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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안테나추적기술의소개와실용
Introduction of Satellite Antenna Tracking System in Field

1. 위성추적의필요성

현 의 여러 통신 방식 중 하나인 위성을 이용

한 통신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으로 많이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와 위성과의 지향이 제일 우선으

로중요한항목중의하나이다. 따라서, 위성을제

어하고 위성중계기를 관리하는 위성 관제소나 위

성을 이용한 Data통신, 비디오 전송을 담당하는

HUB국 등에서는 특히 위성과의 지향에 많은 신

경을쓰게된다. 

위성체의정확한제어와단말국에보다나은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테나를 위성과 지향하

는데 약간의 오차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

가 위성을 안테나가 자동 추적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다. 

위성자체의움직임, 바람등의외압에의한안테

나의 움직임 등에 최 한의 신호레벨 지점으로 안

테나를이동하여야하게끔하는방식을사용한다. 

2. 안테나Pointing/Tracking 이해

우선, 안테나의추적방식을이해하기위해서는

안테나의Pointing과Tracking의차이를이해해

야 한다. Pointing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테나를 구동 하는 제어부가

Feedback받는 데이터가 안테나에서 보내주는 물

리적인각도데이터란것이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안테나를 이동하여

안테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로 태양을 추

적하는 안테나 또는 저궤도 위성을 추적하는 방식

에많이이용된다. 특히NORAD데이터를이용하여

위성을지향하는방식의안테나에많이사용된다.

반면, Tracking이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Antenna Tracking System has been required core

technology with special tracking algorithm, and it can be

achieved by program tracking, step tracking, optracking,

and monopulse tracking as well. Depend on tracking

requirement we might be able to apply eligible tracking

method in accordance with Geostationary and Inclined

Orbit Satellite. Further, we should deeply consider two

important factors in order to act up to customer expectation

in quality and system performance including competitive

price therefore we need maximized endeavor to upgrade not

only tracking system performance, but reduction of product

through engineering skill and R& 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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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세기가가장높은지점으로안테나를이동

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로 위성 관제 국, 데이터

송수신 HUB국, 저궤도 및 중 궤도 위성 추적을

하는데많이이용된다.

위성을 추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에서 설명하 듯이 안테나에서 보내주는 물리

Tracking (Program Tracking)방식이 있고, 안

테나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는

Step Tracking, 그리고 위성의 Sum signal 과

Error signal 을이용한Monopluse Tracking 등

이 있으며, Pointing과 Tracking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방식등을사용하기도한다. 

3. 안테나위성추적방법

1) POINTING ONLY TRACKING 

(프로그램추적방식)

이는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물리적인 각도 데

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Intelsat, Norad, Sun

track, Star track등에서 사용된다. 안테나 제어

기에서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위성의 궤적 데

이터를이용하여위성을추적하는방식이다.

단지, 안테나 제어기 상의 위성 위치 계산에 의

해서위성위치로안테나를제어하게된다.

안테나 제어는 위의 식에서 보듯이 Position

Error값이“0”이 될 때까지 제어를 하게 된다. 안

테나추적할때는신호의세기는필요하지않다.

2) SUM SIGNAL TRACKING(복합추적방식)

: Step track/Optrack

Step track, Optrack (복합추적) 방식에서사용

한다. 신호의 세기를 이용해서 위성을 추적하는

<그림 1> 안테나 Pointing과 Tracking 개념도

(Position Command)-(Position Feedback) 

= Posi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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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즉 위성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안테나의

EL과 AZ가 움직이면 아래의 <그림2>와 같이

Sum signal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안테나 제어

기에서는신호분석기를통해입력받아추적을하

게된다. 신호의세기가최 일때,  (delta signal)

/ (delta antenna pos) = 0, Sum Signal 추적 방

식은신호최 지점에서민감하지못하다.

2.1.  STEPTRACK

Step track은정지궤도위성의추적에사용하며

정 한 추적 정확도가 요구되지 않는 시스템에 적

용한다. Step track은빔축을작은단계로이동시

키면서 수신되는 추적 신호의 세기가 최 로 되는

방향을계속찾아가는추적방식이다. 추적신호의

빔패턴위의가장높은지점에위치하는것으로이

방식은“Climbing the Hill”이라고도부른다.

3dB 빔 폭은 Step tracking 에서의 중요한 요

소이고, 빔 폭은 수신 안테나의 직경과 추적 신호

의주파수에의해결정된다즉BW = 21/f * d

여기서 f:Receiver frequency (GHz)이고 d:

Antenna diameter (meter)이다.

<그림 3>의 Step track 과정은 안테나가 아래

그림에서보여주는것과같이공간의박스패턴으

로스캔하는동안위성으로부터수신되는신호세

기를 감시한다. 위성의 위치는 안테나 이동의 방

향과 수신되는 신호 세기의 증∙감의 상관관계에

의하여결정된다. 

안테나는 위성의 방향으로“Corrective step”

양만큼이동하고박스스캔패턴은반복된다. 

이“Scan-Step-Scan”과정은 네 번의 성공적

인 스텝들의“Corrective step”값이 운용 자에 의

해서 규정된 Park Threshold 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된다. 

안테나는 박스 패턴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추적

신호가 Threshold값보다 떨어지거나 또는 운용

자에 의하여 저장된 스캔 사이클 타임이 끝날 때

까지정지(Park)해있다. 

2.2. OPTRACK

Optrack은 정지궤도 위성의 추적에 사용되며

추적 데이터는 보통 Step track을 통하여 수집되

고 저장된다. 연속적인 추적 데이터의 조합과 위

치 추산으로 바람이나 기타 장애 요소의 존재 하

에서추적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 

다음 <그림 4>는 Step track과 함께하는

<그림 2> SUM 신호 수평/수직Pattern

<그림 3> Step track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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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rack 과정을보여준다.

Optrack은 저장된 데이터 없이 Optrack을 시

작하며 약 10분간은 계속해서 Step tracking을

실행되며 처음 1~2 시간은 Step track은 10분보

다 작은 주기를 가지고 추적을 지속하게 되며

1~2 시간이후Optrack은위성의위치추산을시

작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며 위성 추

적의 안정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만약 이 시

간에 추적 신호를 잃어버리면 약 30분 동안은 추

산된 자취를 따라 Optrack 가능하다. Optrack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를 갖는다면 앞으로

의 데이터 없이 궤도 추산값은 약 72시간 동안 유

효하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면 위치 추산값

의신뢰도와수명은증가한다.

3. ERROR SIGNAL TRACKING

(Monopluse Tracking)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입력된 신호로부터 Sum

Signal이<그림5>와같이형성된다. 

Monopluse Tracking은 Sum Signal과 Error

Signal을 합성하여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적

인 신호 추적이 아닌 위성의 신호가 가장 큰 지점

으로 안테나를 바로 구동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신호가 Error Signal이

다. 이는 일반적인 안테나 시스템에서

는 찾아보기 힘든 Tracking Coupler

를가지고있어안테나로입력된Sum

Signal에서 TE21 Mode를 분리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특성을 가진 Error

Signal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

된 신호를 합성하여 이를 위성을 추적

하는데이용하게된다.

3.1. 모노펄스추적방식(Monopulse Tracking)

다중혼이용방법과고차모드를이용하는방법

이 있으나 고차모드 방식에 하여 설명한다. 고

차모드(TE21) 이용 모노펄스 추적방식은 목표물

과 일치되지 않을 때 TE21 고차모드가 형성된다

는 것을 이용하여위성으로부터의신호를받아 수

신된 신호의합과 차를 계산하여추적하는방식이

며 안테나 빔을 고정시켜두고 단일펄스의 전파에

따라 순시로 방위오차를 검출함으로써 신호의 진

폭변동에의한오차가적고추적능력또한높다.

고차모드 이용 모노펄스 추적은 <그림 6>과 같

<그림 4> Step 및 Optract 과정

<그림 5> Combined Coupler 와 Sum/Error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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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E21 트랙킹 모드의 진폭과 위상을 이용한다.

진폭(amplitude)은목표물작은각도범위에서얼

마나많이벗어나있느냐에비례하고목표물과일

치할 때 0(zero)이다 이때 위상(phase)은 목표물

에서벗어난방향과비례한다.

Tracking receiver는 직교의 양각과 방위각 오

차를 가지고 error vector 분석하여 ACU가 안테

나를 목표물 방향으로 구동할 수 하는 신호를 제

공한다.  

3.2. Monopulse Tracking의장점

이러한모노펄스추적의주요장점은다음과같다. 

- 반사파 또는 기 장애 등에 의한 진폭 변동

에의한오차를없애거나거의줄일수있다.

-매펄스마다오차각도에 한정보를얻을수

있어고속정 추적이가능하다. 기계적진동

등이없어목표물에안정되게유지할수있다.

4. 위성추적의사용실제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성을 이용한 많은

지국에서는 위성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위성추적시스템을이용하고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추적 방식에 이외에도

아주다양한방식의추적시스템을통해각각의단

말등에질좋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아래<Table 1>는 각각의 추적방식을 실제의 지

구 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고있는지 정리

해보았다.

5. 결론

현 사회에서는소형화고속화등의통신에많

은 주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 분야에서도 안

테나의 초소형화, 위성 추적의 고속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위성

을 이용하는 많은 단말들은 특수 지형과 특수 목

적을 가지고 많은 부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적방식의 고속화를 실현하여 이동체에서도 위

성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 방식과 안테나 등이

개발되고있다. 

특히주파수자원의고갈로높은주파수(20GHz

이상)의 주파수 에서도 위성 추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나은 기술로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위성을 추적함으로써 많은 사용

자에서 보다 나은 통신 서비스 실현에 많은 부분

연구와투자에매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원고접수일 2009년 9월 30일>

추적방식 실제 예 목적

1. Pointing Only
Tracking 

전파연구소
KARI 

태양추적
극 궤도 위성 추적

2. Sum Signal
Tracking 

KT
부분의 지국

무궁화 위성 추적
각종위성 추적

3. Error Signal
Tracking 

KT
기상청
KARI 

무궁화 위성 관제
기상위성 관제

저궤도 위성 추적

<Table 1> 국내위성 추적방식적용사례

<그림 6> Error V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