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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수신기는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신호가 지상 약 상공에서 송신되어GNSS 20,000 km

지표면에 도달하면 매우 미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무선주

파수 간섭에 매우 취약하다 특별한 간섭이 없는 수. GNSS

신기가 가시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GNSS ,

간용 신호의 전력수준은 열잡음에 비해 약 낮GNSS 19dB

다 일반적인 민간용 신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 GNSS

산신호를 사용하며, GPS (Global Positionning System) L1

신호의 경우 확산을 통한 처리이득C/A(coarse/acquisition)

은 약 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신호 대(processing gain) 30dB .

잡음비는 약 이다 따라서 특별한 신호처리 기법을 사11dB .

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수신기는 간섭에 매우GNSS

취약하다[1].

간섭은 비의도적인 간섭과 의도적 간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도적 간섭은 단순 재밍 기만 재밍 재방송 재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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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단순 재밍은 연속파 또는 간헐적 펄.

스 등 단순한 신호를 민간용 신호 대역에 송출하는GNSS

재밍이며 기만 재밍은 정밀한 수신기의 항법해를 추, GNSS

정하여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이용해 의도한 위치로, GNSS

수신기의 위치해를 기만시키는 고난이도의 재밍이다GNSS .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방송 재밍은 수신기GNSS

근처에 위치한 재방송 재밍기가 단순히 수신한 신호GNSS

를 수신기에 재방송함으로서 수신기의 항법해GNSS GNSS

오차를 증가시키는 재밍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의도적 간섭 중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재밍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방송 재밍이다[2,3].

재방송 재밍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고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빔 성형이 가능한 배열 안테나와 배열 신

호처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수 안테.

나 설치를 위한 수신기의 구조적 설계 복잡도가 상당GNSS

히 높고 배열 신호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기가 요구된,

다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재방송 재밍에.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4]에서 제안한 통합 의사잡

음 신호를 사용하는(C-PRN: Combined Pseudo-Random Noise)

방법이다 신호는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추적. C-PRN GNSS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시 위성신호를 통합해 재구GNSS

성한 신호로서 신호와 수신신호의 상관을 취하는 경C-PRN

우 재방송 재밍신호를 다중경로 신호처럼 다룰 수 있다[3].

수신기에서 다중경로 신호로 인한 항법해의 왜곡GNSS

문제는 민간용 신호가 공개되고 사용 허가가 난 이GNSS

재방송 재밍 환경에서 BOC(pn,n 변조된 신호를 위한) GNSS

기법C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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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중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

히 부호동기 추적을 진행 중인 경우 다중경로 신호는 가시

신호와의 상대적 전력 시간지연 위상에 따라 특정한 부호, ,

동기 추적편이를 야기한다 다중경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는 크게 다중경로 영향에,

강인한 신호 설계와 신호처리 기법으로 구분된다 최근. 10

여년 동안 다양한 에 대한 개발과 맞물려 다중경로GNSS

영향에 강인한 신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년 현재 다중경로 영향에 강인한 대표적인 신호는. 2016

이진천이반송파 변조된 확산신호(binary offset carrier, BOC)

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 신호를 신호로 부른. BOC

다 신호는 적절한 무선통신 대역으로 반송파 변조된. BOC

신호를 부반송파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변조함으로써GNSS

주파수 대역 측면에서의 이득뿐만 아니라 시간 축에서 정

확한 부호동기 시점인 상관함수의 첨두가 첨예해지는 장점

을 갖고 있다[1,5].

최근 신호는 미국의 러시아의BOC GPS, GLONASS

유럽 연(GLObalnaya NAvigatsionnaya Sputnikovaya Sistema),

합의 중국의Galileo, BDS (BeiDou navigation Satellite

의 차세대 신호로 채택되었다 에서는 다system) GNSS [6]. [7]

양한 신호에 대한 다중경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BOC

며 이를 통해 신호가 다중경로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 BOC

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다중경로 신호는 가시 신호에 비해 전파거리가 길기 때

문에 수신기에서 항상 가시 신호보다 늦게 수신된다GNSS .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법 가운데 하나는 에서 제안[8]

한 이른영역상관 기법이(ARC: Advanced Region Correlation)

다 여기서 이른 영역이란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의미한다 신호의 상관함수는 정확한 부호동기. BOC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한 칩 주기 앞선 시점과 처진(chip)

시점에 다수의 부첨두가 나타난다 기법은 다중경로. ARC

신호의 지연 특성을 활용해 이른영역의 상관값만을 활용해

부호동기를 추적하는 방법이다[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재방C-PRN

송 재밍 신호를 다중경로 신호처럼 다룰 수 있으며 다중,

경로 신호는 가시 신호에 비해 항상 지연되어 수신되기 때

문에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중경로 영향을 효과적ARC

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 C-PRN

호와 신호에 대한 다중경로 영향 완화에 효과적인BOC

기법을 결합한 재방송 재밍 환경에서 변조된ARC BOC

신호를 위한 새로운 신호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GNSS .

를 위해 장에서는 다중경로 신호 수신 환경을 포함한 재II

방송 재밍 신호 수신 신호 모형을 정리하고 신호의, BOC

다중경로 영향 완화를 위한 기법을 요약한다 이어ARC .

장과 장에서는 신호를 기법에 적용한 새III IV C-PRN ARC

로운 재방송 재밍 영향 완화 기법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분석한다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 V

을 요약하고 맺는다.

신호 모형과 기법II. ARC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다중경로 신호 수신 환경을 포함

한 재방송 재밍 신호 수신 신호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식 와 같은 다중경로 신호를 포함한 수신(2)

된 신호 성분GNSS , 는 식 와 같은 재방송 재밍 신(4)

호 성분, 는 열잡음이다.

 
 











cos
 (2)

여기서 는 수신기 위치에서 수신 가능한 위GNSS GNSS

성 신호의 수, 은 다중경로 신호의 수, 은 째

위성의 가시 경로로 수신된 신호를 기준으로GNSS 째

경로로 수신된 신호의 상대적 진폭, 
는 식 과 그림(3)

과 같은1 BOC(pn,n 신호의 상관함수) , 은 째 GNSS

위성의 가시 신호를 기준으로 째 경로로 수신된 신호의

상대적 수신 시간, 은 째 위성의 가시 신호를GNSS

기준으로 째 경로로 수신된 신호의 상대적 위상이다 본.

논문에서  인 경우 가시 신호를 의미한다 식 에서. (3)

는 


이고,  ceil


 , ceil는 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하는 함수, 

는 칩 주기이다.

  

⋅cos





 (4)

여기서 는 재방송 재밍 신호의 전력, 

와 


는 GNSS

수신기와 재방송 재밍기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전파

상대적 지연시간과 위상, 

는 재방송 재밍기 내부에서

더해진 열잡음이다.

그림 1. BOC(pn,n 변조된 신호의자기상관함수들) GNSS [8].

Fig. 1. Aucorrelation functions for BOC(pn,n) modulated GNSS

signa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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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호의 이른상관영역 부첨두와 비대칭보상BOC(1,1)

상수[8].

Fig. 2. Sub-peak in advanced correlation resion for BOC(1,1)

signal and its asymmetric compensation constant [8].

BOC(pn,n 신호에서) 는 변조율이고, 은 기본 주파수

와 부반송파 주파수의 비이다 그림 처럼BOC [5,7]. 1 가

커질수록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에 나타나는 상관함수의 첨

두가 첨예해지며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른,

영역과 늦은 영역에 더 많은 부첨두가 나타난다 처럼. [7]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에 나타나는 상관함수의 첨두가 첨예

할수록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상관함수 왜곡이 줄어든다.

그러나 처럼 부호동기 추적 시 모호성이 증가한다[9] .

에서 제안한[8]   인 신호를 위한 기BOC(1,1) ARC

법의 구성은 식 와 그림 와 같다(5) 2 .

 arg
 

 
 (5)

여기서 arg⋅는 인자가 참이기 위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 은 추적 중인 첫째 이른상관영역 부첨두의 부호동

기 시점, 는 에서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수신기[2] GNSS

의 부호동기 추적기법인 이른늦은 판별기 기반 지연결정-

루프의 이른 상관기와 늦은 상관기의 간격, 은 

인 째 부첨두의 정확한 부호동기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

상관옵셋,   , 은 에서 언급한 첫째 이른영[8]

역 상관가지에 적합한 비대칭보상 상수이다 처럼. [8] ARC

기법은 이른영역의 상관함수를 사용해 부호동기 시점을 추

적하기 때문에 다중경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제안한 기법III.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법은 이른영역의 상관함수를ARC

사용해 부호동기 시점을 추적하기 때문에 다중경로 영향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두. [8]

가 아닌 부첨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호 대 잡음비 기준으

로 잡음에 취약하다.   인 신호를 사용하는 경BOC(1,1)

우 이른영역 부첨두의 수 은 이며 첨두에 비해 부첨두1 ,

는 작다 따라서 잡음이 강한 환경 특히 재방송 재3 dB . ,–

밍 환경처럼 재방송되는 신호뿐만 아니라 재방송 재GNSS

밍기의 잡음도 함께 증폭되어 재방송되는 경우 잡음에 의

한 취약성은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에서 언급한. [4]

것처럼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기에서C-PRN GNSS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만든 가시 위성 수에C-PRN GNSS

따라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북반구에,

서는 가 인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이때 모든 가시8 GNSS

위성 신호를 사용하면 약 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9 dB

있다 또한 처럼 다양한 신호가 지구 거의 대부분. [6] GNSS

에서 모두 수신되는 년 이후에는 북반구 임의 위치에2020

서의 가시 위성 수가 약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GNSS 40

기 때문에 향후 신호를 사용하는 다양한 를 고BOC GNSS

려할 때 그림 과 그림 와 같이 다중경로 신호가 존재하3 4

는 재방송 재밍 환경에서 신호를 사용하는C-PRN ARC

(combined pseudo-random noise signal based advanced region

기법을 제안한다correlation, CP-ARC) .

그림 에서3 
는 신호를 에서 언급한 가장 일C-PRN [2]

반적인 수신기의 부호동기 추적기법인 이른늦은GNSS -

판별기 기반 지연결정루프(EML-DLL: Early-Minus-Late

Discirminator 에 적용해 얻은 재방based Delay Lock Loop)

송재밍 신호의 의해 왜곡된 부호동기 추정치, ′은 CP-ARC

기법으로 추정한 재방송재밍 영향을 덜 받는 이른영영 상

관값으로부터 추정한 부호동기 추정치, 는 이를 통해 추

그림 3. 제안한기법의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cheme.

그림 4. 첫째 의세부구성CP-ARC .

Fig. 4. Detailed configuration of the 1
st

C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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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가시 신호를 기준으로 한 재방송 재밍 신호의GNSS

상대적 부호동기 시점이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 얻은. 
를

각 가시 위성신호에 대한 부호동기 추정 후 보정치GNSS

로 활용하면 재방송 재밍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다 에서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수신기. [2] GNSS

의 부호동기 추적기법인 은 이진위상천이신호EML-DLL

(binary phase shift keying) 기반 상관함수 또는 기반 상BOC

관함수의 주첨두의 대칭성을 활용한 부호동기추적기법으로

서 열잡음이 없고 추가적인 왜곡이 없는 이상적인 수신환경,

에서 상관함수의 개형이 정확한 동기시점이 위치한 주첨두

를 중심으로 완벽히 좌우 대칭인 점을 활용한 기법이다.

그림 처럼 제안한 기법은3 째 가지 말단의 가CP-ARC

중치 에 따라 특정 가지의 추정 값을 사용하거CP-ARC

나 전체 가지의 추정 값을 가중합해 사용할 수 있CP-ARC

다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3] C-PRN

재방송 재밍 신호는 다중경로 신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의 설정방법은 에서 언급한 바와 같[8]

다 그림 의 기본 구조는 구조이며 여기에 부호. 4 , C-PRN

생성기와 비대칭보상 상수와 째 이른부첨두의 정확한 부

호동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부호동기 편이 가산

이 추가되어 있다.

정리하면 에서 제안한 기법은 다중경로영향완화, [8] ARC

를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고려한 재방송 재밍

완화를 위해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기법의 구조에서 사용하는 확산신호로 일반ARC DLL

적인 단일 채널의 확산신호에서 확산신호로GNSS C-PRN

대체해 기법을 재방송재밍 영향 완화를 위해 사용할ARC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기법으로 명명하였, CP-ARC

다 처럼 신호는 현재 또는 재방송재밍 신호가. [4] C-PRN (

수신되기 직전에 정상적인 수신신호의 부호 주파수 위상) , ,

정보를 활용해 각 채널의 확신신호를 통합해 생성한 신호

로서 수신기에서 이 신호를 역확산을 위한 확산신호로 사,

용하면 재방송 재밍 신호를 단순한 다중경로 신호처럼 취

급할 수 있다.

모의실험 및 분석IV.

제안한 기법의 성능 분석을 위해 다중경로 신호와 열잡

음이 없는 이상적인 채널환경에서 단일 재방송재밍 신호만

수신될 때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인 신호를=1 BOC(1,1)

고려했으며 확산수열의 길이는 칩 주파수는, 1,023,

1.023MHz, =0.25

로 설정하였다 에서 언급한 것처럼. [1]

신호의 통신물리계층은 직접수열대역확산GNSS (DS/SS:

체계를 사용한다Direct Sequence/Spread Spectrum) . DS/SS

체계는 확산과 역확산을 통해 처리이득 을(processing gain)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동기유지가 필수.

적이다 체계는 체계의 이름처럼 정확한 동기유지를. DS/SS

위해 직접수열을 사용한다 직접수열은 의사잡음신호.

를 구성하며 이 신호의 이상적(pseudo-random-noise signal) ,

인 특징은 정확한 동기시점을 기준으로 칩 이내에서만±1

상관값이 나타나고 이외에서는 상관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적인 특징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잡음신호의 길

그림 5. 단일 재방송재밍 환경에서 

일 때 기존 기법과,

제안한기법의부호동기추적편이 (JSR = -3dB).

Fig. 5. Code tracking bia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schemes in single repeat-back jamming environment (JSR

= -3dB).

그림 6. 단일 재방송재밍 환경에서 

일 때 기존 기법과,

제안한기법의부호동기추적편이 (JSR = -3dB).

Fig. 6. Code tracking bia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schemes in single repeat-back jamming environment (JSR

= -3dB).

그림 7. 단일 재방송재밍 환경에서 

일 때 기존 기법과,

제안한기법의부호동기추적편이 (JSR = 0dB).

Fig. 7. Code tracking bia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schemes in single repeat-back jamming environment (JSR

= 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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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무한대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는 또는 길이의 처리 가능한 수준에GNSS 1023 10230

서 가능한 긴 길이의 수열을 사용한다 이렇게 긴 수열을.

사용하는 경우 칩 이상에서 상관값은 완벽한 은 아니지1 0

만 길이의 역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값은 아주 작다 따.

라서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칩 이상 벌어진 확산신DS/SS 1

호의 상관을 취하면 서로의 상관값을 완벽히 구분할 수 있

으며 특히 재방송재밍신호의 경우 가시신호를 지연송출하, ,

기 때문에 칩 이상 벌어지고 비가시환경이 아닌 경우(1 , )

제일 첫째 상관함수의 첨두값은 정확한 동기시점에서 나타

난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가시신호와 재.

방송재밍신호의 상대적 시간차 

가 


이내일 때만 고

려한다.

재밍 대 신호 전력비(JSR: Jamming to Signal power Ratio)

가 일 때 단일 재방송재밍 환경에서 기존 기3, 0, +6 dB ,–

법과 제안한 기법을 사용해 부호동기를 추정했을 때 야기되

는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각각 그림 그림 과 같다5 8 .—

그림 와 그림 은 각각 이 일 때 신호와5 6 JSR 3 dB GPS–

재방송재밍 신호의 위상이 같을 때와 정 반대일 때의 부호

동기 추적편이이다 그림 와 그림 의 결과에서 기존 기. 5 6

법의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열잡음이 없는 단일 다중경로

채널을 통해 수신한 신호를 로 추적했BOC(1,1) EML-DLL

을 때 위상에 따라 야기되는 부호동기 추적편이와 같다.

과 처럼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의 영향을[7] [8] EML-DLL

판단할 때는 추적 오차 포락선으로도 언급되는 부호동기

추적편이가 주요한 성능 평가 지표이며 이때 기준이 되는,

환경은 단일 다중경로 신호에서 가시신호와 다중경로신호

의 전력비가 인 경우이다 이 결과와 비교를 위해 유3dB .–

사한 설정에서 가시신호와 재방송재밍신호의 상대적 위상

이 같을 때와 정 반대일 때의 기존 기법인 기법EML-DLL

과 제안한 기법의 부호동기 추적편이를 보였다CP-DLL .

그림 와 그림 에서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서로 반대 부호5 6

로 야기된다 이는 합성되는 두 신호의 위상차에 의한 것.

이다 그리고 그림 에서 기존 기법으로 고려한. 5 EML-DLL

기법의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양의 추적편이에 이어 음의

추적편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처럼 신호의, 1 BOC(1,1)

상관함수에서 첨두와 첫째 부첨두의 위상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안한 기법은 이른 부첨두만을. CP-ARC

사용하기 때문에 

 이내에서만 부호동기 추

적편이가 야기되며 이외 영역에서는 재방송재밍 신호의,

상관함수에 의해 이른영역 부첨두 주변 상관함수가 왜곡되

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호동기 추적편이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림 그림 그림 은 이 각각 이고 가5, 7, 8 JSR 3, 0, 6dB ,–

시신호와 재방송재밍신호의 상대적 위상이 동일할 때의 설

정한 환경 하에서 기존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부호동기 추

적편이이다 그림 그림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5, 7, 8

처럼 이 커질수록 부호동기 추적편이도 커진다 그러나JSR .

의 결과와 같이 제안한 기법 또한 이른영역 부첨두만을[8]

사용해 부호동기를 추적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에 비해 약

절반의 부호동기 추적편이만 야기되며 부호동기 추적편이,

가 야기되는 영역 또한 좁다 또한 제안한 기법은. C-PRN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첨두를[8]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 신호전력 손실을 충분히3dB

만회할 수 있다.

처럼 가시신호를 왜곡하는 성분이 수신될 때 부호동[1,8]

기 추정 시 야기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표

는 부호동기 추적편이와 이를 유동평균 한(runngin average)

값이다 그림 그림 그림 에서 보인 부호동기 추적편. 5, 7, 8

이의 유동평균은 그림 와 같다9 .

그림 는 기존 기법 그림 는 제안한9(a) EML-DLL , 9(b)

기법을 사용한 경우의 부호동기추적편이의 유동평CP-ARC

그림 8. 단일 재방송재밍 환경에서 

일 때 기존 기법과,

제안한기법의부호동기추적편이 (JSR = 6dB).

Fig. 8. Code tracking bia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schemes in single repeat-back jamming environment (JSR

= 6dB).

그림 9. 단일재방송재밍환경에서 

일때 에따른, JSR (a)

기존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부호동기 추적편이의(b)

유동평균.

Fig. 9. Running average of code tracking bias of (a) the

conventional and (b) the proposed schemes in single

repeat-back jamming environment according to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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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다 처럼 부호동기 추적편이는 이 부호동기 추. [1,2] DLL

적편이를 결정했을 때의 영향만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부

호동기 추적편이의 유동평균은 부호동기 추적루프가 부호

동기를 추적하는 동안 야기되는 왜곡 성분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 부호동기 추적편이와 같이 그 유동평균 또한 그.

크기가 작을수록 왜곡이 덜함을 뜻한다 그림 에서 확인할. 9

수 있는 것처럼 가시신호와 함께 단일 재방송재밍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기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EML-DLL

해 제안한 기법을 사용한 때의 유동평균의 최고값CP-ARC

이 절반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 0.5


이하인

영역에서도 기존 기법의 유동평균에 비해 제안한 기법의

유동평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제안한 기법.

이 단일 재방송재밍의 영향을 기존 기법에 비해 효과적으

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재방송 재밍 환경에서 변조된BOC GNSS

신호를 위한 부호동기 추적기법을 제안하였다 변조된. BOC

확산신호는 정확한 상관옵셋에서 나타나는 주첨두와GNSS

여러 부첨두를 갖고 있다 다중경로 신호와 마찬가지로 재.

방송 재밍 신호도 항상 가시 신호보다 지연되어 수GNSS

신된다 따라서 여러 부첨두 가운데 다중경로 신호의 영향.

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영역 부첨두를 사용해 부호

동기를 추적한다면 기존 부호동기 추적기법보다 재방송 재

밍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부호동기를 추적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재방송 재밍신호를 다중경로 신호처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른영역 부첨두를 이용해 부호동기를 추적하는

통합 의사잡음 신호를 사용한 이른영역 부호동기 추적기법

을 제안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가장 일반적인 수, GNSS

신기의 부호동기 추적기법인 을 사용하는 경우에EML-DLL

비해 부호동기 추정오차가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의실험에서.   인 신호BOC(1,1)

를 사용하는 수신기에 가장 단순한 다중경로 모형인GNSS

선 모형과 단일 재방송 재밍 환경만을 고려하였다 추후에2 .

는 다양한 신호와BOC LMSS (Land Mobile Satellite

채널과 같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채널 등을 고려한System)

다양한 환경에서의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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