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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GPS를 이용한 항법은 항공, 선박, 측량뿐 아니라 개인 휴대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밀접하게 되었다. GPS를 이용한 항법해는 실외에서 수 미터 이
내의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보다 더 정밀하고 강건한 항법해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각 나라마다 자국의 위성항
법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러시아의 GLONASS나 유럽의 Galileo 신호등
의 새로운 GNSS 시스템이 향후 몇 년 후에 정상가동을 할 계획이다.
이런 GNSS 시스템들은 지상 사용자들이 주된 서비스 대상이 되지만 위성 사
용자들도 GNSS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법 정확도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지
상 사용자와 다르게 위성용 수신기의 경우는 위성의 동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고성능의 수신기 기술이 요구되므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위성용에 적합한 알고
리듬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용 수신기의 초기 개발에 있어, 하드웨어 형태의 수신기는 많은 자본과
장비를 필요로 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GLONASS 시스템은
FDMA 기법의 신호구조를 CDMA 구조로 변경하고 있고, Galileo 위성은 시험
위성이 가동중이다. 또한 중국의 Beidou의 경우 2012년에 사용자를 위한 문서
가 공개되는 등 신호 개발과 수신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따라
서 여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수신기가 위성용
수신기로 적합하다.
본 논문은 저궤도 위성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위성항법 소프트웨어 수신기
의 개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기존의 GPS 시스템만을 사
용하는 경우 상시 확보되는가시 위성 수가 적고 각 위성의 가시 시간 또한 짧기
때문에, 신호 추적 단계에서 신호 추적 루프의 수렴시간이 길어질 경우, 위성
１

측정치의 가용 시간이 매우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와
Galileo 시스템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는 신호의 동적 특성이 심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신호 추적 루프를 개선하고, 또한 항법 위성과 사용자의 기하학적 배치를 이용
하여 신호 추적을 진행하는 Vector Tracking Loop를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
키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위성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GPS/Galileo 신호의 소프트웨어 수신기 구조를 설명한다. 소프
트웨어 수신기는 RF단과 Baseband 신호처리단이 모두 하드웨어로 구성된 수신
기와 달리, Baseband 신호 처리부터 항법해 계산까지의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수신기 구조를 지칭한다.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구조는 크게 신호 획득,
추적, 항법 측정치 및 항법해 계산의 구조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환경과 GPS/Galileo 통합 시스템 구현에 적합하도록 각 요소별 알고리즘을 개
발하고, 이를 저궤도용 GPS/Galeilo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또한 저
궤도용 GPS/Galileo 신호 수신 소프트웨어의 신호 추적 알고리즘으로 Vector
Tracking Loop를 구현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결과에서, 제안된 각 모듈
별 알고리즘이 저궤도 환경에 적합하며 GPS/Galileo 통합 항법 알고리즘도 정
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Vector Tracking Loop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
신호 추적 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항법측정치 및 항법해 정확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Galileo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NSS 항법 시
스템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연속적인 항법해 획득,
항법 측정치와 항법해 성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제안된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수신기의 알고리즘은 GNSS 항법 시스템의 활용도

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저궤도 위성, LEO, GPS, Galileo, GNSS, Vector Tracking Loop,
Signal acuiqisition, Signal tracking
학 번: 2004-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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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항법 시스템은 위성에서 방송되
는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체 시스템은 위성부, 지상 관제부, 사용자 수신기부로 구분된다 [1]. 위성부와
지상 관제부는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용하는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된다.
사용자는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항법 위성에서 방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항법해를 계산하게 된다.
GPS 위성은 고도는 약 20,183km의 중궤도 위성이므로 고도 200~800km
의 저궤도 위성은 지구를 향하여 방송되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이 고도에서는 이론적으로 항법에 필요한 4개 이상의 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항법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의 속도가
5~8km/s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GPS 신호의 동적 특성이 크게 변화
하게 되고, 또 가시 위성이 안테나 시야에 들어오는 시간도 짧게 된다 [2]. 게
다가 위성이 급기동을 할 경우에는 안테나 시야에서 급격히 벗어난 후 복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위성마다 측정치를 얻는 시간이 짧아
지게 되므로, 위성수 감소로 인해서 항법해 성능이 떨어지고 심지어 4개 이상의
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GPS 수신기 내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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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방법에 있어서 지상 사용자용 수
신기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GPS 시스템과 Galileo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위성의 측정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Galileo 시스템의 경우 23,222km 고도에 30개의
위성(27 구동, 3개 예비)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6-7개 이상의 위성이 안테나의 시야에 상시 확보된다. 또한 Galileo의 신호는
GPS의 Binary Phase Shift keying (BPSK) 기법에 비해 측정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inary Offset Carrier (BOC) 변조 기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
에 [3], 항법해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GPS/Galileo 수신기를 저궤도 위성에 적용할 경우에는 위성의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항법 신호의 동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신호
추적 루프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GPS 와 Galileo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GPS/Galileo의 신호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모듈 뿐아니라 통합 항
법해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한 필요하다 [4].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위성용에 적합하고, GPS/Galileo 신호를 활용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하여 검증하였
다.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크게 신호 획득/추적/항법해 계산 모듈로 구현되는데,
각 모듈에서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항법해 계산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
는 부분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각 모듈별 개선 알고리즘을 제안함과 동시에 신호
추적/항법해 계산 알고리즘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Vector tracking Loop 수신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저궤도 환경에서 항법 측정치와 항법해 성능 향상을 보이
고자 한다.

1. 연구 동향
본 논문은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개발과 이를 활용
한 벡터 신호 추적 루프 (Vector Tracking Loop, VTL)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그대로 적용한 연구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와 저궤도용 GPS 수신기 그리고 VTL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개발은 1990년대에 제안되었으나 프로세서의 속
도가 실시간 IF 데이터를 처리할 정도의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IF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서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그 활용도가 증가 되었다 [5,
6]. 특히 하드웨어 개발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 과정에 있어 개발자 편의
성과 유연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Galileo 신호와 GPS 현대화 신호 처
리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7, 8].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개발은 크게 FPGA기반 baseband 신호처리 개발, 후처
리 기반 소프트웨어 수신기, 실시간 기반의 수신기 의 세 가지로 구분 된다 [8].
FGPA기반의

수신기는

FPGA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상관기를

VHDL이나

Verilog 등의 언어로 구현하고 상관기 제어와 항법해 계산 부분을 마이크로 연
산자(Micro processing unit)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지칭한다 [9, 10]. 후처
리 기반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경우 알고리즘 개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MATLAB등의 개발자 친화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저장된 IF 데이터를 처리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11, 12]. 마지막으로 실시간 수신기 개발
의 경우 크게 일반 PC 기반과 DSP 등의 임베디드 프로세서에서 활용 가능한
수신기의 개발을 지칭한다 [13, 14].
저궤도 위성의 항법 및 궤도 결정 센서로 GPS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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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D TLE (US SPACE COMMAND TWO-LINE-ELEMENT) 와 같은 외부
의존적인 데이터나 Satellite Laser Ranging, Radar Tracking 장비와 같은 고가
의 장비 없이도 독자적으로 자국 또는 자사 보유의 위성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
및 궤도 정보를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 Km에 달하
는 현재 센서들의 오차에 비하여 GPS를 사용할 경우, 수십 m 정도의 오차를
만족시킬 수 있어 정확도 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NSS 신호의 활용은 주로 GPS 수신기 기반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며, 상용 하드웨어 수신기가 제작되어 과학위성 등에 탑재되어있는
형태로 TOPSTAR-3000(Alcatel, 프랑스) [15], BlackJack(JPL, 미국) [16],
IGOR (BRE, 독일) [17], LAGRANGE (Thales, 이탈리아) [18], SGR-20
(Surrey, 영국) [19], Viceroy (Motorola, 미국) 등이 있다 [20]. 그러나 현재
위성용 GPS 수신기는 비 국산화 품목으로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개발하고 있
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최근에는 GPS/Galileo 신호를 대
상으로 대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 22].
최근 미국의 GPS에 이어서 유럽의 Galileo 시스템도 2018년 전 기능 서비스
를 목표로 GIOVE-A(2006), GIOVE-B(2008) 2개의 시험 위성이 발사 되었으
며, 2011년 10월에는 두 기의 In-orbit validation 위성이 발사되었고, 2012년에
추가 2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23]. Galileo 시스템은 3개의 평면에 30개의 위
성 운용으로 FOV(Field of View)가 열악한 저궤도 위성에서 GPS와 함께 사용
할 경우 가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4].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활용되는 신호 획득, 추적, 항법해 계산, 그리고 항법해
성능 향상 등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신호 획득의 경우
FFT나 matched filter[25]가 활용된 병렬 검색이 주로 사용된다 [26-30]. 이
병렬 검색은 코드의 순환성에 기반하여 신호 상관합을 계산하기 때문에 비트 반
전 효과로 인한 모호성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GPS 신호에 대해
서 이러한 모호성은 미약 신호 획득 상황에서 긴 데이터에 대한 신호 상관합을

활용할 때 발생하므로 미약신호 획득에서 주로 다뤄졌었다 [27, 31, 32]. 비트
반전을 포함한 미약 신호에서 신호 획득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33]에 잘 정
리되어있다. 최근에는 Galileo나 GPS 현대화 신호가 개발됨에 따라서 한 주기
의 코드 만을 이용한 신호 획득을 진행할 시에도 비트 반전에 대한 고려가 필수
적이게 되었다. GPS L1 C/A 신호와 달리 GPS L2 CM 코드나 L5 신호는 코드
주기와

항법

비트

반전

주기가

일치한다

[34, 35]. 게다가

Galileo는

secondary 코드가 존재하여 매 주 코드가 반복 될 때마다 반전이 될 확률이 존
재한다 [36]. 그 밖에 빠른 신호 획득 연구에서 활용되는 한 주기 코드를 이용
한 연구로는 zero-padding 기법 [37, 38], two stage 신호 획득 기법 [7], 에
너지 기반 검색 (energy based search) 기법 [39, 40]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활용되는 신호 추적 기법으로는 고전 루프 필터 (Loop
filter)를 변형하거나 계수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루프 필터 대신 칼
만 필터 (Kalman filter), particle filter, uncented filter 등의 새로운 필터를 적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칼만 필터를 활용하는 연구
가 그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확장형 칼만 필터를
활용한 smoother 기반의 신호 추적 루프 [6], 반송파 위상 추적을 위해 2 상태
변수 (2 states)를 활용한 신호 추적 루프 개발 [41], 칼만 필터를 활용한 연구
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칼만필터의 신호 추적 계수를 도출한 연구[42] 등이 있
다. [43]에서는 칼만 필터와 함께 LQR (Linear Quadratic Regulator) [44]를 적
용하여 신호 추적 루프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신호 추적 연구는 한 단계 더 나
아가 GPS/INS 통합 신호 추적인 강결합 (tightly coupled) 시스템 [45]이나 초
강결합 (deeply coupled) [46]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VTL 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GPS/INS 통합 필터 구성 시에 위성의 기하
학적인 배치를 활용하는 신호 추적 루프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47]. 이후,
신호 추적 루프와 항법해 계산을 일련의 통합 필터로 수행하는 수신기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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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시뮬레이터 생성신호를 처리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48]. VTL 용어의
사용은 1996년 J. J. Spilker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49]. VTL 은 기
존의 개별 신호 추적/항법해 계산 방식에 비하여 확장형 칼만 필터의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 수신기의 CPU에서는 동작하기 어려웠다. 하
지만 2000년대에 들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눈부신 발전과 강력한 연산량
(processing power)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연구가 보편화 되면서 VTL
을 구현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M. Lashley의
판별기 측정치 (Discriminator) 기반의 VDFLL구현 방법을 기존의 VTL 구조와
비교하고, 미약 신호의 추적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고 [50-52], M. G.
Petovello의 VTL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법 필터의 구현 방식과 개별 채널 신호
추적 필터의 조합을 비교 분석한 연구 [53], FPGA에 구현하여 실제 GPS신호
를 처리한 성능 분석결과의 발표[53], 강건한 VDFLL을 이용하여 미약 신호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해당 신호의 C/N0 (Carrier to Noise Ratio)를 측정하는
방안의 제시 [54] 등이 있다. VTL의 성능을 해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는 2007년의 Mitre에서 D. Benson이 교란 (Interference)이 존재할 때, 기존
수신기 방식과 VTL기법, GPS/INS 초강결합 방식 등에 따른 GPS 신호 추적 성
능의 분석에 관한 논문이 있다 [55]. 2009년 M. Lashely는 열잡음 (thermal
noise)이 신호추적에 미치는 영향을을 해석적으로 분석하고 실험으로 검증하였
다 [51].
본 논문과 관련된 위 연구들은 크게 저궤도 위성용 수신기 연구, GPS/Galileo
수신기 연구, 그리고 VTL로 구분 될 수 있다. 저궤도 위성 환경 사용자의 경우
GPS 신호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GPS/Galileo 수신기의 경우 대부분 지
상 사용자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며, VTL의 경우 지상 GPS 사
용자 위주로 개발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주제들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저궤도 환
경에서 GPS/Galileo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신호 추적 성능향상을 위해 코드/반

송파

(Code/Carrier)

통합

추적

루프와

신호

추적/항법해

계산

(Tracking/Navigation) 통합 추적 루프의 기법을 적용한 성능 향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크게 두 개의 연구 주제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는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개발이고, 그 두 번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활용한 신호 추적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이다.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개발은 기존에 개발된 GPS 소프트웨어 수신
기를 활용하고, 이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Galileo 신호를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을 추가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코드와 반송파 (carrier)를 통합
하는 단일 채널 신호 추적 루프와 신호 추적과 항법해 필터를 통합하는 VTL의
두 가지 신호 추적 성능 향상에 대해서 연구한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첫째,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GPS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활용하여 Galileo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신호
획득 및 추적, 항법메시지 해독, 항법해 계산에 해당하는 모듈을 추가하고, GPS
신호와 통합하여 항법해를 계산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프트
웨어는 MATLAB 프로그램으로, 파일로 저장된 RF 신호를 후처리 기반으로 처
리하여, IF 양자화 (digitized) 데이터로부터 항법해를 계산한다. 소프트웨어 수
신기 검증을 위해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RF 신호가 기저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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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nd) 신호로 변환되어 Analong to Digital Converter (ADC)를 거쳐 파일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이 입력 데이터를 개발된 소프트
웨어 수신기로 처리하여 GPS/Galileo 통합 항법해를 계산해 본 결과, GPS,
Galileo 각각의 신호를 단독으로 계산할 때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둘째로, 코드 신호 추적 루프와 반송파 (Carrier) 신호 추적 루프를 통합하는
신호 추적 루프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신호 추적 루프는 Galileo 신호와 저궤도
위성 환경에 부적합하므로 GPS L1 신호에 적용한 것과 별도로 각각에 적합한
신호 추적 루프를 적용하고, Linear Quadratic Gaussion regulator (LQG) 알고
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신호 추적 루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알고리즘을 활
용하면 상대적으로 신호 추적 정확도가 높은 반송파 신호 추적 루프의 정확도가
코드 신호 추적 루프에 영향을 미쳐서 신호 추적 정확도가 향상된다.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기저대역 (baseband) 데이
터 처리로 기존 알고리즘 대비 향상되는 성능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신호 추적루프와 항법해 계산필터를 통합한 VTL을 구현하여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적용하였다. VTL 수신기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신호 추적 제어 입력이 코드와 반송파의 자기상관함수 (autocorelation) 특성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과 달리 GPS/Galileo 위성과 사용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시계오차와 시계오차의 발산정도에 기반하여 생성되기 때
문에 빈번한 신호 차단 상황에 강건하고, 신호 추적 정확도의 성능 역시 향상되
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호 추적 향상에 따라 항법 측정치의 정
확도 향상 그리고 나아가 항법해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개발된 수신기와 신호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였
다. Galileo 신호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Bit Transition Cancellation (BTC)
알고리즘, LQG를 이용한 코드/반송파 통합 추적 루프, VTL을 활용한 신호 추적
/항법해 통합 루프 등에 대해서 신호 세기에 따라,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 기저대역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수신기
로 처리하여 검증하였다. Figure 1-１에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다.

Figure 1-１. The contets of this thesis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크게 GPS/Galileo 시스템 소개,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개발, 저궤도 위성 사용자 환경에서 신호 추적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신호 획득, 신호
추적, 항법해 계산 모듈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각 모듈에 대한 설명은 기존
연구 기법들을 소개하고, Galileo와 저궤도 사용자 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로 적용
되거나, 제안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신호 획득 모듈에서는
Galileo 항법메시지 변조 방식에 적합한 기존 신호 획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
명하고, 새로운 BTC 신호 획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신호 추적 모듈에서는 기

２１

존 신호 추적 루프를 설명하고, Galileo E1 신호는 BOC 변조가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적용된 Bump to jump 신호 추적
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법해 계산 부분에서는 Galileo 신호 항법메시지 해
독 모듈과 GPS/Galileo 통합 항법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한 과정
은 Figure 1-２에 도시하였다.

Figure 1-２. The constitution of the chapter 3

4장에서는 저궤도 위성 사용자 환경에서 보다 높은 신호 추적 성능을 위한
신호 추적 루프 연구로 코드/반송파 LQG 통합 신호 추적 루프에 대한 설명과,
신호 추적/항법해 통합 VTL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LQG 통합 신호 추
적 루프의 경우, 기존의 칼만필터 (Kalman Filter, KF)로 구성된 코드/반송파 신
호 추적 루프들과 제안된 moving set-point LQG 신호 추적 루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알고리즘의 상세한 내용을 도시한다. VTL의 경우 기존의 VTL 알고
리즘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저궤도 환경에서 적용시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의 최종 시뮬레이션은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된 BTC 신호 획득 기법의 성능 분석, 코드/반송파 LQG 통합 신호 추적 루
프의 성능 분석, VTL 적용시 저궤도 환경에서 성능 향상 및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3. 연구 결과의 기여도
지금까지 GPS/Galileo 통합 수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저궤도 환경에서
VTL 수신기를 적용하려는 연구 사례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GPS/Galileo 통
합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하고 저궤도 위성 환경에 적합한 코드/반송파 통합
신호 추적 루프를 제안하며, VTL 수신기 구현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항법 측정
치와 항법해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lileo E1 BOC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수신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Galileo E1 신호의 경우 GPS 신호의 BPSK와는 다르게 BOC 변조 기법을 사용
하기 때문에 GPS 신호 추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잘못된 신호에서 수렴
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Galileo 신호는 GPS와 항법 데이터 코딩 방식
도 다르다. FEC코딩, CRC 등의 새로운 코딩 기법들을 디코딩하기 위해서
Viterbi 알고리즘을 포함한 디코딩 모듈을 구현하였다.
둘째, GPS/Galileo 통합 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기존의 GPS 소프트웨어
수신 프로그램과 본 논문에서 개발된 Galileo 신호 수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항법해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하였다. Galileo 신호는 GPS 신호
에 비하여 신호 변조 방식, 항법메시지 해독 방식, 그리고 항법해 계산을 위한
좌표 설정, 시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셋째로는, GPS/Galileo 신호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저궤도 위성용 수신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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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신호 획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Galileo 신호는 매 코드 주기마다
변화하는 항법 데이터 때문에 신호 획득을 위한 데이터 길이의 최소 단위인 한
주기 신호를 활용하여 신호 획득을 진행하는 경우 비트 반전에 의한 상관합 크
기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계산량이 감소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넷째, 신호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LQG를 활용한 신호 추적 루프를 제안하
였다. 루프 필터(Loop filter)로 구성된 기존 신호 추적 루프는 신호의 동적 특
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코드와 반송파의 신호 추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두
신호간의 관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칼만필터와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를 GNSS 신호 추적 환경에 적용
한 moving set-point LQG 제어기를 설계하여 신호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저궤도 GPS/Galileo 환경에서 동적 변화가 큰 항법해 특징을 신
호 추적 루프에 반영할 수 있는 VTL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저궤도 위성 수신기에 VTL을 적용할 경우 신호 추적 정확도 및 신호 추적 강
건성이 향상됨을 예측하였고, 실험 결과 항법 측정치, 항법해의 정확도 또한 향
상되는 것을 GPS/Galileo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2장. GPS 와 Galileo 시스템

1. GNSS 의 개념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다수의 위성이 동기되어 항법
신호를 송출하고, 이용자는 항법용 수신기를 이용하여 개별 위성 신호를 추적하
고 그 결과물로부터 수신기 안테나의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항
법 시스템을 말한다[56]. 2000년 이후로 GPS를 중심으로 그 활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항공, 해양, 측량 뿐아니라, 개인 위치 정보를 위하여 스마트폰에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GNSS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60년대에 기초 연구
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반에 구소련에서는 GLONASS (GLobal
Orbiting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위한 항법 위성이 발사되었고 [57,
58], 1987년도에 최초의 GPS 위성이 발사되었다. 이 후 1993년에 구소련에서
는 GLONAS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성수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고 [59, 60],
미국에서도 1995년에 GPS의 완전한 작동을 선언하였다.
GNSS를 이용한 항법은 동기된 각 위성의 안테나로부터 발생된 신호가 사용
자의 안테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차이를 이용하여 GNSS 위성과 사용자
간의 의사거리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속
도,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Loran, DME, VOR 등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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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항법 시스템에 비해 높은 10 미터 정도의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
외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61].
GNSS 위성 항법 시스템은 항법 신호를 송출하는 위성부, 다수의 위성군을
제어하는 관제부, 위성 항법 신호를 수신하여 항법해를 계산하는 수신부로 나뉘
어 진다. 위성부와 지상 관제부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GPS의 경우 미국 국방성에서 전체 프로그램 및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다
[62].

2. GNSS 최근 동향
최근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발사된 노후화된 GPS 위성인 Block II, Block
IIA 위성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성인 Block IIF를 발사하고 있으며 [63]
이 Block IIF 부터는 민간 신호인 L5 신호가 방송되고 있다. 향후 L1 대역의
민간 신호인 L1C 신호와 BOC신호를 방송하는 Block III 위성이 2014년에 발
사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64].
GLONASS의 경우 1990년도에 24개의 위성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기존 위성
이 노후화되고, 위성의 추가 발사가 늦어지면서 전지구에서 가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신호 변조 방식을 GPS와 유사한 CDMA 방식으로 바꾸고 다수
의 위성을 쏘아 올리며 재정비를 마치고 위성 배치를 확보하고 있다 [60].
1990년대까지 GPS와 GLONASS만의 시스템 위주로 개발이 되다가 2000년
도 초반부터 새로운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럽 연
합에서 Galileo라고 명명한 민간용 전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은 신호 설계 과정
에서 GPS와의 공용성과 간섭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24] GPS 신호와 함께
GNSS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5]. 중국도
BeiDou (혹은 Compass) 전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66],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를 통해 일본과 동아시아를

가용 영역으로 하는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67].

3. Galileo Signal
Galileo 시스템은 유럽 주도의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GPS/GLONASS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면서 독립적인 위성항법을 전 지구에서 가능한 시스템이다.
3개의 궤도 평면에 30개의 위성이 구동될 예정이고, 27개의 가용 위성과 3개의
예비 위성으로 구성된다. GPS 위성의 장반경이 26559.4km인 것과 달리,
Galileo 시스템은 29601.3km이고, 궤도 기울기는 56도이다.
이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08년 각각 GIOVEA, GIOVEB 위성을 발사하여 테스트를 마쳤고, 2011년 두
기의 In-orbit validation 위성을 발사하여 테스트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완
전 기동을 목표호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신기 개발에 고려해야 하는
Galileo 신호 특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1) Frequency plan
Galileo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GPS와 마찬가지로 RNSS (Radio
Navigation Satellite Service) 밴드 대역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Galileo의
E5a 신호, E5b 신호와 GPS의 L5은 ARNS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밴드 대역 중 일부에 배분되어 있다. Figure 2-１에서 GPS와 Galileo
의 주파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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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１. Galileo Frequency Plan [68]

Galileo 신호의 반송파 (carrier signal) 중심 주파수는 Table 2-1에 나타나
있다. Galileo E1 신호의 경우 중심 주파수는 GPS L1 신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GPS L1 주파수의 RF 모듈을 활용하면 별도의 RF 처리 장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GPS L5 신호와 Galileo E5a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일치하므로, 이
두 신호 역시 RF 모듈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Table 2-1. The center frequency of the 반송파 signal of Galileo

수신부의 기준 수신 대역폭은 Table 2-2에 나타나 있다. Galileo E5 신호의
경우, 신호 변조가 ALTBOC (ALTernative Binary Offset Carrier) 방식으로 되
어있기 때문에, 이 신호는 E5a, E5b를 독립적으로 BPSK (Binary Phase Shift
Keying) 신호로 인식해서 수신할 수 있을 뿐아니라 E5의 AltBOC 51.15MHz의

RF 신호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69, 70]. 대역폭이 넓을수록, 입력
신호와 수신기 내부의 복제신호 (replica)의 교차상관 (cross-correlation)을 이
용한 신호 추적 성능이 높아지지만 RF 모듈의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Table 2-2. The RF bandwidth of Galileo [68]

Figure 2-２은 Galileo 신호의 주파수 분포 (spectrum)와 변조 방식, 칩 변화
율 (chip rate), 데이터 비트 변화율 (data rate)을 나타낸다. E1/E5 신호는 일반
사용자에 개방되는 신호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E6의 신호의 경우 상용화
신호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 가능하다. E1과 E5b 신호에는 생명의 안
전 (Safty of Life, SoL) 신호가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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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２. Galileo frequency spectrum and service [3]

각 Galileo 위성에서는 E1, E6, E5a, E5b로 나누어 항법메시지를 발송한다.
Table 2-3에서는 Galileo 신호의 전송률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Table 2-3. Galileo Navigation data bit rate

2) Galileo 신호 변조 방식
다음 식에는 주어진 complex envelope s(t) 가 변조된 신호 S(t)로 어떻게 표

현되는지 base-band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 s(t)의 in-phase와 quadrature
phase의 신호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

S X (t ) = 2 × PX × s X - I (t ) × cos( 2pf X t ) - s X - Q (t ) × sin( 2pf X t )
s X (t ) = s X - I (t ) + j × s X -Q (t )

]

( 2.1 )

S X (t ) : 반송파 신호로 변조된 신호,
s X (t ) : 보내고자 하는 complex envelope
PX : RF 신호 파워

Galileo 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는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E1, E5, E6의
3가지 신호로 구성이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는
GPS/Galileo L1/E1 통합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E1 신
호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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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３. Galileo E1 signal modulation [68]

Figure 2-３에서 볼 수 있듯이 E1 신호는 E1B와 E1C 신호로 구성된다. E1
신호의 경우 CBOC (Composit BOC)신호로 변조가 된다. CBOC신호는 BOC(1,1)
신호와 BOC(6,1)의 두 신호가 10:1의 신호 세기로 더해져서 부반송파(Sub-반
송파)를 구성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E1신호는 민간 신호로는 E1B 신호와 E1C
신호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E1B 신호는 항법메시지 DE1- B 가 실리는 신호, 그
리고 E1C는 항법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pilot 신호이다. 각 신호는 독립적 코
드 순서(code sequence)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위의 Figure 2-３에서

,

코드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 2.2 )

CE1- X (t ) : E1B, E1C의 고유 코드 (spreading code).
DE1- X (t ) : E1B, E1C의 항법 코드.
TC , E1- X

: E1B, E1C 코드의 한 칩 길이.

RS , E1- X :

부반송파(sub-carrier)의 칩 변화율

,

에 실리는 신호 고유 코드(spreading code)

고 부반송파(sub-carrier)

와

, 그리

의 칩 변화율에 대한 설명은 Table 2-4에 정리

되었다.
Table 2-4. Galileo E1 chipping rate

또한 항법메시지인 DE1- B 에 대한 심볼 변화율 (symbol rate)은 Table 2-5와
같다.
Table 2-5. Galileo E1 symbol rate

고유 코드

와

의 전송률은 GPS의 PRN 코드의 칩 전송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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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23Mchip/s 이다. 이 한 칩 길이와 동일한 주기를 갖는 부반송파(subcarrier)가 한 칩마다 곱해져서 E1B신호를 구성한다. 이 부반송파의 존재는 주
파수 영역에서 Galileo E1B 신호의 파워 분포(power spectrum)가 GPS L1 신
호의 중심주파수인 1.57542GHz를 피하여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원인이 된다.
최종 송신 신호인

는 다음 수식과 같이

와

가 서로 반대 부

호로 합하여 동일한 반송파에 실린다.

( 2.3 )

3) Galileo Spreading Codes Characteristics
Galileo 신호의 코드는 주코드(primary code)와 부코드(secondary code)로
나뉜다. Table 2-6에는 E1과 E5 신호의 코드 길이가 나타나 있다.
Table 2-6. Galileo code length

Figure 2-４에서 나타나듯이 Galileo 신호는 주코드(primary code)와 부코드
(Secondary)의 두 코드가 합쳐서 티어드 코드(tiered code)를 Figure 2-４과
같이 구성한다. 매 주코드의 한 주기마다 부코드의 한 칩이 변화한다. 따라서

E1-C의 경우 주코드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4092칩이 4ms 마다 반복되고, 한
주기마다 부코드 한 칩이 곱해지기 때문에, 4ms*25 = 100ms가 전체 티어드 코
드의 한 주기가 된다. E1B 신호의 경우 부코드가 없기 때문에, 주코드한 주기인
4ms가 반복된다.

Figure 2-４. Galileo tiered codes generation [68]

4) GPS와의 차이점
Galileo 위성은 GPS 위성이 6개의 궤도면에 30개 정도(24 구동, 6개의 예비)
의 위성이 있는 것과 달리 3개의 궤도면에 30개 정도 (27 구동, 3개의 예비)의
위성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다 [71]. 또한 GPS는 미국방
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용 목적의 시스템인 것과 달리, Galileo의 경우 EU 연합이
주도하고 중국, 이스라엘, 한국,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가하는 국제 연합의 민간 사용이 목적인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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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５. Major characteristics of Galileo compared to GPS system

사용 주파수는 GPS의 경우 L1, L2, L5에 신호를 송출하는 데 반해 Galileo
시스템은 L1과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는 E1, L5 대역을 포함하는 E5 대역, 그리
고 독립적인 E6 대역이 존재한다. L1/E1 대역의 경우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
용하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Galileo 시스템은 BOC 변조를
사용한다. GPS L1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BPSK 변조가 중심주파수 근처에 신호
파워가 존재하는 특징과 달리 BOC 변조는 중심주파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신호
파워가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GPS 시스템과 주파수 영역에서 상호 운용성
이 보장된다.
BOC 변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GPS 신호와는 별도의 신호 획득과 추적 루프
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신호 추적 루프를 활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기 상관특
성이 달라지게 되고, 이 때문에 신호 추적시에 잘못된 곳에서 수렴할 수 있는
모호성이 존재하게 된다[72].
항법메시지 변조 방식 역시 차이가 있는데, GPS의 L1 C/A 코드의 경우 20개
의 코드 주기마다 하나의 항법 데이터를 싣고, Paritiy 체크만 거치면 항법메시
지를 해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코드를 활용한 티어드 코드 형식으로 변조가
되어있을 뿐아니라, 이 항법 데이터는 FEC 변조가 되어있다. 또한 에러 비트

검증을 위해 CRC가 제공되는 등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 FEC 변조 기법을 해독
하기 위해서는 Viterbi 디코딩 알고리즘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73].
GPS 시스템이 GPStime을 기준 시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Galileo 시스템
도 그 역할을 하는 Galileo system time을 기준 시각으로 사용한다. 이 두 시스
템의 기준 시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Galileo 시스템에서는 GPS-Galileo 시
각 오차(GPS-Galileo Time Offset) 메시지를 방송하여 서로 상호 운용성을 증
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각 차이는 GPS/Galileo 통합 항법해를 계산
하기 위해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74].
기준 시각과 더불어 좌표계의 차이도 있다. GPS가 WGS-84 ECEF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Galileo 시스템은 Galileo 지구상 기준 좌표계(Galileo
Terrestrial Reference Frame)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좌표계는 지상 사용자
기준으로 2cm 이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 위치를 계산해야 하는 사용
자의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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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개발

본 장에서는 GNSS 수신기의 디지털 처리부를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RF파트를 제
외한 수신기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성하는 수신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기 알고리듬의 수정과 추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PS/Galileo 소프트웨
어 수신기를 구현하고, 이 수신기를 활용하여 저궤도 환경에서 신호 추적 루프
의 성능 향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구현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대해 설명한다.

1. 소프트웨어 수신기 개념
1) 소프트웨어 수신기 (Software Defined Radio, SDR)
RF 신호의 기저대역 신호 처리를 하드웨어 소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소프
트웨어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수신 방식을 소프트웨어 수신기
(Software Defined Radio, SDR)라고 한다. 1983년 E-system 회사의 개발팀이
소프트웨어 라디오 (Software radio) 개발의 시작으로 [77] 1994년 J. Mitola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RF 신호를 처리하여 결과를 얻는 방식을 SDR이라고 불러지
기 시작했다 [78]. GNSS 수신기의 경우 RF 신호가 안테나를 거쳐 주파수 다운

변환 (Down converting), 대역통과 필터 (Bandpass filtering), ADC를 거쳐서
양자화 (Digitalized)된 중간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 IF) 혹은 기저대
역(baseband) 주파수 신호를 입력으로 해서 항법해 결과를 얻는 부분까지 소프
트웨어로 구현한 것을 소프트웨어 GNSS수신기 (Software GNSS Receiver,
SGR)라고 한다 [79].
신호 추적을 위해서는 신호의 교차 상관 (cross correlation) 특성을 활용한다.
이때 이 교차 상관은 많은 데이터를 xor 혹은 곱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자의 병렬 특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프트웨어적
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하드웨어 소자가 수행하던 연산을 프로세
서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듬이 필수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의 처리 속도가 하드웨어 소자의 속도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가능성 연구와 후처리 기반
의 알고리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향상되면서,
PC 기반에서의 소프트웨어 수신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초기 구
현에서는 PC에서 작동하는 후처리 방식과 FPGA를 이용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
지만, 이후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가 개발되면서 PC뿐 아니라 개인용 휴대
장비에서 작동하는 수준까지 발전되었다 [8].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장점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다양한 알고리듬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신호가 출현한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최
근에 Galileo를 비롯하여 GPS의 현대화 계획에 의한 새로운 민간신호,
GLONASS의 새로운 CDMA 구조 신호, Beidou와 QZSS 등의 새로운 신호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이에 하드웨어 수신기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범용 PC나 개발 도구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장비가 적기 때문에, 대학 등의 저예산 개발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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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대상인 저궤도 사용자의 경
우 하드웨어 소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패키징 사이즈의 감소, 적재량(payload)의
감소, 우주 환경에서의 하드웨어 소자 비용 감소, 소자 테스트 비용 감소, 하드
웨어 에러 원인 감소 등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하드웨어 수신기
는 한번 제작되어 위성이 발사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수
신기는 운영 중에 uplink를 통해서 펌웨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드웨어 수신기의 하드웨어 모듈과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관계를 Figure
3-１에 도시하였다. 안테나로부터 들어온 신호는 RF단을 거쳐서 주파수 다운
변환과 ADC 과정을 거친 다음, 양자화된 IF 신호로 변환된다. 하드웨어 수신기
의 경우, 양자화 된 IF 신호를 상관기 (correlator)를 거치면서 반송파의 도플러
를 제거하고, 교차 상관값을 계산하는 상관기 하드웨어가 존재한다. 이후 상관
기 출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신호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코드/반
송파 위상을 계산하여 사용자의 항법해를 계산한다.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이러
한 하드웨어 상관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는 계산을 모두 소프트웨어
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수신기도 RF 신호를 처리하기 위
한 하드웨어는 존재해야 한다.

Figure 3-１. The structure of SDR compared with the hardware receiver

소프트웨어 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그 신호처리 단계에 따라서 신호 획득
(Signal acquisition), 신호 추적(Signal tracking), 항법해 계산(Navigation)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본 논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신호 처리 단
계에 따라 모듈별로 구성이 되었고 그 구조는 Figure 3-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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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２. The module structure of the SDR

2)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종류
①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하드웨어 수신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
시간으로 중간 주파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주로 고사양의 PC를 이용하고
계산량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알고리듬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고사양의 PC라고
하여도, GPS/Galileo 시스템의 위성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
가 있으므로, 별도의 신호 상관기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FPGA에 구현하거
나, 병렬 처리 특성을 활용하여 PC의 GPU (Graphic Processing Unit)를 활용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② 후처리 소프트웨어 수신기
후처리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저장된 중간 주파수 샘플 데이터로부터 항법해
를 계산하는 수신기 형태를 말한다. 후처리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구조에 따라
순차적 구조와 실시간 구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순차적 구조는, 기능별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각 모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
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전 위성의 신호 획득을 마친 다음,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IF 데이터에서 위성 별로 신호 추적을 모두 마친 후, 항법해 모듈에서 모
든 신호 추적 결과를 일괄적으로 읽어 들여 항법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7,
11, 80].
실시간 수신기 구조는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소
프트웨어를 처리하는 CPU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후처리용 소프트웨어로 개
발이 되지만, 만약 CPU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구
조와 동일하지만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시간 구조 후처리 소프트
웨어 수신기를 구현하였다.

3)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용도와 활용 분야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기존 하드웨어 수신기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하드웨어 수신기를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알고리듬을 검증하는 연구 용
도로도 활용된다. 하드웨어 수신기는 이미 구성된 하드웨어 부품의 성능에 제약
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듬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발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경우, 기존 디지털 하드웨어 부
품을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듬의 구현 및 검증이 용이하
다. 특히 현재 개발되고 있는 Galileo/GLONASS/QZSS 등의 새로운 GNSS 신
호들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신호 수신 및 항법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반복 처리할 수 있어 알고리듬 간의 성능비
교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4) MATLAB으로 구현된 후처리 소프트웨어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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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현된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GPS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활용하였다. 전체 구조는 동일하게 구성하고, Galileo
신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는 Figure
3-３과 같다. 신호 획득 모듈에서는, 저장된 중간 주파수 샘플 데이터를 읽어
들여, GPS와 Galileo에 대하여 각각 신호 획득을 실시한다. 각 항법 위성의 신
호 획득 정보에 따라 GPS와 Galileo 각각의 추적 채널을 생성하여, 채널별로
신호 추적을 실시한다. GPS와 Galileo 채널의 경우, 최종 위치해 계산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GPS/Galileo 통합항법해를 수행하기도 한다.

Figure 3-３. The structure of GPS/Galileo software receiver

2.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 신호 획득 기법
본 절에서는 GNSS 수신기에서 신호 획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존
GPS L1 C/A 신호를 위한 일반적인 신호 획득 방법을 간단히 살펴본 뒤
GPS/Galileo 신호를 저궤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저궤도 위성용 환경의 빠른 신호 획득과 Galileo
신호 구조를 고려한 한 주기 신호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트 반전 효과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신호 획득 모듈 알고리즘
① 기능 정의
본 논문에서는 저장된 샘플 데이터로부터 GPS와 Galileo 신호에 대하여
FFT 기반의 주파수 영역 병렬 코드 검색 방식을 적용하여 신호 획득을 실시한
다. GPS의 L1 C/A 코드 주기는 1ms이고, 50Hz의 항법 데이터가 변조된다. 비
트의 반전으로 인한 신호 손실을 막기 위해 연속된 2개의 1ms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각의 신호 획득을 수행하고 그 중 높은 신호 세기를 선택하여 획득 정보
를 얻어낸다. Galileo의 E1B 코드의 경우 4ms 코드 주기의 신호인데, 매 코드
주기마다 항법 데이터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연속된 2개의 입력 데이터를 활
용한다고 해서 항법해로 인한 비트 반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Galileo의 경우, BOC 변조 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 반송파(sub carrier)로
인해 주 상관 피크값(main peak) 양쪽으로 부 상관 피크값(side peak)값이 존
재하게 된다. 이를 부반송파로 인한 모호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하드웨어 수
신기의 경우, 부 상관값을 주 상관값으로 혼동하지 않기 위한 알고리듬을 구현
하게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신 프로그램의 경우, FFT 기법을 적용하여 코
드 영역에서 병렬 상관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의 코드 영역에서 모든 상관값
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반송파로 인한 모호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4ms의 데이터에 대한 상관값을 구하기 때문에, 도플러 검색 간격은 GPS의 경
우보다 4배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들어, 만약 GPS 신호 검색에서 500Hz
검색구간을 사용했다면 Galileo의 경우 더욱 세밀하게 125Hz 간격으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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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게 된다.

② 신호 획득 알고리듬
GPS L1 C/A 코드에 대한 FFT를 이용한 신호 획득 방식에 대한 개념도를
Figure 3-４에 표시하였다. L1 C/A 코드의 한 주기인 1ms 동안의 수신 신호를
데이터에서 로드한다. 이 신호를 특정 도플러 값을 갖는 반송파 복제 신호
(replica)와 곱하여 반송파 신호가 제거된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만들고
FFT를 거친다. L1 C/A 코드의 복제 신호(replica)는 코드 위상을 고려하지 않
고 코드 한 주기를 생성한다. 생성된 L1 C/A 코드는 Conjugate FFT 과정을 거
친 후에, FFT를 거친 기저대역(Baseband) 신호와 곱연산을 통해서 계산한다.
계산 결과는 Inverse FFT 과정을 실시하면, 실수와 허수 영역에서 In-phase와
Quadrature phase에 대한 신호 상관합 결과가 양자화 샘플 단위로 계산된다
[81]. 이 과정은 도플러를 검색 구간 내에서 변경하면서 수행하여 최종 도플러
값과 코드 위상 값을 얻어낸다.

Figure 3-４. Parellel acquisition method using FFT

2) 비트 반전 효과를 고려한 GNSS 신호를 위한 신호 획득 기법
① 개념
GPS L1 C/A 신호의 경우 부코드(secondary code)가 존재하지 않고, 항법 데
이터 비트의 길이가 코드 주기의 20배이기 때문에 한 주기와 다음 한 주기, 즉
연속된 두 주기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신호 상관합을 계산하면, 둘 중의 한
경우는 반드시 항법 데이터 비트 반전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상관합을 얻게
된다. 하지만 Galileo 신호는 부코드가 존재하고 항법 데이터 비트 길이가 신호
코드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연속된 두 주기의 데이터 모두 비트 반전에 의한
신호 상관합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비트 반전으로 인한 신호 상관합
감소 효과는 신호 획득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수신기의 신호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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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33, 40, 79, 82].
FFT를 이용한 코드 영역 검색의 경우 비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코드의
순환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코드 순환성은 비트 반전이 존재할 경우 깨지게
된다. Figure 3-５는 수신된 신호 버퍼에 비트 반전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좌측 그림은 수신된 신호에 비트 반전이 없으므로 코드 복
제신호와 FFT/IFFT를 이용한 신호 상관합 과정을 취했을 때 피크값이 존재하
게 되지만, 오른편 그림은 코드 복제신호가 일치하였을 경우에도 피크값이 존재
하지 않는 결과가 얻어진다.

Figure 3-５. The correlation sum
when the bit transition is absent (left) and exists (right)

비트 반전에 의한 영향은 비단 코드와 도플러가 일치되었을 때 신호 상관합
의 최대 피크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대 피크가 잘못된 도플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Figure 3-６는 비트 반전이 입력 데이터 정중앙에 존
재할 경우, 코드가 일치되었을 때 도플러는 참값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약
1000Hz 벗어난 값에서 피크가 존재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피크를 신호 획득
결과로 잘못 인식하고 신호 추적 루프에 정보를 넘겼을 경우에는 신호 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

Figure 3-６. Cross ambiguity function 3D (left) and 2D (right)
when the bit transition exists at the middle of data buffer

GPS L1 C/A 코드의 경우 코드 신호 주기가 1ms 이고, 항법 데이터는 20ms
마다 변하기 때문에, 연속된 두 주기에 대해서 한 주기씩 신호 획득을 위한
FFT/IFFT 상관합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두 상관합 세트 중에서 하나의 세트
는 반드시 비트 반전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 Figure 3-７은 GPS L1 C/A 신호
에 대해서 연속된 두 주기의 신호 상관합을 도플러와 코드 축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다. 하나의 데이터 세트에 항법 데이터 비트 반전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세트에서 신호 획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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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７. Two consecutive method for GPS L1 C/A code

RF단을 지난 디지털 신호를 데이터 버퍼로 복사해 오는 데이터량은 수신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데이터 길이가 길어지면 신호 상관합 이득이 커지
게 되지만,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많이지고, 주파수 검색 해상도가 높아지는 등
의 신호 획득에 필요한 계산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사용자 대
상인 저궤도 환경에서는 지상의 오픈된 환경과 유사한 SNR을 확보 할 수 있으
므로, 코드 영역 FFT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길이인 신호 한 주기 길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타겟으로 한다.
본 절 이후부터는 이러한 비트 반전 현상을 수식적으로 전개하고 기존 해결
알고리즘과 제안된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② 비트 반전 효과의 수식 전개
소프트웨어 수신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신호 획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데이
터버퍼 블록이 된다. 이 데이터 버퍼의 길이를 L이라 하면 신호 상관합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3].

L -1

S i (t , f d ) = å r (nTs )ci (mTs - t i )e

j 2p ( f IF + f d ,i ) mTs

( 3.1 )

m =0

만약 i번째 위성 신호 외에 다른 모든 위성 신호를 노이즈로 가정한다면 입력
신호 r (nTs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t ) = Ai di (t - t i )ci (t - t i ) cos éë 2p ( f IF + f d ) t + fi ùû + nt (t )

( 3.2 )

위 수식을 (3.1)에 적용하면
S i (t , f d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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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만약 di (t - t i ) 가 적분시간 내에 시불변이라 가정하면, 위 수식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i (t , f d ) @

Ai di - jfi
e R(Dt ) sinc(DfTd ) + ns
2

( 3.4 )

여기서 Dt = t - t , Df = f d - f d
, sinc( x) = sin( x ) / x 를 의미한다. R (Dt ) 는
PRN 코드 ci (t ) 의 자기 상관합을, ns 는 노이즈와 코드 복제신호(replica)의 교차
상관합을 나타낸다. 이 수식은 코드가 일치하였을 경우 신호 상관합이 주파수
영역에서 sinc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위 (3.4)에서 Ai 가 시불변 상수라고 가정하면 다음 수식과 같이 근사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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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i 가 적분 구간 T '(-Td / 2 £ T ' £ Td / 2) 에서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
하면, S nc ( Df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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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트가 반전되었을 경우, 즉 ( dik = -d ik +1 )이면,
S nc ( D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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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ik e - jfi - j 2pDfT '
- cos(pDfTd )
e
2pDf

}

( 3.7 )

③ 기존 논문 연구
비트 반전에 의한 효과는 90년대 초부터 실내나 산악 지역에서 미약한 신호
환경에서 신호 획득을 위해 긴 시간 적분을 이용한 신호 획득을 위해 주로 연구
되었다 [33, 84, 85]. 미약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긴 입력 신호에 대해서
신호 상관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비트 반전 효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기대하
는 이득을 얻기 힘들다. 이러한 미약 신호를 위한 신호 획득은 신호 상관 이득
을 높이기 때문에 긴 시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플러 검색 해상도 역시 높아
야 하기 때문에, 신호 획득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약 신호가 아닌 저궤도 위성 환경의 신호 획득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저궤도 환경은 GNSS 위성의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고 다른
신호 제한 환경이나 멀티패스가 적기 때문에, 한 주기의 신호 상관합으로 신호
획득에 필요한 신호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신호 획득을 위
해서 한 주기 신호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한다.
3-2-2-③-１ Zero padding 기법

Figure 3-８. Zero padding method

Figure 3-８에 zero padding 기법을 도식화 하였다. Zero padding 기법은 한
주기의 신호 상관합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두 주기의 입력 신호를 사용하는 특
징이 있다 [37]. 두 주기의 코드 복제 신호를 생성하는데 한 주기에는 코드를
생성하지만 나머지 한 주기는 전부 0을 채워 넣는다. 두 주기의 입력 신호 안에
는 데이터 반전이 없는 한 주기의 코드 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코드 복제
신호의 코드 시작 위치가 입력 신호의 코드 시작 위치와 일치할 경우, 데이터
반전이 없는 한 주기의 코드의 신호 상관합을 얻을 수 있다. 입력 신호 안에 데
이터 반전이 없을 경우, 코드 영역에서 신호 상관합은 두 개의 피크를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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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데, 이때 높은 피크 값의 코드 시작 점을 사용하면 된다. 이 방법은
비트 반전에 의한 효과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두 주기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
기 때문에, 한 주기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2배 이상의 계산 시간이 소
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2-2-③-２ Energy based search 기법

Figure 3-９. Energy based search method [39]

Figure 3-９에서 표현하는 Energy based search 기법은 비트 반전이 존재하
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참 도플러 근처의 신호 상관합 파워 분포의 크기
는 변하지 않는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40, 86]. 코드가 일치한 상황에서 비
트 반전이 없는 경우 주파수 축에서 신호 상관합 그래프는 sinc 함수형태를 나
타내므로, 참 주파수 근처에서 일정 주파수 범위내의 합은 최대값이 된다. 또한
만일 비트 반전이 있는 경우에도 주파수 축에서 상관합 그래프가 일그러지긴 하
지만, 참 주파수 근처의 영역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 신호

획득 기법에서 코드와 주파수 영역( f d - Le Dfbin , f d + LeDfbin )에서 신호 상관합을 계
산한 다음 주파수 영역에서 이동 평균을 취하게 되며, 수식 표현은 다음과 같다.

e (t , f d ) =

Le
1
Si2 (t , f d + iDf bin )
å
2 Le + 1 i=- Le

( 3.8 )

Df bin : 주파수 검색 사이즈
Le : f d 근처에서 로컬 에너지 검색을 구현하기 위한 주파수 검색 수

이 방법은 기존의 신호 획득 알고리즘에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이동 평균
(moving average) 밖에 없으므로 신호 획득과정에서 필요한 계산량을 크게 증
가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주파수에 이상 신호가 존재하게 되면
잘못된 신호 획득 결과를 도출하거나, 도플러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경우에 주
변 도플러 값의 신호 상관합을 계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2-2-③-３Two-stage 기법

Figure 3-１０. Two-stage signal acqui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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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비트 반전이 있더라도 신호 상관합의 최대값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신
호 세기가 크다면 상관합의 최대값이 노이즈의 상관합보다 크게 나타난다. 하지
만 비트 반전이 있는 경우 참 도플러 값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Figure 3-１０에서 나타내는 two-stage 신호 획득 기법에서는 개략 신호 획득
(coarse acquisition)에서 일치시키고, 도플러 검색은 정밀 신호 획득 (fine
acquisition) 단계에서 진행한다 [7]. 개략 신호 획득은 도플러를 변경하면서
FFT/IFFT 코드 영역 검색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트 반전을 고려하지 않는
최대 우도 기법과 동일하다. 이 개략 신호 획득에서는 문턱값(threshold) 보다
큰 상관합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 시작점 후보군을 얻는다. 이 다음 정밀 신호
획득 단계에서는 데이터 버퍼내에서 코드 시작점 후보군부터 시작하는 한 주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버퍼에 저장한 다음, 이 한 주기 신호에 대해서 코드 복
제 신호와 신호 상관을 수행하여 코드를 제거하고(code wipe-off) 반송파 성분
만을 남긴다. 이 입력 신호의 반송파의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도플러 정보를 얻
어낸다. 정리하면 개략 신호 획득에서 코드 시작점만 얻고, 코드 시작점부터 새
로 한 주기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FFT를 수행하여 도플러 값을 얻어내는 것이
다.
이 기법은 신호 획득 문턱값을 기존 기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계산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개략 신호 획득에서 데이터 비트 반전으로 인해 신호 획
득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신호 획득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문턱값의 크기를 낮출
경우 FFT를 수행해야 하는 코드 시작점 후보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계산량
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 제안된 새로운 알고리즘 (Bit Transition Cancellation, BTC)
본 논문에서 비트 반전에 의한 신호 획득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BTC 신호 획득 기법을 제안한다. BTC 신호 획득 기법은 두 개의 코드 복제 신
호(replica)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존 신호 획득 및 추적에서 사용되는 코드

복제 신호 이외에 코드 한 주기의 정 가운데에서 비트가 반전된 변형된 코드 복
제 신호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두 코드 복제 신호는 Figure 3-１１에 명시
되어 있다.

Figure 3-１１. Code replica for BTC method

신호 상관합은 각 코드 복제 신호를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 각 코
드 복제 신호에 대해서 In-phase, Quadrature phase에 대해서 획득한 다음 각
각의 신호 상관합( I 2 + Q 2 )의 크기를 합한다. 이 두 쌍의 신호 상관합을 더하여
나오는 새로운 신호 상관합이 이 BTC 신호 획득에서 사용하는 신호 상관합이
된다. Figure 3-１２에서 나타낸 새로운 신호 상관합은 주파수와 코드 축의 2차
원 검색 구간에 대해서 비트 반전 유무와 상관 없이 하나의 최대값만을 출력한
다는 장점이 있다.

５７

Figure 3-１２. Cross correlation ambiguity function for the BTC method
( left: new correlation output,
up-right: correlation function using conventional replica
down-right: correlation function using additional replica of BTC method)

Figure 3-１３. The block diagram of the BTC method

Figure 3-１３은 BTC 신호 상관합의 구동을 나타내는 블록 선도이다. 새로

운 신호 상관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A와 B 두 가지의 신호 상관합이 사용된다.
A 신호 상관합을 얻는 윗 부분은 기존 FFT를 이용한 병렬 검색과 일치한다.
B 신호 상관합을 얻는 아랫 부분의 신호 상관은 대부분 기존 FFT를 이용한 병
렬 검색과 일치하지만 코드 복제 신호를 생성할 때 중간에 고의적인 비트 반전
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BTC 신호 획득 알고리즘의 신호 상관합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2 sum (t , f d ) =

[

2

]

Ai 2
R ( Dt ) S 2 nc ( Df ) + S 2 nc _ BT (Df ) + n 2 s _ sum
2
Td

( 3.9 )

ns _ sum : BTC 신호 상관합의 노이즈
Snc _ BT ( Df ) : 비트 반전이 있는 코드에 대한 신호 상관합의 주파수 성분

S nc _ BT (Df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S nc _ BT ( Df ) =

Td / 2

ò

d i (t - t ) sgn(t )

( 3.10 )

-Td / 2

× cos[2p ( f IF + f d ,i )t + f i ]e

j 2p ( f IF + f d ,i ) t

dt

여기서 sgn 함수는 다음과 같다.
ì 1 if t > 0
ï
sgn(t ) = í 0 if t = 0
ï- 1 if t < 0
î

만약 비트 반전이 T’>0보다 큰 지점에 있다면,
S nc _ BT ( Df ) =

e - jf d ik
[1 - cos( 2pDfT ' ) - j{sin(pDfTd ) - sin( 2pDfT ' )}]
2pDf

５９

( 3.11 )

(3.9)에 (3.11)을 대입하면 최종 신호 상관합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S 2 sum (t , f d ) =

Ai

2

Td

2

R 2 (Dt )

( 3.12 )

T
éT
ù
× ê( d - T ' ) 2 sinc 2 (2pDf ( d - T ' )) + T ' 2 sinc 2 (2pDfT ' ) ú
2
2
ë
û
+ n 2 s _ sum

위 수식과 같이 BTC 신호 상관함수는 Df 와 T ' 를 매개로 하는 두개의 sinc
제곱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각 sinc 함수의 최대값은 Df 가 0이 되는 경우
이다. Figure 3-１４부터 Figure 3-１６은 T ' 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영역에서
의 신호상관합 분포를 나타낸다.
Normailized Ambiguity Function(Frequency domain) S 2 (f) (Dt=0, T'=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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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１４.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function of the BTC

Normailized Ambiguity Function(Frequency domain) S 2 (f) (Dt=0, T'=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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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１５. Normalized CAF of the BTC method in the presence of a bit
transition at T ' = -Td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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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１６. Normalized CAF of the BTC method in the presence of a bit
transition at T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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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들에서 그래프의 y축 크기는 비트 반전이 없을 경우의 최대값으로
Normalized 되어있다. T ' 이 –Td/2, 0 인 경우에는 최대값이 1로 비트 반전이
없을떄 기존 신호 획득 기법과 동일하지만, T ' 이 +/-Td/4인 경우 그 크기가
절반이 된다. 이 때가 최소의 신호 상관합을 갖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를 포
함한 모든 경우에서 BTC의 신호 상관합이 입력 신호의 도플러 값에서 최대값
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1에 데이터 버퍼에서 데이터 비트 반전
이 위치하는 지점에 따른 신호 상관합 수식을 정리하였다.

Table 3-1. New correlation ambiguity function using the BTC method
New Correlation Ambiguity Function

Bit Transition Position
T '=-Td / 2

2
éT 2
Ai 2
T ù
R (Dt ) ê d sinc 2 ( 2pDf d ) ú + n 2 s _ sum
2
4
2 û
Td
ë

T '=-Td / 4

2
éT 2
Ai 2
T ù
R (Dt ) ê d sinc 2 ( 2pDf d ) ú + n 2 s _ sum
2
8
4 û
Td
ë

S 2sum (t , f d )
S 2 sum (t , f d )

S 2 sum (t , f d )

T '= 0

2
éT 2
Ai 2
T ù
R (Dt ) ê d sinc 2 ( 2pDf d ) ú + n 2 s _ sum
2
4
2 û
Td
ë

신호 획득 확률은 잡음이 존재하는 입력 신호에 위성 신호가 존재할 때에 신
호 획득을 결정하게 되는 확률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신호 획득 확률은 입력
신호와 코드 복제 신호의 신호 상관합의 확률 분포 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DF)에서 특정 신호 획득 문턱값보다 큰 값에 대한 적분
합으로 계산된다.

⑤ 신호 획득 확률 함수의 통계적 모델
신호 획득 이론의 획득 가설의 단순함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진 가설 검

사를 적용하였다 [87, 88]. 이 이진 가설은 널 가설 (Null hypothesis) H0와 이
에 대응되는 대안 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1으로 구성된다. H0는 위성
신호가 입력 신호에 없는 상태, 그리고 H1은 입력 신호에 위성 신호가 존재하고,
도플러 값과 코드 위상이 일치한 생태를 지칭한다.
H0에서 하나의 검색 셀 (cell)에서 오경보(false alarm)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Pfa = ò f r H 0 ( z H 0 )dz

( 3.13 )

Vt

여기서 f r H ( z H 0 ) 는 수신 잡음과 복제 신호의 교차상관 분포의 PDF, r은 측
0

정 벡터 그리고 Vt 는 a priori 통계적 정보로 인해 정해진 문턱값이다. H1에서
신호 획득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Pd =

òf

r H1

( 3.14 )

( z H 1 ) dz

Vt

여기서 f r |H1 ( z | H1 ) 는 신호가 존재할 때의 PDF 이다.
전구간 검색 기법을 사용할 경우 전체 검색 구간에 대한 신호 획득 확률 함
수는 다음과 같다.
¥

[

]

PD = ò 1 - Pfa ( z )

N -1

f r H1 ( z H1 )dz

( 3.15 )

Vt

N은 검색 구간의 수이다. 만약 Pfa ( z ) 이 충분히 작고 N이 매우 크다면 위식
은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６３

¥

PD » ò f r H1 ( z H 1 ) dz

( 3.16 )

Vt

H0에서 기존의 한 주기 신호 상관합을 활용하는 최대 우도 (maximumlikelihood) 신호 획득 기법의 확률 분포 함수는 다음과같다.
ì 1
z ö
æ
z³0
exp ç ï
2 ÷
f r H 0 ( z H 0 ) = í 2s 2
è 2s ø
ï 0
z<0
î

( 3.17 )

위 확률 분포 함수를 오경보 (false alarm) 확률에 적용해 보면 다음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

Pfa = ò f r H0 ( z H 0 ) dz = exp( Vt

Vt
)
2s 2

( 3.18 )

여기서 s 2 는 잡음의 분산이다.
H1에서 신호 획득 함수의 PDF는 다음과 같다.
ì 1
æ z + u2 ö æ u z
çç ÷I ç 2
exp
ï
2 ÷ 0ç
f r H1 ( z H 1 ) = í 2s 2
è 2s ø è s
ï0
î

여기서 u =

ö
÷ z³0
÷
ø
z<0

( 3.19 )

A
L 는 입력 신호의 유효 크기이고 I0 는 0차 수정된 베셀 함수
2

(zero 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을 나타낸다 [89]. 이 경우 신호 획득
확률 PD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æu V ö
PD » ò f r H1 ( z H 1 ) dz = Q1 ç , t ÷
ès s ø
Vt

( 3.20 )

여기서 Q1 는 1차 Marcum Q함수이다 [89].
본 논문에서 제안된 BTC 알고리즘의 경우 두 신호 상관합의 non-coherent
합으로 계산된다. 서로 독립인 2 자유도 chi-square 확률 변수의 합은 4 자유도
central chi-square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H0에서 BTC 알고리즘의 PDF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BTC

ì 1
z ö
1 æ z ö
æ
z³0
ç
÷ expç ï 2
2 ÷
r H 0 ( z H 0 ) = í 2s
G ( 2) è 2s 2 ø
è 2s ø
ï
z<0
0
î

( 3.21 )

이때 오경보 확률 함수는
¥

P

BTC
fa

=ò f
Vt

BTC

æ V ö
G2 ç t 2 ÷
2s ø
( z H 0 ) dz = è
r H0
G(2)

( 3.22 )

¥

로 나타난다. 여기서 G2 (x ) = ò exp( -t )tdt 는 2차 감마 함수이다.
x

H1에서 PDF와 신호 획득 확률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ì 1
ï
BTC
f
r H1 ( z H 1 ) = í 2s 2
ï
î

æ z
çç 2
è u BTC
0

ö
÷÷
ø

1/ 2

2
æ z + u BTC
exp çç 2s 2
è

ö æ u BTC z ö
÷ z³0
÷÷ I 1 ç
2
ç
÷
ø è s
ø
z<0

¥

æu V ö
PD » ò f r H1 ( z H 1 ) dz = Q2 ç , t ÷
ès s ø
Vt

( 3.23 )

( 3.24 )

Q2 는 2차 Marcum Q함수 이고 u BTC 는 다음과 같다.

６５

uUTC = AL (

Td
T
- T ' ) 2 sinc 2 (2pDf ( d - T ' )) + T ' 2 sinc 2 (2pDfT ' )
2
2

( 3.25 )

A
= L × a BT (T ' , Df )
2

여기서 a BT (T ' , Df ) = 2 ( Td - T ' ) 2 sinc 2 (2pDf ( Td - T ' )) + T ' 2 sinc 2 ( 2pDfT ' ) 는 BTC 알
2

2

고리즘의 파워 손실 계수이다 [87].

3.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 신호 추적 기법
본 절에서는 GNSS 수신기의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적용 가능한 신호 추적 알
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존의 GPS L1 C/A 신호 추적 알고리즘을 소개한
다음, Galileo BOC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Bump to jumping 기법에 대해서 설
명한다.

1) 기존의 루프 필터를 활용한 신호 추적 기법

① 신호 추적 과정

Figure 3-１７. The block diagram of the conventional code tracking loop [90]

Figure 3-１７에 일반적인 코드 신호 추적 과정의 개념도를 도시하였다.
GNSS에서의 코드/반송파 신호 추적 루프는 판별기를 측정치로 이루어진다. 입
력 신호와 복제 신호의 교차 상관 특성에 따라서 판별기 측정치가 생성되게 되
며, 이 측정치를 기반으로 코드/반송파 복제 신호가 입력 신호와 동일하게 유지
되어 판별기 측정치 값이 0으로 수렴하도록 추적 제어 입력을 생성한다.
코드 신호 추적 루프의 입력으로 코드 판별기를 사용하여 코드의 지연을 추
정하는 DLL(Delay Lock Loop)을 구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
로 Early-minus-Late-power normalized 판별기를 활용하였다 [91].

<non-coherent discriminator : early-minus-late power>

６７

판별기

2
2
2
2
1 ( I E + QE ) - ( I L + QL )
dt =
2 ( I E2 + QE2 ) + ( I L2 + QL2 )

( 3.26 )

주파수 판별기는 I, Q 상관 적분값으로부터 반송파의 도플러 추정 오차를 검
출하게 된다. 현재와 이전 에폭(epoch)의 I, Q 측정치의 변화율로부터 도플러
추정 오차를 추정한다. 아래는 cross-product를 이용한 판별기의 전개식이다
[91].

d fi = I i -1Qi - I i Qi -1

( 3.27 )

본 논문에서는 초기 반송파 신호 추적은 강건성이 보다 뛰어난 Frequency
Lock Loop (FLL)을 사용하였고, 수렴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호 추적 성능이 뛰
어난 Phase Lock Loop (PLL)을 사용하였다. 논문에서 PLL을 구성하기 위한
위상 판별기는 arc tangent 함수를 활용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dji = arc tan(

Qi
)
Ii

( 3.28 )

② 루프 필터 (Loop Filter)
판별기 측정치 출력은 추적 신호 생성을 위한 루프 필터의 입력으로 이용되
며, 해당 입력에 대한 루프 필터 출력의 특성은 차수와 잡음의 대역폭(noise
equivalent bandwidth)에 의하여 결정된다. GNSS 수신기가 지상에서 활용될 경
우, 2차 DLL, FLL, PLL 등을 사용하면 되지만 [91], 저궤도 환경에서는 위성의

빠른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저크 때문에 신호의 동적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PLL은 반송파 신호의 저크를 고려한 3차 이상의 루프가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
털 루프 필터의 구성에 대해서는 S.A. Stephens의 테이블을 참고하여 구성하였
다 [92].
③ 신호 추적 루프
신호 추적 모듈은 신호 획득 정보로부터, 획득된 위성 수에 맞게 채널을 할당
하고 각 채널의 초기값으로 PRN, 코드 시작점, 도플러 등을 설정한다. 출력으로
는 의사거리 계산을 위해 샘플 데이터 내에서의 코드 시작점과 항법 데이터 비
트, 반송파 NCO값 등을 저장한다. 항법 데이터 비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Inphase의 상관 적분값을 저장한다.

2) Galileo BOC 신호 추적 기법
① 기존 BOC 신호 추적 기법 연구
Galileo E1B 신호의 추적 기법은 GPS C/A 신호의 추적 기법과 유사하게 구
성된다. 하지만, Galileo E1B의 CBOC의 변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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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１８. Auto-correlation function of BOC(1,1)
using non-coherent correlation

GPS C/A의 경우 자기 상관 함수가 단순 삼각형 형태인 것과 달리, BOC 신호
를 포함한 Galileo E1B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는 Figure 3-１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메인 피크 (main peak)과 두 개의 부 피크 (side peak)가 존재한다.
가파른 기울기의 메인 피크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 narrow 상관기 (correlator)
만을 구현할 경우 부 피크들에서 신호 추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GPS와 같이 Early, prompt, late의 위치에만 상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very early, very late의 위치에도 상관기를 사용하는 신호 획득 방법
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부 피크의 크기를 계속 감시하면서 주 피크를 판단하는
방법 (Bump-Jumping Method, [93]), BPSK의 경우처럼 자기 상관 함수가 삼
각형을 이루도록 바꾸는 방법 (SCPC Method [94], BPSK-like Method), 혹은
부 피크에서 신호 추적 수렴을 이루지 않도록 판별기를 설계하는 방법
(DEMLPN discriminator function method [4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② Bump to jumping 기법
본 논문의 Galileo E1 BOC 신호 추적을 위해서는 Bump to jumping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 기법은 신호 추적 노이즈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기존 기법들 중
에서 항법 측정치의 노이즈 성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BOC 변조의 경우 Figure 3-１８과 같이 여러 개의 피크들이 존재한다. 이
여러 개의 피크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 피크가 아닌 부 피크에서
코드 추적 루프가 수렴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수신기 내부에서 부
피크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 피크로 점프를 해야 한다. 따라서 Bump to
jumping 기법에서는 추정 피크(prompt peak)을 중심으로 추적을 하면서 양 옆
의 부 피크의 크기를 현재 추정 피크 와 비교하고, 보다 높은 파워를 갖는 피크
로 점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ure 3-１９. The side peaks of correlation of the BOC (8,4) signal

Figure 3-１９에서 만약 수신기가 중앙 피크를 추적하고 있다면, 좌측과 우
측 피크에도 상관기를 두어 현재 추적하고 있는 중앙 피크보다 파워가 큰 좌측
피크로 추적 대상을 점프하게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BOC 변조의 장점인 멀티패스 성능 향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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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에 노이즈가 심할 경우, side 피크가 main 피크보다 파워가 국부적으로
높게 되면 불필요한 점프를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신호 추적시에 Early-minus-late값을 이용하여 피크를 추정한다.
이 추정된 P(prompt)의 파워를 기준으로 VE(Very Early)와 VL(Very Late)의
파워도 측정을 한다. 측정된 파워를 바탕으로 만약 VE, VL의 크기가 P의 크기
보다 클 경우 보다 큰 VE, VL의 카운터를 1 증가 시킨다. 수 샘플 데이터를 축
적하는 기간 동안 모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VE, VL의 카운터가 0보다 작은 값
이 유지된다면, 현재 추정인 P가 main 피크로 제대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 만
약 정해놓은 임계치(T)보다 카운터의 값이 크게 되면 해당 VE 나 VL로 점프하
는 VCO 입력을 넣어서 P(prompt)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Figure 3-２０. The flow chart of the Bump-to-Junmping Method

이때 VL, VE의 파워는 PLL이 수렴을 한 환경 아래서 I (In-phase)값을 사
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 PLL이 수렴을 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Noncoherent 방법인 I^2+Q^2의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제곱하고 더

하는 과정에서 측정치의 노이즈도 같이 커지게 되므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GNSS 소프트웨어 수신기 항법해 필터
본 장에서는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내부 모듈인 항
법해 필터에 대해 설명한다. 항법해 필터는 신호 추적 결과를 활용하여 의사거
리와 도플러 측정치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치, 속도 그리고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항법해 계산 모듈 중에서 본 장에서는 항법해를 계산하
는 필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존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항법해를 활용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확장형 칼만 필터를 활용한 방법을 설명한 다음 GPS/Galileo
통합 항법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 기존의 GNSS 항법 필터
① 항법메시지 해독
신호의 획득이 성공하고, 신호 추적 루프의 PLL이 수렴하면, 상관기의 결과
물로부터 위성이 송신하는 항법메시지를 획득 할 수 있다. GPS L1 C/A 신호의
항법메시지는 20ms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코드의 20주기마다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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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２１The block diagram of GPS L1 navigation message processing [90]

Figure 3-２１은 신호 추적이 유지되는 루프의 상관기 결과물로부터 항법메
시지를 얻어 이를 해독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항법메시지 해독은 상관기
출력값의 부호 반전을 살펴 항법 데이터의 반전을 확인하여 +/- 이진 부호를
알아낸다. 20ms 간격으로 모아진 항법 데이터 비트는 이미 정의된 전문코드
(preamble)과 비교하여, 서브프레임(subframe) 시작점을 알아낸다. 이때, parity
체크 과정을 동시 수행하고, 각 서브 프레임 번호에 맞추어 항법 데이터를 해독
한다. 이렇게 얻어진 위성의 Ephemeris 정보와 코드 위상을 활용한 신호의 송
신된 시각과 수신된 시각의 차이는 의사거리를 구하는데 활용된다.
② 측정치 획득
코드 위상 및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하여 의사거리와 도플러 측정치를
생성할 수 있다. Figure 3-２２는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각 모듈에서, 샘플 데이
터로부터 측정치를 얻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 데이터와 채널별 코드
시작 점의 개념도이다.

Figure 3-２２. Channel code phase in the RF sample points

위 그림에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T (k)

: j번째 위성의 서프브레임 #1 시작부터 1ms 단위로 계산된 시각, 즉

코드의 시작점의 전송 시각 (transmit time).
T

(k) : j+1번째 위성의 서프브레임 #1 시작부터 1ms 단위로 계산된 시각,

즉 코드의 시작점의 전송 시각.

∆T (k) : j 번째 위성의 한 주기 내에서 TIC이 발생한 시점과 코드 시작점

(start point) 사이의 간격(코드 위상).
T

(k) : 1ms 단위로 위성의 전송 시각을 계산하는 수신기 시각.

위의 그림에서 다음의 식을 유도 가능하다.

DTXj = TTIC (k ) - TXj (k )
=

j
SPFTIC (k ) - SPFCode
(k )
TC
j
j
SPFCode (k + 1) - SPFCode (k )

여기서
SPF

(k) : TIC이 발생한 상태의 Sampl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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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k) : T (k) 의 sample상의 위치 (단위: sample)

SPF

T : Code 한 주기의 길이 nominal 값. 1ms

(3.32)는 TIC이 발생한 시점과 코드 한 주기 시작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1ms
내에서 ∆T (k) 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도플러에 따라서 한 주기의 T 의 길이가
변하므로, 변한 주기의 길이(SPF

(k + 1) − SPF

계산한다.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
SPFTIC (k ) - SPFCode
(k )
Tc
DT =
j
TCode
(k ) Fs

(k) )를 보상하여 ∆T (k) 를

j
X

j
SPFTIC (k ) - SPFCode
(k ) Tc
=
j
Fs
TCode
(k )

( 3.30 )

이를 활용하여 TIC이 발생한 시점의 위성 신호 전송시각 (transmit time,
T (k) )을 계산할 수 있다.

TˆXj (k ) = TXj (k ) + DTXj

( 3.31 )

의사거리는 수신시각과 송신시각의 차이이므로, 최종 의사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r j (k ) = TTIC (k ) - TˆXj (k ) c
c : speed of light ( 약 300,000 km/s )

2) Galileo 항법메시지 해독 기법

( 3.32 )

① 항법메시지 해독 과정
Galileo는 GPS C/A 코드에 비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FEC와
Interleaving을 이용하였다. Galileo 항법메시지의 코딩과 디코딩 과정은 Figure
3-２３과 같다.

Figure 3-２３. Galileo navigation message coding and decoding process

페이지의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항법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여기
에 checksum 인 CRC 비트를 계산하여 더해진다. 이 CRC 비트가 포함된 데이
터는 FEC 코딩에 의해서 두 배의 길이로 전송할 데이터가 늘어나고, 인터리빙
(interleaving)을 거친 다음, 페이지 Sync 비트가 추가되어 전송된다. 수신단에
서는 Sync 비트를 찾아 낸 다음, 역인터리빙(De-interleaving)을 수행하고
FEC 코딩을 해독하기 위해 Viterbi 디코딩을 실시한다. 이후 CRC 검사를 진행
한 다음, 데이터 파싱을 진행한다.
② CRC 해독
항법데이터의 한 페이지 값의 checksum을 알아보기 위해서 CRC 기법을 이
용한다. CRC는 패킷의 상태를 검증하는데 쓰이는 에러 체크의 한 방법으로 전
송 되는 데이터에서 수치를 계산하고, 원격 단말에서 이를 다시 계산하여 두 수
치를 비교함으로써 전송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E1B 페이지에서 CRC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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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프레임은 even/odd fields, page type fields, Data fields(1/2, 2/2),
spare field, SAR, reserved 1 field 이며, 220비트 이다. 이 220 bit의 항법 심
볼에 대해서 CRC를 수행하기 위한 다항식 (Polynomial) 정보는 다음과 같다
[68].
수식 3-35

③ Forward Error Correction, 회선 암호화(Convolution coding)
각각의 even/odd 페이지는 회선

변조

형식의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암호화를 한다. 항법 데이터를 회선 암호화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Table 3-2과 같다.
Table 3-2. Galileo FEC encoding parameter[68]

또한, 위의 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된 FEC 암호화의 Shift register는
Figure 3-２４과 같다.

Figure 3-２４. Shift register of Galileo E1 FEC coding [68]

회선율 (Cvolution rate) 1/2은 원래 메시지 프레임의 길이 대 암호화 이후의
메시지의 길이의 비율이 1:2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에서 하나의 입력 값
에 대해서 G1, G2의 두 개의 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암호화 순서가
G1 다음 G2기 때문에 암호화 후의 출력 메시지는 G1G2G1G2… 형식으로 G1
과 G2가 번갈아 저장된다. 제약 길이 (Constrain length)가 7이라는 것은 입력
을 포함한 Shift register의 개수가 7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생성기 다항식
(Generator polynomial)은 몇 번째 shift register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G1=171o = 1111001(2진수)로, G1에서 xor 연산을 수행하는 shift
register 선택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G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회선 암호화는 AWGN(Additive Whithe Gaussian Noise) 채널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인터리빙과 함께 쓸 경우 국부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데이터 손실
의 복구에서 강점을 나타낸다.
④ Viterbi 디코딩
Viterbi 디코딩은 코딩된 항법메시지를 최대 우도 (Maximum likelihood) 기
법으로 해독해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Discrete Memoryless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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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ward sequence :
Noise sequence :
Received signal :
이라 하면, r은

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규분포 채널의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P ( n) =

(

1
2ps

2

인 확률 변수 표현은 다음과 같다.

)

n

æ n -1 2 ö
ç å ni ÷
exp ç - i =0 2 ÷
ç 2s ÷
ç
÷
è
ø

( 3.33 )

이때 P(r)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코드 sequence 를 찾는 원리로 디코딩을
해낸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Max P( r | v ) = P( r | vˆ )

( 3.34 )

all v

여기서 P ( r | v ) =

(

1
2ps 2

)

n

æ n -1
2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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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ç - i =0
2s 2
ç
÷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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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ø

n -1

P ( r | v ) = Õ P ( ri | vi )
i =0

n -1

Þ log P ( r | v ) = å log P ( ri | vi )
i =0

으로 표현된다. 이는 수신된 코드를 기반으로 원래 코드의 가능한 모든 조합 중
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조합을 선택한다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⑤ 인터리빙(Interleaving)
페이지는 Sync를 제외하고 FEC코딩 후에 인터리빙을 수행하게 된다. 인터리
빙은 주어진 코드 순서를 m x n 행렬에 행 방향으로 집어넣고 행렬을 구성한
다음 열 방향으로 꺼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인터리빙을 FEC와 같이 수행
하게 되면 국부적으로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서 한 부분의 데이터를 잃게 되더라
도 코드 추정에 대한 에러율을 줄일 수가 있다.

3) EKF 항법해 필터
본 논문에서는 측정치를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로 하고, 상태변수(state)
를 항법해 위치 오차(3 states), 항법해 속도 오차(3 states), 수신기 시계 오차
와 시계 오차 변화율의 총 8개로 하는 항법해 필터를 구성하였다[95]. 상태변
수는 사용자의 XYZ 위치와 속도 값이 아닌, 현 위치 기반으로 추정된 위치의
오차가 되므로, 오차 상태변수로 구성이 된다. 이 오차 상태변수는 향후에
GNSS/INS 의 센서 통합 항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상태변수식 (State equation)
구성된 필터의 상태변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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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정치
수신기의 측정치가 되는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은 코드 위상과 반송파
NCO 값으로 계산된다. 이 값들은 코드/반송파의 추적 정확도에 따라 입력 신호
의 정보와 유사하게 추정되고, 또 RF 신호의 세기나 신호 추적 대역폭
(tracking bandwidth) 등에 따라 잡음 정보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EKF의 측정치로 계산되는 j번째 위성의 의사거리 측정치 모델은
다음과 같다.

r% *, j ( xk ) = r j ( xk ) + vk

( 3.36 )

여기서

r j ( xk ) : j번째 위성의 참 의사거리
vk : 의사거리 측정치의 잡음

칼만필터의 측정치 입력인 관측값(observation)은 측정치와 칼만필터의 추정
치간의 차이로 의사거리 오차와 의사거리 변화율 오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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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측치 행렬 (observation matrix)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된 필터의 측정치 입력은 실제 측정된 의사거리
와 항법해로부터 추정된 의사거리의 차이값과 실제 측정된 의사거리 변화율과
항법해로부터 추정된 의사거리 변화율의 차이값이다. 오차로 구성된 필터의 상
태변수를 필터 외부에서 계속 적분하면서, 항법해를 계속해서 추정할 수 있고,
추정된 항법해로부터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아래의 식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의사거리 : rˆ i =

(xi - xˆu )2 + ( yi - yˆu )2 + (zi - zˆu )2 + ctˆu

의사거리 변화율 (도플러) : fˆi =

1-

[ (

) ]

1
v i - xˆ&u , yˆ& u , zˆ&u × a i
c
1 + tˆ&u

따라서 최종적인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８３

( 3.38 )

( 3.39 )

의사거리 측정치: rˆ i - r~i
의사거리 변화율 측정치:

( 3.40 )

~
rˆ& i - r& i

é rˆ - r~ ù
=
y
관측치 행렬:
ê rˆ& - r~& ú
ë
û

( 3.41 )

( 3.42 )

4) GPS/Galileo 통합 항법해 필터
GPS와 Galileo 위성을 통합하여 사용하면 가시 위성 수가 증가하고, 서로 독
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
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다른 시스템을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항법 계
산에 있어서 신뢰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
합하여 항법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신호 처리 방식, 두 시스템 간 기
준 시각 오차 등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GPS와 Galileo는 서로 다른 기준 시각을 사용한다. GPS의 경우 GPS Time
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Galileo의 경우는 Galileo System Time을 기준 시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ure 3-２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기준 시각 간에는
GGTO(GPS and Galileo Time Offset)만큼의 시간차이가 존재하고, 항법해 계산
에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GGTO의 크기는 약 십 여 나노 초이며 천천히 변
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상에 위치하는 제어국에서 GGTO를 추정하여 GPS 및
Galileo 항법메시지에 포함할 예정이다.

Figure 3-２５.The clock offset between GPS and Galileo

GGTO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기법이 있다. 첫 번째는 항법메시지
에 포함된 GGTO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GGTO값을 위성으
로부터 전송 받지 않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다.
GPS, Galileo 모델링 식에서 GGTO는 다음과 같이 GPS, Galileo 기준 시간에
대한 수신기 시계오차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DGGTO = BGPS - BGAL

( 3.43 )

첫 번째 방식에 의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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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위성이 최소 4개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속도 계산은 위치 식과
유사하여 의사 거리가 도플러로, 위성 위치가 위성 속도로, ΔGGTO가 그 변화
율로 대체되며 결과값은 x, y, z 방향 속도와 각 기준 시각에서의 수신기 시계오
차 변화율 성분이 계산된다.

두 번째 방식에 의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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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j
j
+ RGPS
× eˆuj
Ru × eˆuj - (BGPS - DGGTO) = -rGPS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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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위성이 최소 5개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속도 계산은 위치 식과
유사하여 의사 거리가 도플러로, 위성 위치가 위성 속도로 대체되며 결과값은 x,
y, z 방향 속도와 각 기준 시각에서의 수신기 시계오차 변화율 성분, 그리고
ΔGGTO의 변화율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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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저궤도 위성 환경을 고려한 신호 추적 루프 성능
향상 연구

본 장에서는 저궤도 사용자 환경에서 GPS/Galileo 수신기의 신호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한 신호 추적 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신호 추적 성능은 항법 측정치의
정확도, 그리고 항법해 성능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강건한 신호 추적은 가시
위성 수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위성을 확보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칼만 필터를 활용한 코드/반송파 통합 신호 추적 루프
신호 추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루프 필터는 판별기의 노이즈를 정해진 루프
대역폭에 따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루프 필터의 기능은 정해진 동적
특성에 맞도록 칼만 필터가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칼만 필터를
활용한 기법들을 측정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제어 이득 측면에 따라 분리하
여 기존 연구를 설명하고, 새로운 선형 정리자(Linear regulator)를 활용한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1) In-phase, Quadrature phase 신호 상관합을 측정치로 활용하는 칼만 필터
신호 추적 루프

Figure 4-１. Signal tracking loop using Kalman filter

신호 상관기에서 계산된 In-phase, Quadrature-phase 세 쌍의 신호 상관합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Figure 4-１의 A 포인트). 상태 변수는 코드 지연
에러 dt k , 반송파 위상 에러 dfk , 도플러 주파수 에러 dfk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3개의 상태변수 벡터가 주로 활용되고, 상황에 따라서 도플러 주파수 변화율이나
반송파의 세기가 포함되기도 한다 [6, 96].

dX k , I ,Q = [df k

dt k

df k ]

T

( 4.1 )

측정치와 상태변수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확장형 칼만 필터 (EKF)가 활용된다. 측정치 벡터은 다음과 같다
[97].
Z k , I ,Q = [I P

QP

IE

QE

IL

QL ]

( 4.2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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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기(Discriminator) 기반 칼만 필터 신호 추적 루프
Figure 4-１의 B포인트에 해당하는 판별기 출력을 칼만 필터의 측정치로 활용
하는 방법이다. 상태변수 벡터는 수식 IV-1와 동일하다. 이 측정치의 경우 수식
IV-1의 상태변수와 선형 관계를 가지므로 칼만 필터의 구성이 간단해지는 장점
이 있다.

[

]

~
~T
Z k ,disc = Df Dt~ Df

( 4.3 )

3) 판별기 측정치 기반 Linear Quadratic Gaussian (LQG) 신호 추적 루프

Figure 4-２. Signal tracking loop using LQG

앞의 두 항의 칼만 필터를 활용한 신호 추적 루프가 칼만 필터로 추정된 상
태변수 값을 바로 NCO 입력으로 만드는 것에 반해서 LQG를 활용한 방법은 제
어 이득이 존재하는 필터의 블록선도를 Figure 4-２에 나타냈다. 이 방법의 상
태변수 벡터는 다음과 같다.
X k ,LQG = [r& k

dt k

dfk ]

T

( 4.4 )

여기서 r& k 는 k 번째 에폭의 입력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 이다. 측정치 벡터는
(4.2)와 동일하다. Jee는 위 상태 변수를 활용하여 LQG 루프를 구현하였으나
[43], 이 논문에서 도플러 주파수와 제어 입력 값은 도플러 주파수는 0으로 수

렴되지 않고 추정만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제어 입력값 역시 입력 신호의
코드와 반송파 주파수로 수렴하게 된다.

4) Moving set-point LQG 신호 추적 루프
위 1)-3) 항에서는 칼만 필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항에서는 set-point LQG 제어 루프를 GNSS 신호 추적에 응용한 Moving setpoint LQG GNSS 신호 추적 루프에 대해서 제안한다.

① 개념

Figure 4-３. Signal tracking loop using moving set-point LQG

Moving set-point LQG 신호 추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측정치와 상태변수는
판별기 기반의 LQG 시스템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trim과 de-trim
과정이 칼만 필터 앞과 뒤 부분에 존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상태 변수와 제
어 입력을 정해진 set-point로 최대한 빠르게 수렴시키는 것을 목표로한다. 도
플러 정보와 코드/반송파 위상의 경우 유저와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set-point 역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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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 모델링
신호 추적이 수렴상태에 이르렀을 때 입력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와 추정된
코드 변화율, 그리고 추정된 반송파 주파수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tˆ&(t ) = r& (t ) + + nc

( 4.5 )

fˆ (t ) = r& (t ) + n f

( 4.6 )

여기서 tˆ& 는 현재 추적 중인 위성의 추정된 코드 변화율, f̂ 는 반송파 변화율,
코드 추적 에러, nc 는 반송파 변화율 추정 에러가 된다.
위 수식을 활용해서 연속 시간(continuous time) 상태방정식(state equation)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Fx + Gu + w
é0 0 0ù é r& ù é 0 0 ù
éw ù
é t&ˆ ù ê 1 ú
ê
ú
ê
ú
ê
ú
= ê1 0 0ú ê Dt ú + ê- 1 0 ú ê ú + ê w2 ú
fˆ
êë1 0 0úû êë Df úû êë 0 - 1úû ë û êë w3 úû

( 4.7 )

여기서 w1, w2, w3는 각 프로세스 잡음이다.
측정치 벡터는 (4.3)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

]

~
~T
Z k ,disc = Df Dt~ Df

상태 변수와 측정치 간의 관계의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4.8 )

~
Df = r& N - fˆ + n~ f

( 4.9 )

Dt~ = Dt N + n~t

( 4.10 )

~
Df = Df N + n~f

( 4.11 )

위 수식들을 활용하면 측정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z = I 3´3 x + Du + v
én~ f ù
é1 0 0ù
é0 - 1ù
ê ú
ê
ú
ê
ú
= ê0 1 0ú x + ê0 0 ú u + ê n~t ú
ê n~f ú
êë0 0 1úû
êë0 0 úû
ë û

( 4.12 )

여기서 n~ f 는 주파수 측정치의 잡음, n~t 는 코드 판별기의 잡음, n~f 는 반송파
위상 판별기의 잡음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수식을 이산
시스템(discrete system)으로 다음과 같이 바꿀 필요가 있다.
xk +1 = Fd xk + Gd u k + wk
é 1 0 0ù
é 0
ê
ú
= êD t 1 0ú xk + êê- Dt
êëD t 0 1úû
êë 0

0 ù
é w1,k ù
ê
ú
ú
0 úu k + ê w2 ,k ú
êë w3, k úû
- Dt ú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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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③ Moving set-point LQG 제어기 설계

Figure 4-４. The block diagram of the signal tracking loop
using moving set-point LQG

본 논문에서는 칼만 필터 추정을 활용한 신호 추적 시스템에 LQG 제어 시스
템을 추가함에 덧붙여 non zero 수렴 상태의 LQR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사용하
였다. 다시 말해, 모든 상태 변수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닌 non-zero set
point로 수렴하는 제어 루프를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칼만 필터는 moving setpoint의 상태변수와 측정치의 trim 결과를 이용해서 상태변수를 추정한다. 추정
된 결과는 de-trim 과정을 거쳐서 다음 에폭의 제어 입력을 생성하게 된다. 신
호의 주파수 성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Set-point는 모든 에폭마다 업데이
트 된다.

상태 변수와 제어 입력의 trim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é r& k ù é r& k ù
ê
ú
~
xk = xk - xk* = êêDt k úú - ê Dt k* ú
êë Dfk úû êëDfk* úû

( 4.14 )

ét&ˆ ù ét&ˆ* ù
u~k = uk - uk* = ê k ú - ê k* ú
ˆ
ˆ
ë f k û ë fk û

( 4.15 )

(

~z = z - z * = z - I x* + Du *
3´3 k
k
k
k
k
k

)

( 4.16 )

Set point에서 trim 과정을 이후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ù
é 1 0 0ù
é 0
ê
ú
ê
~
~
0 úúu~k + wd
xk +1 = êDt 1 0ú xk + ê- Dt
êëDt 0 1úû
êë 0
- Dt úû

( 4.17 )

측정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z k = I 3´3 × ~
xk + Du~k + vd

( 4.18 )

여기서 프로세스 노이즈와 측정치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wd ~ N (0, Qd ), Qd = diag (q1 , q2 , q3 )
vd ~ N (0, Rd ), Rd = diag ( r1 , r2 , r3 )

( 4.19 )

신호 모델에 기반하여 계산된 LQG 제어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성능 함수
(performance index)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é N T ~ ~T ~ ù
min J = min E êå ( ~
xk Axk + uk Buk )ú
uk
uk
ë k =1
û

위 수식에 사용된 가중(wighting)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９５

( 4.20 )

é
1
ê
2
ê ( Dr& max )
ê
0
A= ê
ê
ê
0
ëê

1
(Dt max ) 2

é 1
ê (t&ˆ ) 2
B = ê max
ê 0
ê
ë

ù
ú
ú
1 ú
( fˆmax ) 2 úû

0

ù
ú
ú
ú
0
ú
ú
1
ú
2
(Df max ) ûú
0

0

0

( 4.21 )

( 4.22 )

여기서 Dr& max 는 에폭 사이 도플러 변화의 최대값, Dt max 는 에폭 사이 코드
위상 변화의 최대값,

Dfmax 는

에폭 사이 반송파 위상 변화의 최대값,

t&ˆmax

는 에폭

사이 코드 NCO 변화의 최대값, fˆmax 는 에폭 사이 반송파 NCO 위상 변화의 최
대값을 나타낸다.

2. Vector Tracking Loop 를 활용한 신호 추적/항법해 루프
1) 단일 신호 추적 루프 (Scalar tracking Loop)
앞서 소개된 신호 추적 루프는 입력 신호에 여러 위성의 신호가 있을 때 각
위성 별로 독립적인 신호 추적이 이루어 진다. 이 독립적인 신호 추적 루프를
독립 신호 추적 루프 (Independent tracking loop) 혹은 단일 신호 추적 루프라
한다. Figure 4-５에는 단일 신호 추적 루프의 간략한 개념의 블록선도를 표시
하고 있다.

Figure 4-５. The concept diagram of the scalar tracking loop

단일 신호 추적 루프와 달리 벡터 신호 추적 루프에서는 각 위성 신호마다
별도의 신호 추적 루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의 측정치로부터 얻어진 수
신기의 위치와 위성의 배치 정보를 활용하여 항법해 계산과 신호 추적을 통합하
는 하나의 신호추적-항법 필터를 이용하게 된다.

2) 벡터 신호 추적 알고리듬
Figure 4-６에 VTL의 개념도를 도시하였다. 기존의 독립 추적 루프
(Independent tracking loop, ITL) 혹은 단일 신호 추적 루프(Scalar Tracking
Loop, STL)와 비교했을 때, 개별적인 채널 신호 추적 루프가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채널에서 측정치와 추정오차를 항법 필터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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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６. The concept diagram of the vector tracking loop

① VTL의 장점
VTL을 활용한 수신 알고리즘의 경우 특정 위성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거나 신
호 감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위성들로 구해진 위치와 알고있는 위성의 궤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위성 채널의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활용하여 차단/감쇄된
위성 신호의 추적을 위한 제어 입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
일 신호 추적 루프 (STL)을 사용했을 경우 빈번하게 신호추적 lock을 잃게 되
는 환경에 있을 때, VTL을 사용하게 되면 강건한 신호 추적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잠시 동안 차단된 신호에 대해서는, 차단되는 동안 신호의 제어 입력
을 추정치를 기반으로 생성함으로써, 다시 가시성이 확보되었을 때, 별도의 재
신호 획득 과정 없이 연속적인 신호 추적이 가능하다.
VTL의 제어 입력은 사용자의 위치/속도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입력 신
호와 교차 상관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는 제어 입력보다 NCO의 잡음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항법 측정치 노이즈 성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법해 성능이 향상된다.

② VTL 알고리듬
Figure 4-７와 Figure 4-８에는 vector delay lock loop (VDLL)과 vector
frequency lock loop (VFLL)가 도시되어있다. VDLL과 VFLL은 3 가지 파트들
로 구성되어있다. 첫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STL에 사용되는 상관기, 코드/반송파
생성기 그리고 NCO를 나타낸다. 이 일반적인 신호 추적 파트는 Figure 4-７와
Figure 4-８에 파란색 블록으로 나타나있다. 두 번째 파트는 항법해 필터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VTL은 항법해 필터로 EKF가 구현되었다. EKF 항법해 필
터에서는 모든 신호 추적 판별기 정보와 의사거리/의사거리 변화율을 활용하여
위치, 속도, 시각 정보를 계산한다. 녹색 블록으로 표시되어있는 세번째 파트는
VTL 제어 입력 생성 파트이다. VTL은 VDLL과 VFLL의 두 가지 루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 두 루프는 항법해 필터를 공유한다.

Figure 4-７. Workflow of the V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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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８. Workflow of the VFLL

③ 채널 신호 추적 파트
위 Figure 4-７와 Figure 4-８에서 파란 블록으로 표시된 채널 신호 추적 파
트는 STL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GPS L1 C/A 신호 추적 루프에서 사용되는 모
듈과 동일하다. 신호 추적 루프는 코드/반송파 제거 과정, 코드/반송파 생성, 판
별기 생성 모듈, NCO 그리고 loop filter로 구성된다. 코드/반송파 판별기의 구
성은 III-3절에서 사용한 판별기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모든 파트들은
STL과 VTL 모두에 사용되지만, STL에서는 판별기 출력이 바로 Loop filter입
력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VTL에서는 판별기 출력이 항법 필터로 들어가서
VTL 제어 입력으로 생성된 입력값이 루프 필터로 들어가게 된다.
④ 항법해 필터 파트
EKF 항법필터에서는 이전 에폭까지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의사거리와 의사거
리 변화율이 추정된다. 이 추정된 의사거리/의사거리 변화율과 측정된 의사거리
/의사거리 변화율의 차이가 EKF의 입력이 되어, 현재 에폭의 에러 상태변수를

추정하게 된다.
j 번째 위성의 의사거리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 *, j ( xk ) = r j ( xk ) + vk

( 4.23 )

r j ( xk ) i: j 번째 위성의 참 의사거리
vk i: j 번째 위성의 의사거리 측정치의 노이즈

(4.23)은 의사거리 r j ( xk ) 를 의사거리 추정치 rˆ j ( xk ) 를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j ( xk ) = rˆ j ( xk ) +

¶r j ( xk )
× Dxk + vk
¶xk

( 4.24 )

여기서 Dxk = xk - xˆk , xk = [ xu ,k , yu ,k , zu , k , x&u , k , y& u , k , z&u ,k , tu , k , t&u , k ]T 이다. 추정된
의사거리 rˆ j ( xk ) 와 의사거리 변화율 rˆ& j ( xk ) 은 이전 에폭까지의 측정치로부터
계산되고, 이 추정된 값들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rˆ j ( xk ) =

( x (t ) - xˆ ) + ( y (t ) - yˆ ) + ( z
2

j

k

u ,k

2

j

k

u ,k

(

j

(t k ) - zˆu ,k ) + c × tˆu ,k + iˆ j (tk ) + tˆ j (tk ) ( 4.25 )
2

)

1
1 - év j (tk ) - x&ˆu ,k , yˆ& u , k , z&ˆu , k × a j ( xk ) ù
û
cë
r&ˆ j ( xk ) =
× lL1
1 + t&ˆu , k

(x

j

(t k ), y j (t k ), z j (t k ) ) : j번째 위성의 위치 벡터

( xˆ

u ,k

( xˆ&

u,k

, yˆu ,k , zˆu ,k ) : 추정된 사용자의 위치

, yˆ& u ,k , zˆ&u ,k

v j (t k ) :

)

: 추정된 사용자의 속도

j번째 위성의 속도

１０１

( 4.26 )

tˆu , k : 추정된 시계 오차
t&ˆu , k

: 추정된 시계오차 변화율

iˆ j (t k ) :

추정된 전리층 지연오차

tˆ j (tk ) : 추정된 대류층 지연오차
T

a j ( xk ) = éë axj ( xk ) a yj ( xk ) a zj ( xk ) ùû a: j번째 위성의 시선벡터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 벡터와 추정된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 벡
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

r% * = éë r% *,1 ,..., r% *, N
rˆ = éë rˆ 1 ,..., rˆ N

T
r%& *,1 ,..., r%& *, N ùû

r&ˆ 1 ,..., r&ˆ N ùû

T

(4.24)는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 xk ) = rˆ ( xk ) + H k Dxk + vk
é ¶rˆ 1 ( xk )
¶rˆ N ( xk )
Hk = ê
L
¶xk
ë ¶xk

¶r&ˆ 1 ( xk )
¶r&ˆ N ( xk ) ù
L
ú
¶xk
¶xk û

( 4.27 )
T

그러므로,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r ( xk ) = r% * ( xk ) - rˆ ( xk ) = H k Dxk + vk

( 4.28 )

본 논문에서 EKF는 VTL의 항법해 필터로 사용되었다. 상태변수 방정식은
추정된 사용자 위치에서 선형화된 동적 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선택된 상
태변수는 위치 오차, 속도 오차, 수신기 시계 오차와 수신기 시계 오차 변화율

이 된다 [47, 91, 98]. 이 오차 상태변수와 측정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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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tk 와 tk +1 의 시각 차이

w : 상태변수의 프로세스 잡음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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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측정치 방정식의 관측 벡터 Dr ( xk ) 는 추정된 의사거리/의사거리 변화율과
측정된 의사거리/의사거리 변화율로 계산된다. 그 각각은 다음 수식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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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 ( xk ) = r% *, j (tk ) - rˆ j ( xk- ) = ( r% j (tk ) + Dr j (tk ) ) - rˆ j ( xk- )

( 4.31 )

(

( 4.32 )

)

Dr& j ( xk ) = r%& *, j (tk ) - rˆ& j ( xk- ) = r%& j (tk ) + Dr& j (tk ) - rˆ& j ( xk- )
r~ j : 신호 추적 과정에서 측정된 의사거리 (m),
Dr j :

코드 판별기 출력 (m),

~
r& j : 신호 추적 과정에서 측정된 의사거리 변화율(m/s)
Dr& j :

주파수 판별기 출력(m/s).

(4.30)을 이용하여 사용자 위치의 측정치 갱신 (measurement update)를 수
행하면 다음과 같다.

Dxk = Dxˆk- + K ( Dr ( xk ) - H k Dxˆk- )

( 4.33 )

여기서 K는 칼만 필터의 이득 행렬이다. 추정된 사용자의 위치 xˆk- 는 매 에폭
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오차 상태변수의 현재 추정된 값인 Dxˆk- 는 항상 0
이다. 따라서 (4.33)은 다음과 같이 축약될 수 있다.

Dxk = K Dr ( xk )

( 4.34 )

선형화 시점에서 위치 업테이트는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난다.

xˆk = xˆk- + Dxˆk

( 4.35 )

동적 모델 (Dynamic model)을 이용하여 시간 갱신 (time update)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xˆk-+1 = Fxˆk

( 4.36 )

본 논문에서는 EKF의 프로세스 잡음과 측정치 잡음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99]. 또한 모든 측정치들은 독립이고, 동적 모델에서 x, y, z 위치
와 속도, 그리고 시계 오차와 시계 오차 변화율만이 시간에 따른 관계가 존재한
다. 잡음 벡터의 공분산(covariance)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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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 N (0, Rk )

( 4.38 )

Rk = diag {s 1r ,Ls rN , s r1& ,Ls rN& }

q d = q × DT

3

2
, q c = q × DT , q d& = q × DT
3
2
,

q : 사용자 동적 모델의 프로세스 잡음 (m2/sec4),
3
¢
q t = q × DT

( 4.37 )

, q tc = q ¢ × DT
q = q ¢ × DT
,
3
2 , t&
2

q¢ : 사용자 수신기 시계의 프로세스 잡음 (m2/sec4),

s rj : j번째 위성의 의사거리 측정치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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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r&j : j번째 위성의 의사거리 변화율 측정치의 분산

EKF 상태변수의 최대 변화 폭을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동적 모델
의 프로세스 잡음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q = 20 m 2 / sec 4

( 4.39 )

측정치 노이즈는 DLL과 FLL 노이즈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사거리 노이
즈 값을 위해서 다음의 DLL 노이즈 모델을 활용하였다. [100]

s t2 =

ö
b 2 BL d æ
2
çç1 +
÷ meter
2 S / N 0 è (2 - d )(DT × (S / N 0 )) ÷ø

( 4.40 )

b : 293.3 meters/chip

B L : DLL 대역폭,

d:

early and late 간격 (chip)

S / N 0 : the signal–to–noise ratio ( = 10

(C / N 0 ) / 10

).

의사거리 변화율 측정치 모델은 FLL 노이즈 모델에 의해서 생성되었으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101].

s D2f =

BL , FLL æ
ö
1
çç1 +
÷÷ a (m / s ) 2
(S / N 0 ) è 2DT × (S / N 0 ) ø
2

æ c ö
÷÷
a = çç
è pf L1DT ø : (Hz)2 에서 (meter/sec) 2로 변환 계수

f L1 : L1 반송파 주파수,
c : 빛의 속도

B L , FLL : FLL 대역폭.

( 4.41 )

(4.40)과 (4.41)에서 EKF의 측정치 노이즈의 모델식은 추정된 C/N0 값에 의
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N0는 단일 채널에 대해서 칼만필터로 추
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Appendix A) [51].

⑤ VTL 제어 입력 생성 파트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의 추정치와 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사용자의 위
치와 속도의 변화량을 활용하여 VTL 의 제어 입력을 생성할 수 있다. 의사거리
와 의사거리 변화율은 사용자의 위치와 속도 상태변수 식에 관측 방정식 H를
곱해서 나타내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drˆ (tk ) = H k × Dxk

( 4.42 )

(4.42)로 계산된 새로운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오차를 활용하여 모든 채널의
제어입력은 다음 수식 관계에 따라서 생성된다.

drˆ NCO ( xk ) = drˆ (tk ) + ( rˆ ( xˆk ) - r% (tk ))

( 4.43 )

이 제어 입력 값이 VTL의 새로운 판별기 출력이 된다 [98].

⑥ VDLL 과 VFLL의 계산과정
l

VDLL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l

EKF를 활용한 의사거리 측정치의 계산 r% * ( xk- ) = r% (tk ) + Dr% (tk )

l

수식 (4.25)를 활용한 의사거리 추정치 rˆ ( xk ) 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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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사거리 관측 벡터의 계산: dr ( xk ) = r% * (tk ) - rˆ ( xk- )

l

선형화 시점에서 위치 변화량의 계산: d xk = KVDLL × dr ( xk )

l

위치 업데이트: xˆ k = xˆk- + d xk

l

추정된 위치의 time propagation: xk +1 = F × xˆk

l

의사거리 오차의 추정: drˆ ( xk ) = H k × d xk

l

VTL 판별기의 추정: drˆ NCO ( xk ) = drˆ (tk ) + ( rˆ ( xˆ k ) - r% (tk ))

VFLL의 계산 과정은 VDLL과 유사하지만 의사거리 대신 의사거리 변화율이
사용되고, VFLL NCO 입력이 반송파 신호 추적을 위한 값이라는 차이점이 존재
한다.

5장.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지금까지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구현을 위한 각 모
듈별 설명과 신호 추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알고리듬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였
다. 본 장에서는 GPS/Galileo 통합 항법해 구현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한 뒤, 제
안된 신호 획득 모듈과 코드/반송파 통합 신호 추적 루프, 그리고 VTL을 활용
한 신호 추적/항법해 통합 추적 루프의 성능을 분석한다.

1. GPS/Galileo 통합 항법해 계산
본 절에서는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검증하기 위해
서 GPS/Galilieo L1/E1 신호 항법해를 계산한 결과를 분석한다. 항법해는 참값
을 알고 있는 지상의 고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생성된 신호 데이터를 활용하여
L1과 E1 각각의 단독 항법해와 L1/E1 통합 항법해를 계산하여 오차와 잡음 수
준을 비교한다.

1) 시뮬레이션 환경
입력 신호로 Spirent 사의 GSS8000 모델의 하드에워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GPS L1/Galileo E1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NI signal
analyzer [102]를 활용하여 수집되었고, 이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데이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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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획득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는 25Mhz, RF 대역
폭은 10Mhz 이고, 한 샘플마다 I, Q 16 비트의 데이터로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
크에 저장되었다.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상의 사용자의 위치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치
정보는 Table 5-1에 정리되어있다.
Table 5-1. Reference position of GPS/Galileo simulator output

XYZ 좌표 X 위치 (meter)

4102260.083

XYZ 좌표 Y 위치 (meter)

214990.341

XYZ 좌표 Z 위치 (meter)

4862819.679

LLH 좌표 Latitude (deg)

50

LLH 좌표 Longitude(deg)

3

LLH 좌표 Height (meter)

40

2) GPS/Galileo 통합 항법해 계산 결과

Figure 5-１. L1 standalone position error (XYZ)

Figure 5-２. Galileo E1 standalone position error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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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３. GPS/Galileo L1/E integrated position error (XYZ)

GPS L1 신호의 결과 9개의 위성, 그리고 Galileo E1 신호의 결과 6개의 위
성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단독 항법해 결과도 GPS L1 신호가 Galileo E1 신호
에 비해서 항법해 노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PS/Galileo 통
합 항법해의 경우 GPS/Galileo 총 15개의 위성의 측정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
치 정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각 기법에 따른 RMSE
(Root Mean Square Error) 결과를 Table 5-2에 정리하였다.
Table 5-2. RMSE of GPS/Galileo position test
3D-RMSE (meter)
GPS L1 Only

4.9039

Galileo E1 Only

7.0594

GPS/Galileo L1/E1

2.8302

2. 신호 획득 모듈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Galileo신호를 포함하는 GPS 현대화 계획 등에 적용된 항법 비
트 혹은 부 코드 비트 길이와 동일한 주 코드 신호 길이로 구성되는 신호에 적
용 가능한 신호 획득 방법에 대해서 분석한다. 신호 획득 성능의 분석은 기존
연구인 zero padding, energy based 검색과 새로 제안된 BTC 알고리즘의 성능
에 대해서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여 진행된다.

1) 신호 획득 성능 지표
신호 획득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3], 그 중 가장 중
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신호 획득 알고리즘 계산 속도와 신호 획득 확률이다. 먼
저 신호 획득 계산 속도는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간 이후로 항법해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TTFF(Time to First Fix)에 영향을 미친다. 90년대의 하드웨어
GPS 수신기의 경우 상관기의 수가 적고, 각 도플러와 코드 위상의 신호 세기에
대해 전부 신호 상관값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32개의 위성을 검색하는 시간이
수십초가 소요되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게 위성 정보가 없을 경우, 신호 획득
시간에 수십초, 또 Ephemeris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어 TTFF 시간에 1~2분 가량이 소요되었다[103]. 하지만 최근의 하드웨어는
수만개의 상관기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FFT 기반으로 병렬 검색을 하기 때
문에 신호 획득에 따른 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경우 제한된 프로세서의 컴퓨팅 파워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신호 추적을 위한 신호 획득은 그 계산량이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호 획득 확률은 입력 신호에 신호가 존재할 때 신호 획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다. GNSS 신호는 지상에서 노이즈 레벨보다 낮은 신호 파워로 도달
하기 때문에, 수 ms 이상의 신호 상관값을 합하여 이득을 높이게 된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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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 주기의 신호를 적분 구간으로 할 때 정해진 SNR에 대한 신호 획득
확률을 각 알고리듬에 따라서 비교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같은 알고리듬을 사용
하더라도 수신 환경이나 도플러 검색 구간 등의 설계자의 설정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산량의 감소를 위해서 검색 구간 내에서 신호 획
득 검색 간격을 넓히게 되면 신호 획득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신호 획득
문턱값 설정에 따라서 이 값이 낮을 경우 신호 획득 확률이 높아지지만 신호가
없는데 신호 획득으로 판단하는 오경보 확률이 높아지는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2) 평균 계산 시간 성능
① 시뮬레이션의 범위
신호 획득 시간은 신호 획득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7]에서는 신호
획득 전략을 전 구간 검색, 순차적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3가지로 구분한다.
전 구간 검색은 가능한 도플러 검색 구간과 코드 위상 검색 구간에 대해서 가능
한 모든 조합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그 조합들의 신호 상관합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해서 그 값이 신호 획득 문턱 값을 넘으면 신호가 획득 되었다고 판단한다.
순차적 검색은 전체 검색 구간의 신호 상관합을 계산하지 않고, 각 검색 조합에
대해서 신호 획득 값 검사를 수행하고, 문턱값을 넘는 신호 상관합이 발견되면
그 위성에 대한 신호 획득 검색은 멈추는 방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
드 검색은 도플러축 혹은 코드 축을 선택하여 FFT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병렬
검색을 수행한 뒤, 최대 상관합에 대해서 문턱값 테스트를 진행한 뒤, 문턱값을
넘는 값이 존재하면 그 위성에 대한 신호 획득 검색을 종료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FFT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신호 획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검색을 제외한 전 구간 검색 기법과 하이브리드 검색기법에 대해
서 평균 계산 시간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의 동적 움직임과
GNSS 위성의 속도를 반영하여 추정된 도플러 값을 활용하는 도플러 지원

(Doppler-assisted) 신호 획득 기법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② 알고리듬 별 평균 계산 시간 추정

Figure 5-４. Calculation processes of the signal acquisition

Figure 5-４은 특정 도플러 검색 구간에 대한 BTC 알고리즘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있기 때문에 매 신호 획득 과정마다 반복
되는 반송파 복제 신호와 conjugate FFT PRN 코드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로드한다고 가정하고 이 계산 시간은 무시하였다.
신호 획득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TMUL(L) :
TFFT (L )

L complex multiplication(반송파 제거)

: L size FFT

TMUL(L) :

L complex multiplication (between FFT result and complex

conjugate FFT code)
TIFFT (L)

: L size IFFT

TPOW (L) :

L magnitude square calculation (I2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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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 과정들에 대해서 제안된 BTC 신호 획득 알고리듬의 전구간 검색방
법(maximum search), 하이브리드 방법, 도플러 지원 방법 등의 신호 획득 전략
에 따른 BTC알고리즘을 활용한 신호 획득 계산 시간은 다음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다음 시간은 신호 획득 전략별 총 신호 획득 계산 시간을 나타낸
다.
TBTC_ Maximum = NBin (3 × TMUL(L) + TFFT (L) + 2 × TIFFT (L) + 2 × TPOW (L) + TSUM (L))
TBTC _ Hybrid =

N Bin
(3 × TMUL(L) + TFFT (L) + 2 × TIFFT (L) + 2 × TPOW (L) + TSUM (L))
2

TBTC_ Assited = 3 × TMUL(L) + TFFT (L) + 2 × TIFFT (L) + 2 × TPOW ( L) + TSUM (L)

( 5.1 )
( 5.2 )
( 5.3 )

또한 같은 전략들에 대해서 zero padding과 energy based 검색 기법에 대해
서도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ZP _ Maximum = N Bin (2 × TMUL(2L) + TFFT (2L) + TIFFT (2L) + TPOW (2L))
TZP _ Hybrid =

N Bin
(2 × TMUL(2L) + TFFT (2L) + TIFFT (2L) + TPOW (2L))
2

TZP_ assist = 2 × TMUL(2L) + TFFT (2L) + TIFFT (2L) + TPOW (2L)
TEB _ Maximum = N Bin (2 × TMUL(L) + TFFT (L) + TIFFT (L) + TPOW (L) + TMA(L))
TEB _ Hybrid = (

N Bin
N
+ Le )(2 × TMUL ( L) + TFFT ( L) + TIFFT ( L) + TPOW ( L)) + Bin TMA ( L)
2
2

TEB _ Assisted = (2Le +1) ´ (2 ×TMUL(L) + TFFT (L) + TIFFT (L) + TPOW (L)) + TMA(L)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③ 시뮬레이션 환경
각 알고리즘 별 신호 획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된 MATLAB 버전의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활용하였다. PC에서 MATLAB의 계산 시간

은 메모리 크기나 캐시, CPU 클럭 같은 하드웨어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등의
OS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5000회 이상의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PC 상에서 구동하고 이 평균 값을 각 알고리즘의
평균 계산 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PC 환경은 Table
5-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5-3. Simulation environment for signal acuqisiton calculation
Parameter

Details

Simulation runs

10000

OS

Windows 7

Software language tool

MATLAB 2008a

Laptop for testing

Intel Core 2 Duo 2.4 GHz/2 GB
RAM (SAMSUNG sens R510)

PIT

1 ms

Doppler search range

–5 kHz to 5 kHz

Doppler search bin

200 Hz

Sampling rate

5.714 MHz

④ 시뮬레이션 결과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각 모듈 별 계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Figure
5-５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호 획득에서는 FFT와 IFFT의 계산 시간이 대부분의
계산 시간을 차지한다. 다른 계산의 20배 이상의 계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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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calculation time
in micro second(micro second)
T_IFFT(2L)

-표준

T_FFT(2L)

-표준

T_IFFT(L)

-표준

T_FFT(L)

-표준

T_MA(L)

-표준

T_MUL(2L)

-표준

T_POW(2L)

-표준

T_MUL(L)

-표준

T_SUM(L)

-표준

T_POW(L)

-표준

-표준

calculation time in micro…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Figure 5-５. Mean calculation time for each calculation process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각 신호 획득 기법별 평균 획득 계산 시간이다. 평균
획득 시간은 각 기법별, 그리고 신호 획득 전략별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전구간 검색의 경우 zero padding 기법이 데이터 길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energy based 검색 기법에 비해서 2배 정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BTC
알고리즘의 경우 그 특성상 주파수 검색 간격이 2배 늘어나기 때문에, energy
based 검색에 비해 두 번의 IFFT 과정이 있긴 하지만 계산량이 가장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６. Mean calculation time for each acquisition methods
(Maximum search)

Figure 5-７Mean calculation time for each acquisition methods
(Hybrid search)

Figure 5-８. Mean calculation time for each acquisition methods
(Doppler assist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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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 획득 확률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신호 획득 과정에서 신호 상관합은 도플러와 코드 위상 해상도 문제, 적분 주
기 동안 도플러 값이 변하는 문제, TCXO clock 의 drift 문제 등으로 추정 에러
가 존재하게 된다 [32, 33].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환경을 고려하여 한
주기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호 획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트 반전에 의한 효과
외에 적분 주기 동안 도플러 값이 변하는 문제, TCXO clock 의 drift 문제에 의
한 신호 획득 확률 감소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 하다. 또한 도플러와 코드 위
상 검색 해상도에 따른 신호 획득 확률 감소에 대해서는 각 기법들이 동일한 감
소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고리듬 간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트 반전에 의한 신호 획득 확률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C/N0 값을 변화시키면서 신호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시
뮬레이션을 위해서 한 주기의 GPS C/A 코드가 생성되었고, 이 코드는 각 C/N0
마다 5000번의 Monte Carlro 반복 수행을 통해서 통계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생성을 반복하였다. IF 주파수는 1.405MHz, 샘플링 주파수는
5.714MHz로 설정하였다. Energy based 검색 기법의 경우, 평균을 위한 구간은
+-800Hz로 하였다.
Figure 5-９와 Figure 5-１０는 비트 반전이 없을 경우 C/N0가 38.8dB인
환경에서 신호 상관합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결과
(theroretical)과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simulated)가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Zero padding의 신호 획득 확률 분포는 기존의 비트 반전을 고려
하지 않은 최대 우도 (maximum-likelihood) 기법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nergy based 검색의 경우 평균 값이 다른 기법에 비해서 작지만 분산값이
비교적 작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ML (Maximum
Likelihood convetional method)은 최대 우도 기법을 사용하는 기존의 신호 검
색 기법을 나타내고, MA (Moving Average)는 이동 평균 기법을 활용하는

energy based 검색 기법을 말한다.

1.8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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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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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９.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each method
of simulation results under 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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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０.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each method
of simulation results under H1 (C/N0: 38.8dB)

Figure 5-１１은 비트 반전이 없는 경우의 C/N0에 따라서 변하는 각 신호
획득 기법의 신호 획득 확률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검색 간격 해상도에 따른 코드 위상과 도플러 위상 에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신호 획득 확률(conditional signal det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였다.
비트 반전이 없는 경우에 기존의 비트 반전을 고려하지 않은 최대 우도
(conventional maximum likelihood) 검색 기법과 zero padding 기법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energy based 검색(혹은 moving average, MA)과 BTC는 기
존 방법 대비 3dB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In the absence of data bi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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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１. Conditional signal detection probability when the bit transition is
absent

Figure 5-１２는 입력 신호에 비트 반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건부 신호 획
득 확률을 나타낸다. 비트 반전에 의한 감소 효과의 경우 데이터 버퍼에 비트
반전이 일어나는 위치가 신호 상관합 분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비트 반전이 일어나는 위치를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갖는 확률 변수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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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ce of bit transition (uniform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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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２. Conditional signal detection probability when the bit transition is in
presence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기존의 최대우도 기법은 다른 기법들과 유사한 신호 획
득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의 C/N0가 높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력 신호의 C/N0가 높더라도 비트 반전이 존재할 경우 참 도플러 정보를
출력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와 다르게 나머지 기법들에 대해서는
비트 반전이 없을 경우와 유사한 그래프를 나타내었으나 BTC의 경우 가장 신
호 획득 확률 성능이 좋은 zero padding 기법 대비 1-2dB 가량 C/N0가 높은
신호가 들어올 때 동일한 신호 획득 확률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신호 추적 모듈 성능 분석
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된 moving set-point LQG 신호 추적 루프와 기존 연구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신호를 RF단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여

소프트웨어

수신기에서

테스트

하였다.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는

Spirent 사의 STR4500을 사용하였고, RF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NI 사의
PXIe5664 신호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는 12.5Mhz, RF 대역폭은
25MHz, 16bit I, Q 양자화 신호를 활용하였다.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는 지상 사
용자 환경의 신호를 생성하였고 C/N0는 약 41dB-Hz였다.
LQG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칼만 필터의 프로세스 잡음과 측정치 잡음
등 몇 가지 설계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치 노이즈는 기존 루프필터를
사용하여 수렴하였을 경우 측정치의 잡음를 분석하여 실험적으로 얻어내었고 그
값은 다음과 같다.

s Df = 24 Hz » 5m / s
s Dt = 0.03 chip » 9 m

( 5.10 )

s Df = 0.1 rad » 6 ´10 m
-2

프로세스 잡음은 상태 변수의 에폭간 최대 이동 값을 추정하여 설정하였다.

qr& = Dr&&max = 0.15 (m / s 2 )
qt = Dt&max = 0.01 chip / 1ms » 3 ´10 m / s
qf = Df&max = 0.15 rad / 1 ms » 1 m / s

( 5.11 )

LQG 제어 입력을 계산하기 위한 성능 지표(performance index) 함수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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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weighting) 계수는 Bryson’s rule에 의해 계산되었다 [104].

Dr& max = 0.3 (m / s )
Dt max = 0.003 chip = 1 m

( 5.12 )

Dfmax = 0.03 rad = 2 ´ 10 m
-3

Dt&ˆmax = 0.017 chip / s » 5m / s
Dfˆmax = 0.1 Hz » 0.02m / s

( 5.13 )

안정적인(Stable) 시스템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폴이 단위 원(unit disc) 안에
존재하고 성능 지표 함수의 가중(weighting) 행렬이 양의 정부호 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이어야 한다. 하지만 구현된 수식 (4.13)은 controllable 하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xk +1 = Fd ' ~
xk + Gd ' u~k + wd
0
0 ù
é1 - e
é 0
ê
ú
~
= ê Dt 1 - e
0 ú xk + êê- Dt
êë Dt
êë 0
0 1 - e úû

-e ù
0 úú u~k + wd
- Dt úû

( 5.14 )

여기서 e 는 10-4이하로 설정하였다. LQG 제어기를 위한 제어 이득 C는
MATLAB toolbox에서 제공하는 DLQR 함수를 활용하였다.

[C , S , E] = DLQR( Fd ' , Gd ' , A, B)

( 5.15 )

2) 제안된 알고리즘의 신호 추적 성능 비교
Figure 5-１３은 제안된 Moving set-point LQG 신호 추적 루프에서 trim 과
정을 지난 상태 변수 추정을 나타낸다. 모든 상태 변수들이 0으로 수렴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１３. Trim states variations using LQG tracking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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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４. Set-point variation using LQG tracking loop

Figure 5-１４은 변화하는 set-point를 나타낸다. Set-point가 변화하면서 입
력 신호의 도플러 값에 수렴하고, 코드 위상과 반송파 위상이 0으로 수렴하므로
신호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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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신호 추적 루프의 성능 분석을 위해 기존 루프 필터와 비교를 수행하
였다. 2차 DLL과 FLL/PLL이 대조군으로 활용되었으며 DLL대역폭은 5Hz와
1Hz 두 가지 값이 적용되었다. 성능 분석은 수렴 시간(settling time)과 정상상
태 변수 오차(steady state error)의 관계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PLL의 경우
대역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5Hz 대역폭만을 대조군으로 데이터를 정
리하였다.
코드 추적 루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5-１５와 Figure 5-１６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제안된 LQG 신호 추적 루프와 DLL의 정상상태에서 판별기
(discriminator) 출력인 측정치 잡음 정도는 비슷하다. 하지만 신호 제어 입력이
되는 NCO 값의 노이즈는 DLL 루프 필터에 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더 작
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렴 속도에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빠
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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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５. Code NCO variations (DLL v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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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６. Code discriminator variations (DLL vs. Moving set-point LQG)

Figure 5-１７와 Figure 5-１８은 반송파 신호 추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이다. LQG 제어루프는 FLL과 PLL을 구분하지 않지만, 기존 루프 필터에
는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5Hz FLL로 초기 1초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1Hz
PLL로 진행하였다. 반송파 추적의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고, 수렴 상태의 노이
즈가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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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７. Carrier NCO variations (FLL and PLL v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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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８. Carrier discriminator variations
(FLL and PLL vs. Moving set-point LQG)

3) 저궤도 환경에서 신호 추적 성능 비교
위 시뮬레이션의 경우 도플러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하였으나, 도플러의 주파수는 지상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저궤도 환경의 경우
더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저궤도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의 수식과 같이 도플
러 변화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r& j ( k + 1) = r& j ( k ) + r&& j (k )Dt + wk , 0

( 5.16 )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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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을 활용해서 지상 신호에 대해서 코드와 반송파 추적 루프에 대해서
신호 추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면 Figure 5-１９~ Figure 5-２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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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１９. Code NCO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
(D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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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０. Code discriminator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
(D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１３１

carrier NCO( u(2) )
77
PLL 5Hz
LQG 4 states

76
75

m/s

74
73
72
71
70
6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ms

Figure 5-２１. Carrier NCO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s
(FLL and P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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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２. Carrier discriminator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
(FLL and P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4개의 상태 변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전 3개의 상태 변수 시뮬레이션 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상 환경에서는 도플러 변화율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궤도 환경에서는 코드의 신호추적에 대해
서 Figure 5-２３, Figure 5-２４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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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３. Code NCO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
(3 states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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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４. Code discriminator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
(3 states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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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추적 루프의 경우 두 추적 결과의 차이가 미세함을 확인하였고 Figure
5-２５, Figure 5-２６에서 보여지는 반송파 추적 루프의 경우에도 반송파
NCO의 노이즈가 약간 감소하며,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오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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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５. 반송파 NCO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s
(3 states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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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６. Carrier discriminator variations in LEO environments
(3 states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위 반송파 위상각 측정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oving window에 대한 RMSE를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m

fˆk =

~2

åf

n = - m -1

n

( 5.18 )

2m

위 수식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은 Figure 5-２７와 같다.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4개의 상태변수를 활용한 LQG 제어 루프가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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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７. RMSE variations for carrier phase measurements
(3 states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4) C/N0 변화에 따른 LQG 신호 추적 루프의 성능 분석
제안된 Moving set point LQG 신호 추적 루프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
력 신호의 C/N0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신호 추적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신호는 Spirent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시뮬레이터 세
팅에서 신호를 5dB 정도 차이를 두고 매 실험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수집하
였다. 신호 수집은 지상 사용자와 저궤도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
１３５

행되었다.

Figure 5-２８. Code NCO variation for each C/N0
(D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앞 항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은 반송파 신호
추적 성능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사용자의 위

치에 영향을 미치는 코드 신호 추적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였다.
의사거리 측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코드 NCO의 변화를 C/N0에 따
라서 살펴보면 Figure 5-２８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N0 값이
36~57까지 변화하는 동안 모든 경우에서 제안된 LQG 신호 추적 루프의 정상
상태 수렴 시간과 수렴 상태 잡음 성능이 DLL 1Hz와 5Hz의 경우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항법 측정치 노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수렴 후 노이즈
성능을 더 분석해 보도록 한다. 신호 추적 오차를 살펴보기 위한 참값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참값에 근접한 값을 기준 값으로 가정하였다. 코드와 반송파의
주파수는 전리층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1/1540 의 비율로 같은 위성에 대
해서 일정하다.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는 전리층 관련 오차를 비활성화
(disable) 시켜 놓았기 때문에, 코드 NCO와 반송파의 NCO을 1540으로 나눈
값은 잡음 성분을 제외하면 일치해야 한다. 수렴 상태에서 두 NCO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Figure 5-２９과 같다. 신호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
해 보면, 반송파 NCO의 잡음 성능이 코드 NCO의 노이즈보다 상대적으로 월등
히 작기 때문에, 반송파 NCO값을 기준값(reference)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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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２９. Code NCO vs. Carier NCO

반송파 NCO값을 기준값으로 코드 수렴 상태의 신호 추적 오차를 C/N0에 따
라 나타내 보면 Figure 5-３０과 같다. 신호 추적 후 3초 이전부터 신호 추적
루프가 정상(steady) 상태로 진입했다고 가정하고, 3초 이후 1초 동안의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LL 5Hz보다는 DLL 1Hz 값이, 그
리고 그 두 기법 보다는 LQG를 활용한 값이 수렴 상태 잡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5-３１은 위 수렴 상태 RMSE를 C/N0에 따라서
정리한 그래프이다.

Figure 5-３０. Code NCO error variation for each C/N0
(D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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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３１. Code NCO RMSE vs. C/N0

지상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동일한 실험을 저궤도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
터에도 적용하였다. Figure 5-３２은 저궤도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사용자의 동적 변화가 심해서 신호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DLL 1Hz의 경우 신호 추적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기 힘든 결과를 보
여준다.

Figure 5-３２. Code NCO variation for each C/N0 in LEO environment
(DLL vs. 4 states Moving set-point LQG)

위 결과에 대해서 역시 위 수렴 상태 노이즈 에러를 C/N0에 따라서 정리한
그래프는 Figure 5-３３과 같다. DLL 1Hz의 경우 수렴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
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지상의 static 상황보다
RMSE가 증가하였지만, DLL 5Hz에 비해서 LQG 신호 추적 루프의 성능이 뛰어
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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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３３. Code NCO RMSE vs. C/N0

4. 저궤도 환경에서 Vector Tracking Loop 적용
1) 시뮬레이션 환경
입력 신호로 저궤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Spirent 사의 STR4500 모델의 하
드에워 시뮬레이터에서 GPS 신호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장비와 스펙은 앞
절과 동일하다. 사용자인 저궤도 위성은 고도 720km의 원궤도로 움직인다.

2) 저궤도 환경에서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활용한 벡터 신호 추
적 루프 적용 결과
저장된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궤도 환경에서 항법해를 계산해 보
았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신호 추적 루프로 기존 루프 필터를 사용하였을 경
우에 항법해 필터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LS)을 이용한 항법해와 EKF를
이용한 항법해 성능을 비교한다. 그 다음 신호 추적 루프로 VTL을 적용하였을
경우 항법해에 나타나는 성능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① 저궤도 환경 신호에 대해 단일 신호추적 루프(STL)를 이용한 항법해 결과
저궤도 환경을 고려하여 2차 DLL과 3차 PLL을 사용하여 신호 추적을 진행
하였다. DLL의 대역폭은 20Hz, PLL의 대역폭은 5Hz로 설정하였다. 항법해 계
산은 최소자승법 기법과 EKF 기법에 대해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5-３４과 같다. 그림에서 시뮬레이터 시나리오에 입력된 위성 위치 정보와 함
께 나타내었다.

１４３

Figure 5-３４. LEO Position result using STL (XYZ)

각 항법 필터에 따른 위치 정보가 겹쳐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시나리오에 입력된 정보를 참값으로 가정하고, 그 오차 성분만 나타낸 결과는
Figure 5-３５과 같다.

Figure 5-３５. LEO Position error using STL (XYZ)

Figure 5-３５에서 최소자승법(LS) 기법은 확장형 칼만 필터 (EKF) 결과보
다 항법해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자승법의 경우
3m 정도의 표준편차를, 확장형 칼만 필터의 경우 1ms 정도의 표준편차로 정밀
도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3D bias 평균, 표준편차, RMSE 값을
Table 5-4에 정리하였다.
Table 5-4. Position error result using LEO simulaton data

Least Square

EKF

3D-mean bias

2.78

0.46

3D-std

1.37

0.19

RMSE

3.10

0.50

(meter)

② 저궤도 환경 신호에 대해 VTL 신호 추적을 이용한 항법해 결과
VTL을 활용한 코드 신호 추적 결과는 Figure 5-３６과 같다. STL를 사용하
였을 경우인 Figure 5-３５의 최소자승법 항법 필터를 사용한 결과보다 VTL을
사용하였을 때 최소자승법 항법 필터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
장형 칼만 필터를 항법해 필터로 사용하였을 경우 STL와 VTL를 사용한 신호
추적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VTL를 사용했을 경우, 확장형 칼만 필터
의 항법해와 GPS 위성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의사거리를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VTL을 활용한 항법해 결과는 Table 5-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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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３６. LEO Position error using VTL (XYZ)

Table 5-5. VTL position error result using LEO simulation data

(meter)

Least Square

EKF

3D-mean bias

0.41

0.39

3D-std

0.28

0.25

RMS

0.49

0.47

신호 추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거리 측정치 오차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5-３７와 Figure 5-３８에서는 STL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의
사거리 측정치의 오차와 VTL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의사거리 측정치
오차가 도시되어있다. 참 값은 시뮬레이터 출력을 사용하였다.

Figure 5-３７. Pseudorange errors using STL

Figure 5-３８. Pseudorange errors using VTL

실험 결과로 의사거리 측정치의 정확도가 VTL을 활용한 경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１４７

3) 신호 단절 구간에서 VTL 성능 분석
VTL의 장점인 신호 단절 구간에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드웨어 시뮬
레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저궤도 위성용 데이
터를 생성하였고, Figure 5-３９에서 보이는 skyplot의 12개의 위성 중에서 11
개의 위성에 대해서 신호를 생성하였다. 11개의 위성 신호는 2분 동안 수집되었
는데, 처음 1분은 11개의 위성이 저궤도 환경의 정상 신호 세기로 송출을 하지
만, 1분 뒤에 PRN 1, 3, 8번의 3개의 위성이 30초가 단절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었다. 이는 위성이 급기동을 하여 안테나에서 갑자기 위성이 가려지는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Figure 5-３９. Skyplot for signal blocking scenario

위 시나리오에 대해서 STL와 VTL의 두 가지 신호 추적 루프에 대해서 소프
트웨어 수신기를 구동하였다. 먼저 신호 단절이 없는 채널에 대한 코드 신호 추
적 결과는 Figure 5-４０과 같다. 100초 동안 신호의 C/N0는 일정하게 유지되
고, VTL이 구동되는 순간부터 VTL을 이용한 코드 NCO 입력의 노이즈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４０. Code tracking result of unblocked channel (PRN4)

다음은 반송파 신호 추적 결과를 Figure 5-４１에서 나타낸다. 반송파 신호 추
적의 경우, 이 채널은 신호 단절이 없음에도, block 구간에서 신호 추적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lock 구간의 채널들의 상대적으로 좋지 않
은 측정치가 들어가게 되어 전체 신호 추적 루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잡음이 증가할 뿐 신호 추적은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5-４２는 반송파 NCO의 제어 입력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한
확대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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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４１. 반송파 tracking result of unblocked channel (PRN4)

Figure 5-４２. 반송파 NCO input of unblocked channel (PRN4)

Figure 5-４３는 신호 단절이 있는 채널에 대한 코드 신호 추적 결과를 나타
낸다. 신호 단절이 있는 구간에서는 코드 판별기 출력이 제어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C/N0 값이 낮아지게 된다. STL의 경우 이 구간에서 신호 추적 lock을 잃
게 되지만, VTL의 경우 다른 위성들의 측정치를 활용해서 위치를 계산하고, 그
위치를 바탕으로 신호 추적 입력을 모사하기 때문에, NCO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신호 단절이 끝난 직후에 바로 C/N0 값을 회복하는 신호 추적 루프를 구
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ure 5-４３. Code tracking result of blocked channel (PRN8)

Figure 5-４４와 Figure 5-４５에서 나타나듯이 반송파 신호 추적 루프도 마
찬가지로 STL을 활용했을 경우 신호 단절 구간에서 신호 추적 lock을 잃어 버
린다. 하지만 VTL을 활용했을 경우 신호 단절 구간이 끝나는 대로 주파수 판별
기 값이 바로 신호 추적이 수렴하는 상태와 동일하게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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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４４. 반송파 tracking result of blocked channel (PRN8)

Figure 5-４５. 반송파 NCO input of blocked channel (PRN8)

Figure 5-４６는 항법해 결과를 나타낸다. 단절 구간에 STL은 3개의 위성의
측정치가 발산하면서 신호 단절 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위치가 발산해 버리는 특
징이 있다. 하지만 VTL의 경우 단절구간에서 잡음이 심해지긴 하지만, +/- 20

미터 이내의 항법해를 출력할 수 있다.

Figure 5-４６. Position error result of STL and VTL in blocked scenario

하지만 위 실험은 VTL의 장점을 STL에 비해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신
호의 코드/반송파 추적 상태를 파악해서 신호 추적 lock을 끊어 버리는 코드/반
송파 lock 검출기(indicator)를 작동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STL을 활용하는 일
반 사용 수신기의 경우 코드/반송파 신호 추적에 대해서 C/N0이 일정 값 이하
로 낮아지거나, 판별기 출력이 기대치보다 낮은 노이즈 성능을 보이면 신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호 추적 채널을 초기화하는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따라
서 STL 기반 수신기에서도 위 시나리오에서 단절(block)된 신호를 제외한 8개
의 위성을 가지고 항법해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위 실험은 상용
수신기에 있는 재획득(re-acquisition)의 기능을 비활성화(disable) 한 것이기
때문에, STL을 사용한 경우에 단절 구간을 지나고 다시 신호 추적이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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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신호의 재 탐색이 이루어지면, 그 신호 획득 속도에 따라서 가시 위성
이 다시 확보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신호 획득 과정이 필요없는 VTL
보다는 신호 추적 재개가 느리게 된다.

4) 신호 감소 구간에서 VTL 성능 분석
신호 감소 구간에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항과 동일한 시뮬레이터 시나리오를 활용하였고, 이
번에는 처음 1분은 11개의 위성이 저궤도 환경의 정상 신호 세기로 송출을 하
지만, 1분 뒤에 PRN 1, 3, 8번의 3개의 위성이 10초 간격으로 점차 신호세기가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는 위성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위성 신호를 점진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위 시나리오에 대해서 STL와 VTL의 두 가지 신호 추적 루프에 대해서 소프
트웨어 수신기를 구동하였다. 신호 감쇠가 없는 채널에 대한 코드 신호 추적 결
과는 과 같다. 100초 동안 신호의 C/N0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VTL이 구동되는
순간부터 VTL을 이용한 코드 NCO 입력의 노이즈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４７. Code tracking result of no power degradation channel (PRN4)

다음으로 반송파 신호 추적 결과를 Figure 5-４８에 나타내었다. 반송파 신호
추적의 경우, 이 채널은 신호 감쇠가 없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호 추적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절 구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
널들의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측정치가 들어가게 되어 전체 신호 추적 루프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5-４９는 반송파 NCO의 제어 입력을 보다 상
세하게 확인하기 위한 확대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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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４８. 반송파 tracking result of no power degradation channel (PRN4)

Figure 5-４９. 반송파 NCO result of no power degradation channel (PRN4)

Figure 5-５０는 신호 감쇠가 있는 채널에 대한 코드 신호 추적 결과를 나타
낸다. 신호 단절이 있는 구간에서는 코드 판별기 출력이 제어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C/N0 값이 0 근처로 낮아지게 된다. STL의 경우 이 구간에서 신호 추적
lock을 잃게 되지만, VTL의 경우 다른 위성들의 측정치를 활용해서 위치를 계
산하고, 그 위치를 바탕으로 신호 추적 입력을 모사하기 때문에, NCO 값을 유
지할 수 있게 된다.

Figure 5-５０. Code tracking result of power degradation channel (PRN8)

Figure 5-５１에서 나타나듯이 반송파 신호 추적 루프에서는 STL과 VTL 두
신호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STL의 사용하였을 경우, 신호의 lock은 잃어버렸
지만 이후 반송파 NCO는 이전 동적 특성에 따라서 입력에 상관없이 값이 흘러
가 버리는 특징이 있다. C/N0를 유지하는 시간도 STL과 VTL은 유사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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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５１. 반송파 tracking result of power degradation channel (PRN8)

Figure 5-５２는 항법해 결과를 나타낸다. 신호가 감쇠됨에 STL은 3개의 위
성의 측정치가 발산하면서 점차 위치가 발산한다. 하지만 VTL의 경우 STL이
발산한 이후에도 항법해 계산을 좀더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５２. Position error result of STL and VTL in power degradation
scenario

위 실험 역시 신호 단절 구간과 마찬가지로 VTL의 장점을 STL에 비해 단적
으로 보여주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다. 역시 신호의 코드/반송파 추적 상태를 파
악해서 신호 추적 lock을 끊어 버리는 코드/반송파 lock 검출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만약 3개의 신호 감쇠 채널을 끊어버리고, 나머지 8개의 위성에 대해서
만 항법해를 수행했다면 항법해 성능이 감쇠구간에서 더 뛰어났을 것이다. 하지
만 만약 감쇠되는 위성까지 포함해서 4개의 위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VTL을 이
용한 항법해가 보다 오랜시간 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GPS 시스템만을 이
용하는 저궤도 사용자의 경우 위성의 가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호 획득/추적
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위성 개수가 4개 이하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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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VTL은 보다 강건한 성능으로 항법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요약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의 성능과 VTL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성능 향상에 대해 확인하였다. 기존의 지
상용 GPS 수신 알고리즘에 대비 저궤도 환경과 Galileo 신호를 추가하는 과정
에서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하
였다. 또한 VTL을 적용하여 측정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총 4가지 실험이 진행되었다. 저궤도 환경에서 Galileo 신호 획
득에 적합한 신호 획득 방법인 BTC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분석, 단일 채널 신
호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Moving set-point 신호 추적 루프의 성능 분
석, GPS/Galileo 통합항법해 계산, 저궤도 환경 시뮬레이터 데이터에 대한 VTL
적용 분석이 그것이다.
신호 획득 성능 분석에서는 평균 계산 시간과 신호 획득 확률에 대해서 테스
트하였다. 이 결과 제안된 BTC 알고리즘이 비트 반전에 의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계산 시간이 감소하였지만, 미약 신호 환경에서 신호 획득 확률이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궤도 환경에서는 건물이나 산악 등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 40dB 이상의 C/N0의 신호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호 획득 확률 감소에 따른 단점은 본 연구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는 동적 변화가 큰 신호를 획득하기
때문에, 신호 획득 계산량 감소는 저궤도 소프트웨어 수신기 구현에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호 추적 성능 분석에서는 기존 루프 필터를 사용한 신호 추적 루프와 3개
의 상태 변수, 그리고 4개의 상태 변수의 LQG 제어루프를 지상과 저궤도 환경
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루프 필터를 사용한 결과보다 신호 추적 수렴 속도, 수

렴후 정상상태 노이즈 등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저궤도 환경에서 3개의 상태 변수를 활용한 경우보다 4개의 상태변수를 활용한
LQG 제어루프가 반송파 추적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GPS/Galileo 통합 항법해는 두 시스템에서 위성수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때
문에 항법해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궤도 환경에서 VTL을 적용하였을 경우 신호 추적 성능이 향상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항법 측정치 성능이 향상되어 최소자승법 해의 경우에 항
법해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VTL을 활용하였을 경우 몇 개
의 위성의 신호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야가 확보될 경우 별도의 신호 획득 없
이 신호 추적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 몇 개의 위성의 신호가
점차 감소하였을 경우 활용 가능한 항법해를 STL보다 좀 더 오래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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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
하고, 이 개발된 수신기를 활용하여 신호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듬을 적
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성능 향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기존의 GPS 소프트
웨어 수신기를 기반으로 Galileo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알고
리듬과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필요한 알고리듬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수신기
개발 모듈을 설명하고 각 모듈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에 VTL를 적용하여 최종 신호 추적 성능 향상 및 항
법 측정치 성능 향상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호 획득 성능 분석에서는 평균 계산 시간과 신호 획득
확률에 대한 테스트 결과로 제안된 BTC 알고리즘이 비트 반전에 의한 다른 알
고리즘에 비해 평균 계산 시간이 감소하였지만, 미약 신호 환경에서 신호 획득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호 추적 성능 분석에서는 기존
루프 필터를 사용한 결과보다 신호 추적 수렴 속도, 수렴 후 정상상태 노이즈
등에서 제안된 알고리듬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GPS/Galileo 통합항법해는 두
시스템에서 위성 수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법해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궤도 환경에서 VTL을 적용하였을 경우 신
호 추적 성능이 향상되어 항법 측정치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2. 향후 과제
향후 과제로는, 크게 세가지 정도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첫번
째는 VTL 성능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의 실험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VTL
은 의사거리 측정치 정확도를 향상시켰을 뿐, 항법해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EKF 항법해 정확도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계산되었기 때문일 가능
성이 크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의사거리 오차가 Gaussian 분포를 나타내고,
이 분포에서 EKF는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전리층 지연이나, 멀티패
스 등 다른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추적 정확도 향상에 따른 의사거리 측정
치 노이즈 감소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궤도 환경에서는
가시위성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시위성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위치 bias 값이
변화하면서 성능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두번째로는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 구현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소프트
웨어 수신기는 후처리용 소프트웨어로 저장된 IF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처
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는 알고리즘 개발용으로 적합하지만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처리해야 하는 위성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긴 시간 구동하면서 특이 동작 상황을 시뮬레이
션해 보기 위하여 실시간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센서 시스템과 통합이다. VTL은 알려진 바와 같이 GPS/INS
의 Deeply Integration 기법의 시작점이 된다. GNSS와 위성의 관성 항법 시스
템을 통합하여 신호 추적을 진행한다면, 위치, 속도 정확도 향상뿐 아니라 위성
의 정밀 자세 판단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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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SNR 추정을 위한 단일 채널 칼만 필터
GNSS 신호는 수신단에서 입력 신호의 세기가 노이즈의 세기보다 낮다. 따라
서 신호 상관의 결과를 일정 시간동안 합하여 그 이득을 높이게 된다. 많은
GPS 수신기에서 신호 상관합의 최소값으로 1ms, 즉 한 코드 주기를 사용한다.
신호 획득이 정확히 이루어 졌다면, 또한 항법 비트의 반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1ms 보다 작게, 혹은 크게 적분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분 주기 (Predetection Integration Time, PIT)를 고려할 때, 신호 상관합
이후에 게산되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 (Signal to Noise Ratio)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SNR = A / N 2

(A1)
2

여기서 A 는 입력 신호 상관합의 세기, N 은 신호 상관합의 잡음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를 dB 단위로 바꾸어 살펴보면 다음 식과 같다.

C / N 0 = SNR = 10log10 ( A / N 2 )

(dB - Hz )

(A2)

본 부록에서는 이 신호 상관합 이후 단계에서 C/N0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입력 신호 상관합의 세기 A 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A 는 신호 추
적을 위한 위성의 신호와 수신기 내의 복제 신호(replica)와의 신호 상관합을 이
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신호 상관 결과는 다음의 수식으로 모델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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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m=1

m ¹i

Si (t , f d ) = å Ri,m (t , f d ) + hi = Ri,i (t , f d ) + å Ri ,m (t , f d ) + hi
여기서

(A2)

Ri ,m (t , f d ) 는 i번째 위성과 m 번째 위성의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 합, h i 는 열 잡음(themal noise)를 의미한다. 본 부록에서는 i번째
위성과 다른 위성의 교차상관합을 잡음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수식으로 간략화
하였다.

Si (t , fd ) = Ri ,i (t , f d ) + h%i

(A3)

연속적인 SNR 추정을 위해서는 신호 입력에 따른 신호 추적 결과를 이용하
게 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GPS 신호 추적 루프를 위한 상관 결과를 활용
한다. 신호 추적 루프안에서 Early-Prompt-Late의 신호 상관합을 획득할 수
있다. 신호 추적이 수렴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 이론적으로 현재 추적하고 있
는 신호의 크기는 Prompt 신호 상관기와 관련이 있다. 만약 다음의 가정이라면
소프트웨어 수신기에서 Prompt 신호 상관 결과의 크기는 입력 신호의 진폭
(amplitude)과 샘플링 수의 곱과 일치한다 [1].

* 가정
i) RF 단의 대역폭이 무한
ii) 잡음이 없음
iii) 신호 추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짐

하지만 실제 수신기에서 받는 신호는 위의 가정과 다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접근은 Prompt의 신호 상관합을 사용하지 않고, Early와 Late의 신

호 상관합을 사용하는 것이다. RF 대역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력신호와 복
제신호의 교차상관 결과는 이론적인 C/A 코드의 삼각형의 자기 상관함수가 아
닌, 언덕 형태의 상관함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Prompt의 신호 상관 결과는 이
론 값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안테나 단에 들어오는 신호의 파워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Early와 Late 상관결과는 비교적 이론 값에 가깝고, 이
두 상관합을 더하면 Prompt의 이론적인 값에 좀 더 근접하게 된다.
두 번째 접근은 신호 상관합에서 잡음의 세기를 예측해서 빼주는 것이다. 입
력 신호에는 해당 위성의 신호 말고, 다른 위성의 신호와 함께 열 잡음의 신호
도 섞여있다. 이 다른 위성과 열 잡음과 복제 신호의 교차상관 결과는 잡음의
신호 세기로 표현된다. 이 값은 별도의 잡음 상관기 (noise correlator)를 두고
잡음의 크기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잡음 상관기는 채널의 복제신호와 동
일한 진폭을 갖고 임의로 생성된 코드를 입력 신호와 교차상관하여 잡음 수준
(Noise floor)를 모니터하는 상관기를 말한다. 이 상관 결과로 수식 (A1)의 N2
의 신호 세기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접근은 신호 세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신호 추적 오차가 존재하기 때
문에 신호 상관합의 결과는 안테나로 입력되는 크기보다 심하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추정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 채널 칼만필터를 활용한다. 칼만필
터의 상태변수와 measurement는 다음과 같다.

x = A (Correlation power )

l

상태변수:

l

Measurement:

z = I E + QE + I L + QL - N 2

본 소프트웨어 수신기에서 구현에서는 신호 추적의 채널마다, 매 1ms 주기마
다 I, Q 결과를 통해서 신호 세기를 단일채널 칼만 필터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잡
음 크기의 추정은 매 epoch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 획득시 위성이 존재하

１７５

지 않는 PRN에 대해서 계산된 신호 상관 결과의 통계를 활용하여 한 번 계산을
하고, 이 결과를 계속 활용하도록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의 잡음 수준이 변
화하긴 하지만, 본 소프트웨어 수신기에서는 수십분 이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계산량 감소를 위해 무시하였다.

A. 2 샘플링 해상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신호 추적 루프
본 부록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신기에서 샘플링 해상도를 고려한 신호 추적 루
프를 구성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샘플링 해상도를 무시하고, 샘들링 시각 간격
의 정수배로 코드 한 주기 길이를 계산할 경우 샘플링 해상도에 따라서 오차가
커지게 된다. 이를 실수 단위로 수정하면 보다 정밀한 신호 추적이 가능해 진다.

Figure A- 1. Conventional tracking loop

코드NCO 복제 신호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코드 복제 신호 생성을 위해 코드
NCO 값을 읽어 온 다음, 코드 변화율 (코드 chipping rate, R

Rcode (k ) = RCode _ no min al (k ) - CodeNCO(k )
여기서 R

_

) 을 생성한다.

(A3)

(k) 는 도플러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코드의 변화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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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MHz 을 나타낸다. 그 다음, 다음 수식과 같이 한 주기 코드 길이를 계산
한다.

Tcode (k ) = 1

RCode (k )

CodeLen

(A4)

여기서 CodeLen 은 한 주기 코드 칩 개수인 1023을 나타낸다. 위 계산된 코

드 길이를 바탕으로 코드 복제 신호 (Code replica)를 그림 와 같이 생성한다.

Figure A- 2. Code replica sampling

입력 신호의 코드 한 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은 샘플링 간격 사이에 존
재한다. 이 앞선 코드시간과 남는 코드시간은 다음의 변수로 정의 된다.

T

T

T

: 한 sample 내에서 앞선 코드 시간
: 한 sample 내에서 남는 코드 시간
: 한 sample 사이의 시간간격 (1/Fs)

위 수식을 MATLAB 프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T

(k) = T

T

(k) = T

−T

t=T

(k) : T

N

(k) = size(t)

:T

(k − 1)
(k)

(k) − max (t)

이를 바탕으로 입력 신호의 코드의 정수 단위 시작점 (SP

)을 계산하면 다

음과 같다.

SPcode (k ) = SPCode (k - 1) + N sample (k )

(A5)

위 계산은 샘플 단위의 코드 시작점을 정수 단위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샘플
사이에서 코드 시작점을 얻으려면 T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적용시키면 다

음과 같다.

SPFcode (k ) = SPCode (k ) + Trem ( k ) Fs
F : sampling frequency (단위: Hz, sample/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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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PS/Galileo Software Receiver
Implementation for LEO using Vector Tracking Loop
Sanghoon Jeon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PS navigation has been being essential to our lives in areas such as
aviation, marine navigation, and surveying as well as personal mobile phones.
Although the precision of GPS navigation is less than ten meters, it is
increasing as users demand better performance and more robust navigation.
Due to this trend and the goal of every nation to secure its own satellite
navigation system, new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systems
such as GLONASS in Russia or Galileo in EU will be in normal operation in
the very near future.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GNSS receiver for LEO. While
GNSS has been widely used in ground and aviation applications, low earth
orbit (LEO) also uses GNSS to obtain precise and robust navigational results.
However, the receiver for LEO is different than the receiver used by ground
users. Compared to the GNSS receiver for ground users, that for LEO
requires additional technology for the highly dynamic movement and space

environment. In the LEO environment, the number of satellites that have
clear lines-of-sight (LOS) from the user is not always sufficient to calculate
a navigational solution when the receiver uses only GPS. Even when the
number of clear LOS satellites is sufficient, the LOS between the user
antenna and the satellite vanishes rapidly because of high speed movement
in LEO.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algorithm for LEO, a hardware receiver,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GNSS receiver for ground/aviation users,
is not suitable as a LEO receiver because the development of a hardware
GNSS receiver for LEO is not flexible and requires significant maintenance
and equipment costs. However, the software receiver is able to adjust the
algorithm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GNSS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for the problem using a software
receiver that is capable of processing the GPS/Galileo dual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 new signal tracking algorithm for the highly
dynamic LEO environment and applies a vector tracking loop that bases the
tracking loop control input on the user and satellite position/velocity
information.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tracking algorithm and the
vector tracking loop are adequate for the LEO environment when they use
the herein-developed GPS/Galileo integrated navigation receiver. In addition,
if the vector tracking loop is adopted, the performance in terms of
measurement and navigation is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ventional tracking loop.
In the near future, when the Galileo system is fully operationa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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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the GNSS navigation system will become apparent, and as its
availability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seamless navigation, accurate
measurements and navigational solution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refore, the proposed algorithm for the GPS/Galileo software receiver for
LEO will increase the GNSS navigation availability of the LEO user.
In near future, if Galileo system will fully operate, the importance of GNSS
navigation system will stand out and the availability will increase, it is
expected

that

the

seamless

navigation

and

the

performance

of

measurements and navigation solu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en, the
proposed algorithm of the GPS/Galileo software receiver for LEO will
contribute the enhancement of GNSS navigation availability for the LEO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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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iqisition, Signal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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