNSS , PRN (Pseudo-random Noise)

호, , , , 는 각각 째 경로로 수신된 째

위성에서 수신된 수신전력GPS , 째 위성으로부터 수GPS

신기까지의 째 경로를 통한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

위상천이, 

는 수신된 전력이 인 수신된 신호의 진RBJ

폭, 

, 


, 


는 각각 재방송재밍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

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 , ,,
,
는 각각 

째 경로로 수신된 째 위성에서 재방송재밍기까지의GPS

전파지연시간 주파수천이 위상천이, , , 

는 재방송재밍

기에서 유입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는 수신기에서 유입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AWGN .

방송재밍기와 수신기 위치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우며,

고정되어 있는 경우만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부호추적에 영.

향을 주기 위해서는 수신기로부터 확산신호의 한 칩(chip)

이내 거리에 재방송재밍기가 위치해야 하며, GPS L1 C/A

신호의 경우 한 칩 거리는 약 이다 처럼 의300m . [12] GPS

통신 물리계층은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법은 직접수열을 사용해. DS/SS

확산과 역확산을 수행해 처리이득 을 얻는(processing gain)

다 이때 사용하는 직접수열은 같은 직접수열이라도 부호위.

상에 한칩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역확산하면 서로의

상관함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신기는 이. DS/SS

특징을 활용해 수신신호의 전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다 위성과 같은 중간지구궤도RAKE . GPS

위성의 고도는 지표면에서 약(medium Earth orbit)

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22,000km , , , 과
,

,
의 차이는 미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역폭을 점유하는 지표면에서 수신할 수 있는2MHz

신호의 수신신호세기는GPS L1 C/A   전후이고dBm ,

은AWGN  로서dBm/Hz   이다 따라서 상관dBm .

전 신호는 의 전력보다 약 낮기GPS L1 C/A AWGN 19dB

때문에 안테나를 포함한 수신기 전단 을 거친 후(front-end)

신호 전력을 확인하면 일정한 수준의 잡음 전력만 나타난

다 따라서 재밍 대 신호 전력의 비[13]. (jamming-to-signal

가 일정 수준보다 큰 재밍 신호의 경우power ratio, JSR)

수신기가 수신신호 세기를 검사해 쉽게 검출할 수GNSS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만재밍 또는 의 경우. RBJ GNSS

수신기에서 수신한 재밍 신호가 의 전력수준을 넘지AWGN

않도록 송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근거로 본 논[2,4].

문에서는 이하인 낮은 환경만을 고려한다JSR 10dB J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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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중경로신호는없고 인단일 신호만, JSR = -3dB RBJ

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1.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3dB under

mulitpath signal free environment.

그림 2. 다중경로신호는없고 인단일 신호만있, JSR = 0dB RBJ

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2.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0dB under

mulitpath signal free environment.

다중경로신호는 없고(   이 각각), JSR  dB, 0dB,

dB,  인 단일 신호만 있는 경우에 상관함수dB RBJ

와 판별기의 출력은 각각 그림 부터 그림 와 같다EML 1 4 .

그림 부터 그림 를 얻기 위해1 4   , 
 , 

 

(∀),  ∼


,  ∼, 


 

,




 , 


 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은 칩 간격 

인

부호의 길이PRN , 는 이상 미만에서 균등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모든 그림에서 점선은 오직 신호만 있는 이상적인 경

우 흑색 실선은 임의의 단일 상관채널만을 사용한 경우, ,

적색 굵은 실선은 상관채널을 사용한 경우를 각각C-PRN

나타낸다.

그림 부터 그림 를 비교해보면 이 커질수록1(a) 4(a) JSR

임의의 단일 상관채널만을 사용한 상관함수의 변화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커질수록. JSR

보다 재밍신호에 의해 상관함수가 왜곡되기 때문이AWGN

다 같은 그림에서 채널의 상관함수는 잡음에 의해. C-PRN

크게 일그러지지 않고 비교적 이상적인 상관함수 개가 서2

로 중첩된 것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그림 에서. 3(a) C-PRN

채널의 상관함수의 최고 값의 상대적 시간 지연은 이상적

인 상관함수의 최고값의 상대적 시간 지연과 같지만 임의

의 단일 상관채널 상관함수의 최고값은 신호에 의해RBJ

크게 왜곡되어 상대적 시간 지연 약 

에 위치한다 이.

는   로 설정했기 때문에 채널의 신호세기가 약C-PRN

커지기 때문이다9dB .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의 판별기는 판별기이다DLL EML .

판별기는 현재 추적하는 부호동기시점에서EML 만

큼 이른상관함수와  만큼 늦은상관함수의 차를 이용

해 그 차가 이 될 때 현재 상관기의 동기시점을 결정하고0 ,

이후 결정한 동기시점을 추적한다 본 논문에서 이른늦은. -

상관기의 간격  

로 설정한다 위와 동일한 설정에서.

판별기의 출력은 그림 부터 그림 와 같다EML 1(b) 4(b) .

판별기의 출력은 마치 영문자 와 유사해 이를 곡EML S S-

선 이라고도 부른다 판별기의 주요한 성능 지(s-curve) . EML

표 가운데 하나는 부호동기 추적편이이다 그림 부터 그. 1(b)

림 의 점선과 같은 이상적인 판별기 출력에서 확4(b) EML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경우 판별기의 출력은EML

정확히 부호동기 시점에서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0 .

부호동기 시점을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이 시점을 부호동0 .

기 시점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적하는 경우 정확한 부호동,

그림 3. 다중경로신호는없고 인단일 신호만있, JSR = 3dB RBJ

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3.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3dB under

mulitpath signal free environment.

그림 4. 다중경로신호는없고 인단일 신호만, JSR = 10dB RBJ

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4.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10dB under

mulitpath signal fre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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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정한 신호가 수신되는. RBJ

경우 판EML 별기의 출력이 이 되는 부호동기 시점이 정0

확한 부호동기 시점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부터 판별기의 출력이 이 되는 시점까지의 편이EML 0

가 부호동기 추적편이 이다 그림 부터 그림 에[9]. 1(b) 4(b)

서 이 증가할수록JSR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에서 분석한 것처럼 각 채널의 다중경로신호 성분과[9]

같이 작용하는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RBJ .

실제 위성통신채널에서는 위성에서 지표면에GPS GPS

위치한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가시경로 뿐 아니라 여러 다

중경로가 있다 그러나 처럼 다중경로 영향에 대해. [9-11,13]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다중경로 채널은 하나의 다중경로신호

만 수신되는 환경인 선 모형 이다 이는 일반2 (2-ray model) .

적인 개방 공간 에서 수신기에 도달하는 주요 신(open sky)

호는 가시경로신호와 지표면 또는 건물면에 반사된 가장

세기가 큰 다중경로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다중.

경로 영향을 고려할 때 자주 사용하는 


는 상0.5,

대적 시간 지연   ∼


 상대적 위상 천,

이 
 

 ∼ 인 경우를 고려한다 이상의.

가정에서 에 따른 상관함수와 판별기 출력은 그림JSR EML

부터 그림 과 같다 그림 부터 그림 과 같이 임의의 단5 8 . 5 8

일 채널에서는 다중경로신호에 의해 상관함수와 판별값이

크게 왜곡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호동기 추적편이가,

발생하지만 채널은 다중경로신호에 비교적 강인함C-PRN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부터 그림 와 그림 부터 그림 를 비1(b) 4(b) 5(b) 8(b)

교해보면 임의 단일 상관채널의 경우 다중경로신호에 의해

서 추가적인 부호동기 추적편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다 고려한 채널 환경에서는 단일 상관채널에서 수신신호와.

다중경로신호의 전력차가 인 반면 상관채널에3dB , C-PRN

서 상관을 통한 신호전력이 다중경로신호 전력보다C-PRN

약 크기 때문에 낮은 영역에서 신호를 사13dB JSR C-PRN

용하면 채널에서는 다중경로에 의한 영향은 거의C-PRN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재방송재밍신호에 의한 영향만 나,

타난다.

제안한 기법III.

그림 그림 와 그림 그림 의 비교로부터 단일 상1- 4 5- 10

관채널의 경우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오차와 더불어 재방

송재밍 신호에 의한 오차가 함께 추정오차에 반영되지만,

그림 5.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JSR =  인단일 신dB RBJ

호만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5.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 6.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인단일 신호, JSR = 0dB RBJ

만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6.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0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 7.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인단일 신호, JSR = 3dB RBJ

만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7.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3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 8.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인단일 신, JSR = 10dB RBJ

호만있는경우에 상관함수와 판별기출력(a) (b) EML .

Fig. 8. (a) Correlation function and (b) Output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10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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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채널의 경우 재방송재밍 신호에 의한 오차만C-PRN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방송재밍 신호에 의.

한 오차의 경우 모든 위성신호에 대해 동일한 오차가GPS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와 같은 신. 9 C-PRN

호 기반 판별기를 사용해 신호에 의한 부호동기EML RBJ

추적편이를 추정하고 이를 각 채널의 판별기 기반, EML

부호동기 추정 값에 반영해 신호에 의한 부호동기 추RBJ

적편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호 영향 완화 기RBJ

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의 처리 순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 GPS

위성별 채널은EML-DLL 에 대한 부호동기 추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가 일 때0 째 위성채널에GPS

대한 부호동기



를 결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수신기. GPS

에서의 기반 부호동기 추정과 동일하다EML-DLL . 째

위성채널에 대한 부호동기GPS



는 식 와 같다(2) .

  

 (2)

여기서, 은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부호동기 추적편이

이다.

그리고 기반 을 이용해 판별 값C-PRN EML-DLL 



가 이 될 때까지 의 결정 전 궤환 순차를 수행0 EML-DLL

하고 이 값이 인 경우 신호에 의한 부호동기 추적편, 0 RBJ

이 
를 결정한다.

끝으로,



와 

의 추정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최종적인

부호동기



를 얻는다 만약. 


 

라면 식 에서 신, (2) RBJ

호에 의한 부호동기 추적편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부호동기,



는 다음과 같다.




   (3)

정리하면 제안한 기법은 각 위성별로 추정한 부호, GPS

동기



에서 신호를 이용한 로 추정한 재C-PRN EML-DLL

방송 재밍에 의한 부호동기 
를 추정해 이를 제거하여 제

안한 기법에 의한 최종적인 부호동기



를 얻는다. [9-11,

처럼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부호동기 추적편이에 대한13]

연구는 상당히 오랜기간 연구되어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

어 있으며 수신기 설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복잡도와 원하,

는 부호동기 추적오차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의실험 및 결과분석IV.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   , 

 , 
 (∀ ) ,  ∼


,  ∼,




 , 


 ,  

가시신호에 대한 다중경로신호의,

상대적 크기는 0.5,    ∼


, 




∼로 설정하고, 

를 


부터 


까지

변경하면서 이JSR dB, dB, dB,  일 때dB , 

회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Monte-Carlo .

와 처럼 다중경로신호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는 주[9] [14]

요 지표 가운데 하나는 선 모형에서 가시신호와 다중경로2

신호의 상대부호동기에 따른 부호동기 추적편이와 이를 유

동 평균한 값이다 이는 처럼 간섭 영향 분석을 위해. [14]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를 고려하므로. RBJ

신호의 상대적 지연에 따른 부호동기 추적편이에 초점RBJ

을 맞춘다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오차 포락선. (error envelop)

으로도 부른다 오차 포락선은 포락선 아래가 차지하는 면.

적인 작을수록 오차가 작은 것을 뜻한다.

에 따른 모의실험결과는 그림 부터 그림 과 같JSR 10 13

다 그림 부터 그림 에서 흑색 실선으로 표시한. 10 13 ‘conv.’

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부호동기 추적기법인 EML-DLL

을 사용했을 때의 부호동기 추적편이이고 적색 굵은 실선,

으로 표시한 는 제안한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부호동‘prop.’

기 추적편이이다.

기존 기법과 제안한 기법 모두 이 증가할수록 오차JSR

포락선이 위쪽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

로 기존 기법은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로 설정했기 때문에




≤ 

영역에서는 신호가 이른 상관값과 늦은 상관RBJ

값 모두를 왜곡시키고, 


≥ 

영역에서는 신호가RBJ

그림10.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JSR =  인단일dB RBJ

신호수신될때의부호동기추적편이.

Fig. 10. Error envelop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 9. 제안한기법의구조.

Fig. 9.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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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인단일 신, JSR = 0dB RBJ

호수신될때의부호동기추적편이.

Fig. 11. Error envelop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0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12.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JSR =  인단일dB RBJ

신호수신될때의부호동기추적편이.

Fig. 12. Error envelop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그림13. 단일다중경로신호가있고, JSR =  인단일dB RBJ

신호수신될때의부호동기추적편이.

Fig. 13. Error envelop of the EML discriminator with a RBJ signal

at JSR = dB under 2-ray mulitpath model.

늦은 상관값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와 그. 12

림 처럼 제안한 기법은13 


≥ 

영역에서 오차가 커진

다 이는 이 영역에서 에 의한 오차와 함께 다중경로신. RBJ ,

호에 의한 오차와 강한 에 의한 에 의한 오차가RBJ AWGN

기존 기법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기법은.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영향보다 에C-PRN C-PRN

의한 영향에 따른 오차 요소만을 주요 추정한다 하지만 전.

체적으로 제안한 기법이 기존기법에 비해 신호를 효과RBJ

적으로 완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와 처럼 오차 포락선은 순간적인 오차를 뜻한다[9] [13] .

연속적인 추적과정에서 오차의 누적상황까지 반영한 성능

지표는 그림 와 같은 부호동기 추적편이의 유동평균이다14 .

그림 에서 점선은14 JSR= 일 때의 유동평균이며dB ,

실선은 JSR= 일 때의 유동평균이다 기존 기법은 유dB .

동평균은 흑색선 제안한 기법의 유동평균은 굵은 적색선으,

로 표시하였다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 14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부호동기 추적편이의 유동평균을

약 이하로 감소시킨다10% .

결론V.

본 논문에서는 통합 의사잡음신호 기반 추적편이 추정에

따른 신호에 대한 영향 완화기법을 제안GPS L1 C/A RBJ

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낮은 환경에서 를 사용해. JSR C-PRN

신호에 의한 추적편이를 추정하고 이를 채널 별 부호RBJ ,

동기 추정치에 적용해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RBJ

있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 확인을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부,

호동기 추적편이의 유동평균을 약 이하로 완화시킴을10%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처럼 단순한 상관함수GPS L1 C/A

개형을 갖는 신호에 적합한 완화 방법을 제안하였다RBJ .

추후에는 신호와 같은 다소 복Galileo E1 OS(open service)

잡한 상관함수 개형을 갖는 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는 RBJ

완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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