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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교란 감시 장치 구현 및 시험

주인원*, 이점훈*, 이상욱*, 김재훈* 정회원

Implementation and Test of GPS Jamming Monitoring Equipment  

Inone Joo*, Jeom Hun Lee*, Sanguk Lee*, Jaehoon Kim* Regular Members

요  약 
GPS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력망, 융망 등 국가 기간통신망에 활

용되는 요한 인 라이다. 하지만 GPS는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교란에 매우 취약한 단 이 있다. GPS 교란은 사회 으로 혼란

을 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방  최소화하기 하여 국가차원에서 GPS 교란 감시 기술 개발이 되어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GPS L1/L2 역의 교란신호를 검출하고, 교란신호의 방향  치를 악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GPS 교란 감시 

장치의 구   시험 결과를 제시한다. GPS 교란 감시 장치의 주요 기능, 형상  구성에 해 설명하고, 동작 시나리오, S/W  

H/W 구  결과를 보여 다. 한, GPS 교란신호를 발생시켜 검출, 방향 악  치 악 시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통해 GPS 

교란 감시 장치가 정상 으로 동작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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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PS service is generally being used in the navigation application such as the car navigation and the smart phone.  Recently, 
GPS service continues to increase in the timing application such a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 the smart grid, 
and the financial network. As GPS signals are sensitive to GPS jamming, it should be monitored and protected. In oder to 
prevent and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GPS jamming,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and operating GPS jamming 
monitoring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implementation and the test results of the GPS jamming equipment which 
provides the detection, the direction finding and the location of GPS j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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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성을 통해 치ㆍ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범지구 성항법시스템(GNSS)으로,  

1970년   미국에서 군용으로 개발되었다. 2000년 민간용 

GPS의 정 도를 제한하던 암호화 기술이 해제된 이후로 쉽

게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으므로, 21세기에 어들면서 

차량용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통신망, 력망, 융망 등 국가 기간통신망에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GPS 성은 상공 2만 km 밖에 있어 신

호세기가 미약하여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 를 들어, 

GPS 신호가 공기가 맑은 산 속에서 보이는 별빛 수 이라면 

방해 는 에서 쏘는 강한 서치라이트 수 으로, 같은 주

수 역에 강력한 방해 가 나타나면 GPS 신호는 교란

될 수밖에 없다[1]. 그림 1은 GPS 교란신호 세기에 따른 

향 범 를 보여 다. GPS 교란 장비에서 1 Watt 출력신호만

으로 GPS 신호획득의 경우 략 반경 63km 범 까지, GPS 

신호추 의 경우 략 반경 32km 범 까지 GPS 수신 장애

를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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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PS 교란신호 세기에 따른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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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한 인 라로 사용되고 있지

만, 소출력의 교란신호만으로 쉽게  교란되므로 이로 인

한 피해를 방하고 최소화하기 하여 재 국내외 으로 

GPS 교란 감시 기술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1][2][3]. 본 논문은 GPS L1  L2 역에서 발생되는 교란 

신호를 검출하고, 방향을 악하여 최종 으로 치를 악

하는 GPS 교란 감시 장치의 구   시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 으며 2장에서는 GPS 교란 

감시 장치의 기능, 형상  구성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H/W  S/W 구  결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가

상의 GPS 교란신호를 발생시켜 교란신호 검출, 방향  

치 악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GPS 교란 감시 장치 개요  

1. 기능

GPS 교란 감시 장치는 GPS L1  L2 역에서 GPS 수

신세기(-130dBm)보다 높은 신호세기를 가진 무변조 신호를 

송출하는 형태인 CW 신호와 특정 주 수 역을 교란시키

는 역 혼신, L1  L2 신호 역에 향을 주는 

역 교란신호를 검출한다. 한, GPS 교란신호의 세기와 

상비교 방식을 이용하여 3도 오차 성능을 갖는 방향을 악

하고, 2개 이상의 방향 악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교

란신호의 치를 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부가기능으로 

GPS 모사 신호로 GPS 수신기를 교란시키는 기만신호를 검

출하는 기능[4]과 후처리를 해 GPS 샘 링 테이터를 장

하는 기능[5]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한 혼신

발생시 자동화면 캡쳐  로그 장기능을 제공하고, 련자

에게 SMS(Short Message Service)를 배포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한, 사용자가 향후 GPS 주 수 역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하여 스펙트럼을 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그림 2. GPS 교란 감시 장치 형상

2. 형상 및 구성

그림 2는 GPS 교란 감시 장치 형상을 보여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안테나부

  • L1/L2 역 혼신원 검출용 안테나 (GPS 안테나)

  • L1/L2 역 혼신원 방향 악용 안테나 (LP 안테나) 

  • L1/L2 역 혼신원 상비교 안테나 (Dipole 안테나) 

  • 회 기  회 기 Controller

  • 회 축  지지

  • RF Cable

 RF 수신부

  • 기 클럭 생성모듈 (REF)

  • GPS용 IF 주 수 변환 모듈 (GPS용 DCM)

  • LP용 IF 주 수 변환 모듈 (LP용 DCM)

  • GPS용 AD 변환 모듈 (GPS용 ADC)

  • LP용 AD 변환 모듈 (LP용 ADC)

  • 상측정 모듈

 디지털 처리부

  • 디지털 신호처리 모듈 (FPGA + CPU) 

  • 항법수신기 모듈

  • 장장치 모듈

  • 원공  모듈

 이스  옥외 함체

  • 2U 이스 

  • 옥외 함체

GPS 교란 감시 장치는 혼신을 검출하는 서 시스템과 혼

신원이 발생된 방향을 악하는 혼신원 방향 악 서 시스

템, 이들 서 시스템을 통해 혼신원의 치 악  향범  

악하는 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혼신원 검출 서 시스

템과 혼신원 방향 악 서 시스템은 옥외용 장비로 구 되

어 고정된 사이트에 설치되고, 혼신원 치  향범  

악 서 시스템은 S/W로 구 되어 PC에 설치된다. 사용자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격지에서 GPS 교란 감

시장치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다.

Ⅲ. GPS 교란 감시 장치 구현  

1. 동작 시나리오 

감시 장치가 동작되면, 스펙트럼과 RSSI(수신세기)를 측

정하여 혼신발생 유무를 악한다. 스펙트럼 측정은 혼신

력을 작지만 Tone 형태의 혼신검출 특성이 좋고, RSSI(수신

세기) 측정은 스펙트럼에서 검출되지 않는 미약한 역 혼

신검출에 유리하므로 두 방식을 이용하여 혼신유무를 검출

한다. 혼신이 검출되면, 혼신 발생 시간, 주 수, 혼신형태 정

보를 SMS로 송함과 동시에 방향 악을 시작한다.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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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방향 악 서 시스템은 LP 안테나를 회 하면서 측정된 

혼신 세기를 측정하여 략 인 혼신원의 방향각도를 악

한 후 Dipole 안테나를 회 시키면서 상차이값이 0도인 방

향을 추 하므로 3도(RMS) 이내의 오차 성능으로 혼신원의 

방향각도를 산출할 수 있다. 감시센터용 UI는 혼신원의 방향

각도  수신세기값 수신하고 2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방향

각도가 수신되면, 혼신원의 치값을 산출하고, 혼신원에 의

한 향범 를 악할 수 있다. 지도상에 도시한다. 한편, 1

개 사이트에서만 방향각도가 수신되면 혼신방향만을 지도상

에 도시한다. 그림 3는 GPS 교란 감시 장치의 동작 시나리오

를 보여 다. 

 

그림 3. GPS 교란 감시 장치 동작 시나리오

2. 신호처리 보드 S/W 구성 

그림 4는 GPS 교란 감시 장치의 신호처리 보드 S/W 구성

도를 보여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신호처리보드 S/W 구성도

 혼신 검출 처리

  • FFT값 read 후 임계치를 통한 혼신 감지  UI 달

 혼신 방향 악 처리

  • ACU를 통한 안테나 제어  각도마다 값 측정을 통

한 혼신 방향 탐지

 안테나 제어

  • UI를 통한 안테나 제어

 치 정보 확인

  • 항법 수신기를 통한 치 정보 확인

 기만 신호 처리

  • 항법 수신기를 통한 기만 신호 감지

 ADC데이터 HDD 장

  • ADC 샘 링 데이터를 장장치에 장

3. GPS 교란 감시 장치 H/W 구현 

그림 5는 GPS 교란 감시 장치 이스 내부 구성을 보여주

며, 안테나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은 이스 내부에 구

하 다. 그림 6은 GPS 교란 감시 장치 구  결과를 보여주며 

실외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안테나부와 옥외형 함체

로 구 하 다.

그림 5. GPS 교란 감시 장치 케이스 내부 구성

그림 6. GPS 교란 감시 장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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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GPS 교란 감시 장치 시험

1. 시험환경

GPS 교란 감시 장치를 시험하기 해 실험실 건물 옥상

의  동쪽과 서쪽에 2 의 GPS 교란 감시 장치를 설치하 다. 

그리고, GPS 교란신호를 발생시키기 해 신호발생기  안

테나를 설치하 고, L2 심주 수(1227.6MHz)에 5dBm 신

호 력을 갖는 CW 재 신호를 발생하 다. 그림 7은 시험 

환경 구성도를 보여 다. 

그림 7. GPS 교란 시험 환경

2. 교란신호 검출 시험 

그림 8, 9는 각각 동쪽과 서쪽에 설치된 GPS 교란 감시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보여 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GPS 교란 감시 장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혼

신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L2 역에 GPS 교란신호를 

발생하 으므로, UI에서 1227.6MHz에 수신 력이 약 –

72~73dBm이고, 혼신  잡음비가 약 71dB인 CW 형태의 교

란신호가 발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GPS 교란신호가 검출

되면 빨간색으로 화면이 표시되고. 이와 동시에 스피커를 통

해 알람소리가 발생되며, 등록된 휴 폰번호로 SMS가 송

된다.

그림 8. GPS 교란 검출 시험(동쪽)

그림 9. GPS 교란 검출 시험(서쪽)

3. 교란신호 방향파악 및 위치 파악 시험 

교란신호가 검출되면 교란신호의 방향 악 기능이 동작

한다. 방향 악에서 사용된 안테나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란신호의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LP 안테나와 상

차이를 비교하는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가 사용되는 하이

리드 구조를 사용하 다. 방향 악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먼

 LP 안테나가 회 하면서 가장 큰 신호세기가 측정되는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서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에서 교란

신호의 상 차이를 측정한다. 최종 으로 상차이가 0이 

되는 방향이 교란신호의 방향각이 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방향오차 성능을 약 3도(RMS) 이내로 측정할 수 있다[6]. 

치 악 알고리즘은 교란 신호의 도래각을 측정하여 교

란 신호원의 치를 구하는 AOA(Angle of Arrival) 방법을 

이용하 고, 그림 10은 GPS 교란 감시 장치에서 측정된 방

향 악 결과를 이용하여 교란신호의 치를 산출한 결과를 

보여 다. 동쪽과 서쪽 방향에 설치된 GPS 교란 감시 장치

에서 산출된 방향각도는 각각 201도와 71도로 측정되었고, 

이를 AOA 방식으로 재머 치를 산출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0. GPS 교란 방향 및 위치파악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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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GPS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요한 

인 라이지만 신호세기가 미약하므로  교란에 매우 취

약한 문제 이 있다. GPS 교란을 방  최소화하기 하

여 국가차원에서 GPS 교란 감시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은 GPS 교란 감시를 구 하여 시험한 결과

를 제시한다. GPS L1  L2 역에서 발생되는 교란 신호를 

검출하고,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LP안테나와 상차이를 비

교하는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하는 하이 리드 방식

의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여 방향을 악하며, AOA 방식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교란신호의 치를 악하는 GPS 교

란 감시 장치를 제시하 다. 본 논문은 GPS 교란 감시 장치

의 주요 기능, 형상  구성에 해 설명하 고, H/W  

S/W 구  결과를 기술하 다. 한  GPS 교란신호를 발생

시켜 교란신호 검출, 방향  치 악 시험결과를 수행하

여 GPS 교란 감시 장치가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GPS 교란 감시 장치는 향후 국가 으로 GPS 교란신호를 감

시하는데 요한 인 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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