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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기에 대한 HPEM 방호 기술
진 정 희․장 동 원

한국전자파연구소

Ⅰ. 서  론

본연구에서는고출력전자기파(High Power Electro Magnet- 
ics: HPEM)로부터 위성 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로써 고고도에서 핵폭발
발생 시 고고도 전자파 펄스(High altitude Electro Magnetic 
Pulse: HEMP)와 낙뢰(surge)로부터 위성 항법장치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로 각각의 핵심 구성품별 취약성 분석과

대책 설계 및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실
제품을 제작하여 국제표준 규격을 적용한 검증 과정을 거쳤

다. 핵심 기술로는 첫 번째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부
의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차폐용 함체, 위성 신호 L1 
(1.57542 GHz) 주파수는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그 밖에 주
파수 대역(Out of Band)은 최대한 고출력 전자기파를 차단
하기 위한 조합형 주파수 선택적 레이돔(Frequency Selective 
Surface: FSS) 기술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GPS 안테나
부의 RF(Radio Frequency) 전송선로로 유기되는 고출력 전자
기파를 차단하기 위한 GDT(Gas Discharge Tube)와 다이오드
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digital) 신호처리와 전원
공급부에 대하여 HPEM으로부터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
한 RF 선로용 고출력 전자기파 차단용 필터를 사용하였으
며, 전원공급부의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전원선 HPEM 
용 차단용 필터 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신호 전송
용 선로에는광 변환기술을적용하였다. 끝으로 자유공간으
로 유입되는 고출력 전자기파 차단을 위한 HPEM 차폐 함
체 기술을 적용하여 미 표준 군사 규격과 국제 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전기적 성능 항목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Ⅱ. HPEM 기술 개요

2-1 HPEM 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국방, 전력, 통
신, 금융, 운송 분야 등의 첨단 전자장비로 모든 분야의 사
회기반 시설과 군 핵심시설들이 상호 체계적으로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사용하고있으며, 특히 군지휘, 통제, 정보, 컴퓨
터(Command &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 
gence: C4I) 시설의 전자 장비들은 소형화, 경량화, 저 전력
화, 집적화 되어 운용되고, 이런 장비와 시스템의 구성되는
반도체소자와 각종 전기․전자부품들은고출력전자기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장비의 성능
저하가 발생되어 장비 본연의 기능을 상실될 수 있다. 이에
상호 연동되어 움직여지는 군 지휘 시설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은 고고도 40 km 이상 되는 상공에서
핵폭발 시 발생하는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와 인위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를 이용한 고출력 초고주파

(HPM)와 고출력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레이다 시스템과 자
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낙뢰(surge)와 같이 고출력
전자파 환경이 존재한다.

[그림 1]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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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PEM 방호용 GPS 설계 요소 기술

기본적으로 HPEM 방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
는 전자부품 또는 장비가 전자파적으로 내성을 가지는 부품

이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

하는 낙뢰(surge)나 정전기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RF 
노이즈, 핵 폭발 시 발생하는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등
으로부터 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폐, 필터, 접지, 
접속저항 등 종합적인 기술을 최적화하여야 효율적인 방호

설계가 이루어진다.
고정형 시설과 전자장비에 대한 HPEM 방호 기술은 [그

림 3]과 같이 구성된다.

2-2-1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설계 목표

HPEM 방호용 GPS 수신기의 설계 성능 목표는 <표 1>과 같
이 각 대상 장비 또는 부품별, 성능 검증 항목, 적용 규격
성능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는 안테나부를 보호하기
위한 주파수 선택적(FSS) 레이돔은 In Band 대역 내에서는

[그림 2] HPEM 방호 개념

[그림 3] HPEM 방호 기술

<표 1>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성능 목표 표

구분 항목 성능 목표치

FSS 
레이돔

차폐 성능

In band : 1 dB 이하
 - 1,575±100 MHz
Out of band: 5 dB 이상
 - 30 MHz～18 GHz(In band 제외)

안테나 패턴

영향성

Patten 영향성(0±90º) 
 - 기존 안테나 패턴 ±3 dB 이하
Gain 손실: 3 dB 이하

Power 
필터 잔류전류

(PCI)

Short pulse: 2.5 kA 주사 잔류전류 10 
A 이하
Intermediate pulse: 250 A 주사 시정능
저하가 없어야 함.

RF
필터

Short pulse: 5 kA 주사 잔류전류 100 
mA 이하

GPS 
수신기

세트

낙뢰

(surge)

신호/통신선: 10/700 us±4 kV
전원선(DC): 1.2/50 us±0.5 kV
 -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고출력

전자파 펄스

시험

고출력전자파펄스내성시험: 50 kV/m
 - Rise time: 1.8～2.8 ns
 - FWHM: 23±5 ns
 -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전파투과손실이 1 dB 이하가되어야하며, 그외 Out of Band 
대역에서는 5 dB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GPS 
수신 안테나 패턴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 고출력
전자기파 차단용 필터는 고출력 전자기파 펄스에 대한 잔류

전류량으로 정의하였다. AC 전원선용 필터에 대한 PCI(Pulse 
Current Injection) 잔류 전류량이 단 펄스(short pulse)인 경우, 
2.5 kA 주입 시 10 A 이하가 되도록 설계 목표치를 설정하
였으며, RF용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용 필터의 PCI 성능은
Short Pulse 5 kA 주입 시 잔류 전류량이 0.1 A 이하로 설정
하였다.
세 번째로는 GPS 수신기 세트에 대한 전체 성능에 대한

설계 목표 값은 각각의 접속부위에 전기적 접속저항 값을

2.5 mΩ 이하, 낙뢰는 RF 선로에 10/700 us, ±4 kV와 AC 전
원선인 경우, 1.2/50 us, ±0.5 kV 인가 시 GPS 수신기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고출력 전자기파 펄스
에 대한 복사 내성은 50 kV/m 전계로 인가 시 GPS 수신기
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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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제작 기술

효과적인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설계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설계 방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안테나 단을 보호하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구조

의 레이돔과 두 번째로 RF 수신단을 보호하기 위한 HPEM
용 차폐 함체와 필터로 구성하여 설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호처리 및 전원 공급기를 보호하기 위한 HPEM용 전원
필터와 신호 전송용 광 컨버터를 적용하여 [그림 4]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3-1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구성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제작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첫 번째는 위성으로부터 위성관련 RF 신호를 받기 위한

안테나와 증폭기로 이루어진 안테나부와 두 번째로 RF 신
호의 신호변환, 전원 공급부로 구성된 신호 처리부로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어진다.

HPEM 방호용 GPS 수신기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대책
기술은 다음과 같이 안테나부와 신호처리부에 대한 대책 기

술과 FSS 레이돔 기술, HPEM 방호용 필터, GPS 신호처리
및 전원공급부의 대책 기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2 안테나부와 신호처리부

HPEM 방호용 GPS 수신기의 안테나부에 고출력 전자파
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폐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은
FSS 레이돔 기술과 내부 전자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차폐 하우징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4]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Block도

[그림 5]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Block도

[그림 6] GPS 수신 안테나부 3D 구성도와 제작 형상

HPEM 방호용 GPS 수신기의 신호처리부는 [그림 7]과 같
이 GPS 수신기의 RF 신호선과 전원선으로 유입되는 HPEM
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를 적용하고, 신호 처리된 GPS 정보
의 출력은 광 변환기를 사용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내
부의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차폐 하우징 기

술을 적용하였다.

[그림 7] GPS 수신기의 신호처리부 구성도와 제작 형상

3-3 FSS 레이돔 기술

FSS 레이돔은 Combination 형태의 대역통과형 구조의 레
이돔으로 [그림 8]과 같은 패턴으로 설계하였으며, FSS 레
이돔의 구조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테플론(Teflon) 인쇄회
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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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SS 레이돔의 설계 형상

FSS 레이돔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전자파 차폐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FSS 레이돔의 Out of Band 전자파 차폐 성능 시뮬레
이션 결과(Ansys Designer 활용)

주파수 선택적 투과손실(FSS) 레이돔은 GPS 수신 주파
수 대역 외에는 차단하는 대역통과(BPF)형 필터구조로 설
계 제작하였다. FSS의 PCB는 유전율(2.1), 기판 두께(0.254 
mm)의 테플론(Teflon)으로 하여 양면으로 제작하였다. 전체
크기는 가로 520 mm, 세로 520 mm으로 제작하여 [그림 10]

과 같이 GPS 안테나부의 차폐 함체에 부착하였다.

3-4 HPEM 방호용 필터 기술

교류(AC)용 전원필터는 [그림 11]과 같이 HPEM 방호용

[그림 10] GPS 수신기에 FSS 레이돔 부착 형상

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11] HPEM 방호용 교류(AC)용 필터 형상

RF와 직류(DC)용 필터는 [그림 12]와 같이 GPS 수신 RF 
신호와 안테나부의 저잡음 증폭기(LNA)의 직류(DC) 공급
을 위하여 직류는 단락회로와 RF는 개방회로를 병행하는
회로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2] HEMP 방호용 RF와 직류(DC)용 필터 형상

3-5 GPS 신호처리 및 전원 공급부

GPS 수신기의 신호처리와 전원공급의 제작 구성도는

[그림 13]과 같이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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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PS 신호처리와 전원 공급부 형상

Ⅳ. HPEM GPS 수신기 성능 검증

HPEM용 GPS 수신기의 성능 검증은 FSS 레이돔의 차폐
율과 안테나 패턴 영향성, EMP 방호용 필터의 잔류 전류
(PCI) 및 GPS 수신기 전체의 HPEM 복사/전도 내성을 검증
하였다.

4-1 HPEM GPS 수신기 FSS 레이돔의 차폐 및 안테나 패

턴 영향성

FSS 레이돔 차폐 성능은 평판형 FSS 레이돔을 설계, 제
작하여 IEEE Std 299의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FSS 레이돔 차폐율 시험결과는 <표 2>와 같다[2].

<표 2> FSS 레이돔 차폐율 시험 결과

주파수

[MHz]
300 500 800 1,000 1,569 2,000

차폐율

[dB] 14.98 21.87 14.75 9.98 0.04 8.19

FSS 레이돔의 안테나 패턴 영향성은 측정 주파수는 1,575 
MHz, 방위각 ±90˚ 범위 내에서 IEEE Std 149의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이득이
약 1.8 dB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3].

4-2 HPEM 필터

고출력 전자기파(HPEM) 필터에 대한 펄스 잔류 전류

[그림 14] FSS 레이돔 안테나 패턴 영향성 시험 결과

(PCI) 항목은 MIL-STD-188-125-2의미국 군사 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방법과 규격치를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검증

하였다. 첫 번째 교류(AC)용 전원필터에 대한 시험 개념은
[그림 15]와 같이 고출력 전자기파(HPEM) 필터를 전자파
차폐 룸의 외부 벽에 설치하여 필터의 입력단에 단 펄스와

중 펄스 두 가지의 펄스를 인가하였을 때 <표 3>과 같이 교

류(AC)용 필터와 RF용 필터에 대한 성능요구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을 확인했다[4].

[그림 15] HPEM 방호용 필터 PCI 시험 개념도

4-3 낙뢰(Surge)

낙뢰(surge) 시험은 GPS 수신기의 안테나부에 RF 선로로
유기되는 낙뢰에 대하여 GPS 수신기의 낙뢰에 대한 전도
내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적용 규격 및 시험방법 IEC 
61000-4-5의 심호선과 통신선에 대하여 10/700 us, ±4 kV와
직류(DC) 1.2/50 us±0.5 kV의 낙뢰 신호를 GPS RF 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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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PEM 방호용 필터의 잔류 전류(PCI) 시험 결과

필터

종류

펄스

종류

EMP 인가 펄스 제원
규격치 시험결과상승

시간

펄스

폭

인가

전류

AC용
단 ≤20 ns 550 us 2.5 kA <10 A 0.286 A
중 ≤1.5 us 500 ms 2.5 kA * 만족

RF용
단 ≤20 ns 550 us 5.0 kA <100 mA 79.9 mA
중 ≤1.5 us 500 ms 2.5 kA * 만족

* 필터의 손상 또는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직접 인가한 결과, GPS 수신기의 성능 저하와 오동작 현상
이 발생하지 않았다[5].

4-4 HPEM 복사 내성

HPEM에 대한 복사 내성 검증은 MIL-STD-461F의 RS105 
항목 2.8 ns/23 ns±5 ns, 50 kV/m의 HPEM를 GPS 수신기에
복사 방사한 결과, GPS 수신기의 성능 저하 및 오동작 현상

[그림 16] GPS 수신기 낙뢰(Surge) 시험 장면

[그림 17] HPEM 복사 내성(RS105) 시험 장면

이 발생하지 않았다[6].

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GPS 수신기를 고출력 전자기파(HPEM)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GPS 수신기에서 취약한 핵심 구성품
인 안테나부, RF 수신기, 신호 처리 및 전원공급부의 각 구
성품별 고출력 전자기파(HPEM) 방호에 대한 전기적 성능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성능 목표치 대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고출력 전자기파(HPEM)와

항 재밍 기술을적용한 고출력 전자기파(HPEM) 대응용 GPS 
수신기를 추가 연구 개발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유무선 통신 기기와 군 관련 무기체계에 대

한 HEMP 방호 기술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 개발 예정이며,  
자율 주행 차량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 및 센서에 대

<표 4> HPEM 방호용 GPS 수신기 성능 검증 결과

구분 검증 항목 성능 검증 결과

FSS 레이돔

차폐 성능

In band: 0.04 dB 이하
 - 1,575 MHz
Out of band: 5 dB 이상
 - 300 MHz @ 14.98 dB
 - 500 MHz @ 21.87 dB
 - 800 MHz @ 14.75 dB
 - 1 GHz @ 9.98 dB
 - 2 GHz @ 8.19 dB

안테나 패턴

영향성

3 dB 정도 편차가 발생하며, 
수신감도의 이득이 1.8 dB 
감소하였다.

Power lines 
HPEM filter

잔류전류

(PCI)

Short pulse 잔류전류: 최대
0.286 A
Intermediate pulse: 성능 저하
없음.

RF lines 
HPEM filter

잔류전류

(PCI) Short pulse: 잔류전류 79.9 mA

GPS 
수신기 세트

낙뢰

(surge)
GPS 수신기 성능 저하가없음.

고출력 전자파

펄스 시험
GPS 수신기 성능 저하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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