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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동역학모델을적용한양방향군탐색구조시스템의시작품제작에대한내용을기술한다. USRP 개발플랫폼과단말기와

위성간의 통신을 상용 LTE망에 COSPAS-SARSAT 규격인 Spread Spectrum 방식의 신호체계를 USRP에 구현한 결과이다. 또한

구현된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역학 모델을 적용한 COSPAS–SARSAT 기반의 RF신호 처리를 USRP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향후 TDOA와 FDOA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CA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상측위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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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product of search and rescue system with dynamic model. This spread spectrum system based new 
standard of COSPAS-SARSAT is results of RF signal generation and transmission. we will test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mplement signal process adapting Dynamic model and we will adapt the CAF model using TDOA and FDO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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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민간 탐색구조 시스템인 COSPAS – SARSAT

(Cosmicheskaya Sistyema Poiska Avariynich Sudov –

Search and Rescue Satellite-Aided Tracking)은 조난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의 경우조난 신호를 위성으로보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민간 국제기구[5]이

다. 초기에는저궤도위성과정지궤도위성을이용하여서비

스를제공했는데, 단말의증가와가용성의확대를위해중궤

도 위성을 이용한 2세대 탐색구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용, 항공용, 개인 휴대용 탐색구조 단말기와 같은 종

류가 존재하며, 개인 휴대용과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재하여

탐색구조 위성으로 경보 신호를 전송하여 조난신호를 알린

다.[4]

본 논문은 양방향 군 탐색구조 시스템의 동역학 모델 적

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탐색구조 단말기에는 그림 1은

COSPAS-SARSAT 위성을 이용한 탐색구조 시스템 운용

개념도[5]이다.

그림 1. COSPAS-SARSAT 탐색구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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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 단말기는 USRP(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상 개발 플랫폼과 단말기와 위성간의 통신을 상

용 LTE(Long Term Evolution)망에 COSPAS-SARSAT 규

격인 Spread Spectrum 방식의 신호체계를 USRP에 구현한

결과를기술하며, 또한동역학모델을적용한 USRP를 이용

한신호처리를구현하여성능평가를수행하여개발시스템

이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COSPAS-SARRSAT 동역학 모델 

동역학모델은일정궤도를돌며지구를회전하는위성의

움직임을 신호 시뮬레이션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모델이다.

그림 2. 탐색구조 시스템에서 동역학 모델 적용 개념도

위성의 Ephemeris 데이터를이용하여위성위치, 위성속

도, 전파 Delay, Doppler 주파수가계산된다. 이러한 Doppler

주파수와 전파 Delay를 USRP 송신 단에 적용한다.

COSPAS-SARSAT 동역학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이동

통신 전파 특성 모델인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Rician Fading 모델[1]을 채택하여동적환경모델을구축하

였다. 이 모델은 이동국과 이동 기지국 사이가 가시거리가

확보되어 두가지 전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Fading은 전파환경에따라서위상의변화가생기는현상을

의미한다.[1]

위성궤도 데이터를 모사하여 USPR 송신단에 적용하여

동적환경을구성한다. 또한수신부에서는 Phase Loop Lock

기법을 통하여 Doppler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다. 송신부의

Doppler 주파수는 -20,000 ~ 20,000 Hz까지설정하여위성의

움직이는 환경을 고려하였다.

그림 3. 탐색구조 시스템에서 Doppler 적용

실제 전파 환경을 모델링한 Delay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 송신라이브러리에

서나온데이터에 0을삽입함으로써 Delay 기법을적용하였

다. 따라서 수신부에서는 데이터의 시작 점으로부터 Delay

를 추정할 수 있다. 송신 단에서 Delay를 적용할 경우에 수

신단에서는 Sync Pattern을이용하여동기를설정한다. 동역

학 환경의 신호시뮬레이션을 통하여, Delay를 적용한후에

송수신 조난 신호의 데이터 일치를 확인하였다.

동역학 모델에서 제공되는 Doppler 주파수, Delay를

USRP 송신 장비에 적용할후에 Doppler 주파수와 Delay일

치를 확인하였다.

III. 동역학 모델 기반 구현

■USRP를 이용한 CDMA 기반 송수신 신호 시험 

그림 4. USRP 이용한 탐색구조 시스템

USRP 시험 테스트베드는그림 4와 같이 1개의송신기와

2개의 수신기로 구성된다.[3, 4] 군 탐색구조 시스템은 비화

상용망 기반연동 지상측위 M/S 시스템은 한국형위성 항

법망 (KNSS : Korea Navigarion Satellite System), 상용지

상망(LTE), 민간 위성망 (COSPAS-SARSAT) 를 목표로

개발되고있다. AES 128bit 알고리즘을기반으로비화모델

을 구현하였으며, COSPAS-SARSAT(C/S) Spread

Spectrum 규격을개발하여 2세대 COSPAS-SARSAT 규격

을 만족하여 정적 신호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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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P 시스템을이용하여 RF 신호기반탐색구조시스템

을 구현하고, 탑재된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COSPAS-

SARSAT 탐색구조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수행하였다.

■동역학 모델 송수신부 실행 흐름

본시스템은 CDMA 기반 COSPAS-SARSAT 신호규격

을 준수하고, 신호 유효성 검사 모듈 보완을 통하여 신호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송신 단에서

Modulation을 거친 샘플 데이터에 Delay를 적용하고, 실제

환경을 고려한 Rician Fading 채널 모델을 적용하였다.

Doppler 상황에서신호수신처리기능을위하여Doppler

값을 측정하고, 두 대의 USRP 장비를 수신기로활용하여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측정값을계산할수있

도록 한다.

그림 5. 탐색구조 동역학 모델 적용 송수신 흐름

위에서 제시한 그림 5는 위성 궤도의 움직임에 따른

Doppler와 탐색구조 위성과 단말기간 전파 Delay를 모델링

한 구조이다.

위에서 제시한 탐색구조 시스템은 위성궤도 동역학 모델

을적용하여신호생성과위성궤도동역학모델을구현하여

Delay와 Doppler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된내용으로신호

송신 모듈에 적용하였다

(1) 송신블록

동역학 모델 적용 시뮬레이션 모의기에서 나오는 202 bit

의 데이터는대역확산을위해 CDMA 송신라이브러리에적

용시켰다.

이후 CDMA 기반의 확산 코드를 OQPSK(Offset

Quadrature Phase-shift Keying)방식으로변조하여 CDMA

기반의 COSPAS-SARSAT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규격을준수하고자하였다. 이때실제전파환경

을모사하기위해적용된동역학모델에서는고속이동체를

고려한 Doppler 주파수, Delay를 적용시키고자 한다.

위성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고속이동체의 위성의 Doppler

주파수를 고려하기 위해 위성통신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Rician Fading 채널 모델을 적용한다. 또한 변조된 신호 앞

에 Delay를 삽입함으로써수신단에서의TDOA를비교하여

성능 지표의 척도로 삼고자 하였다.

(2) 수신 블록

송신단에서 Fetch된 데이터를 Digitize하여 OQPSK복조

를시작한다. 복조된신호는 OQPSK 복조로직에의해주파

수 오프셋, 위상 오프셋을 구하여 보정을 해주게 된다. 보상

로직을통해Doppler 주파수를구하게되어PLL(Phase Loop

Lock) 과정이 잘 되었는지를 송신 단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Fetch를 시작한데이타를따로모아실제유효데이

터의 시작점을 찾게 된다. 이 때 PPS(Pulse Per Second)

Triggering을 이용하여수신단의동기망을형성하였기때

문에 두 수신 단 간의 TDOA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TDOA 측정치는송신단에서의 propagation 시간

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오차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조된신호를 CDMA 수신라이브러리를통해원래의메시

지가나오게된다. 이를송신단의신호와비교하여변, 복조

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3) 수신단 복조 로직

그림 6. 탐색구조 동역학 모델 적용 수신구조

①동기에필요한동기파라미터와 PSK 시스템파라미터

들을 통해 입력 파라미터의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다.

그 뒤에 Apply Frequency Offset 블록을 통해

Frequency Offset을 제거한다.

② 그 이후 FIR(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를 거친

후에 Alignment offset을 계산하고 Buffer size로

Fetch data를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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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탐색구조 동역학 모델 적용 탐색구조 단말 실험 블록도

③ Buffer size로 출력된 데이터는 증폭시킨 후 Symbol

Map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주파수

오프셋을 제거한다. 이후 동기비트(Preamble)을 통해

동기 시킬 구간을 파악한다.

④ 그 다음 변조 방식이 PSK(Phase Shift Keying)인지

감지한다음 FIFO 모듈을통해 Fetch 된 데이터는복

조 된다.

⑤또한송신단에서받아온 Fetch 데이터를 FIFO 모듈을

통해 받아온 다음 주파수 오프셋을 제거하게 된다. 이

후 FIR 필터를 거친 뒤 Align Index를 계산함으로써

Delay가 없는 데이터를 만든다.

⑥이후Mod_Remove I/Q Impairment 모듈을통해 Gain

Error, 주파수 오프셋, 위상 오프셋, 주파수 드리프트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이를 보정한다. 이를 통해 오차

가 없는 데이터를 복원 시킨다 .

IV. 성능 평가 

위의 실험에서 그림 7은 NI(National Instrument TM)

USRP 장비들을 기반으로 한 탐색구조 단말의 실험 블록도

를나타낸다. 그림 7의탐색구조송신단말은M&S(Modeling

& Simulation) 모의단말기를 통해 50초마다 COSPAS

SARSAT 신호규격의구조신호를방사한다. 이실험은변/

복조 기법에 따른 COSPAS-SARSAT 성능 측정을 목표로

하였다.

기 개발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탐색구조

신호를 방사한 실험 결과와 이번에 개발된 2세대

COSPAS-SARSAT 규격을 만족하는 OQPSK 기법을 이용

한 실험값을 비교, 분석하고, 30개의 데이터 표본을 얻어서

송수신단에서 FDOA(Frequency Difference Of Arrival),

TDOA 측정 값을 비교하였다.

탐색구조 수신 단말은 50초마다 Burst Mode로 송신하는

신호를 받아 Decoding을 통해 탐색구조 송신 단말 위치를

파악하며, 실험을완료하기위해서는 20분에거쳐실험이진

행되며, 정확한실험값을얻기위해서 Trimble Thunderbolt

의 10MHz와 PPS Triggering을 통하여 동기화 시켰다.

(1) 변/복조 기법에 따른 CDMA 기반 COSPAS- 

SARSAT FDOA 측정 성능 비교

동역학 상황에서 송신단의 주파수를 수신단에서 측정한

후, 수신이제대로되는지에대한성능지표를분석한다. 송신

단에서 방사한 주파수를 수신단에서 측정한 주파수와 비교

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림 8. 송수신단 FDOA 측정치 비교

BPSK/OQPSK 변/복조 기법을 이용할때 최대 FDOA의

허용치 (< 2.4 kHz)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변/복조 기법에 따른 CDMA 기반 COSPAS- 

SARSAT TDOA 측정 성능 비교

그림 9. 송수신단 TDOA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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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단 TDOA 측정치가실제전파환경에비슷하게모

사하기 위해 송신단에 Delay를 적용하였다. 송신단에서 전

파시간의차를수신단에서계산된 TDOA차를비교함으로

써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OQPSK를 이용하는 경우에 TDOA 측

정치가 정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USRP 테스트베드에 동역학 모델을 적용하고

위성을 모사하여 단말기와 위성간의 통신을 통하여 조난자

의 실제 위치와 위성 모사를 통하여 계산된 가상 위치와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비행기, 위성과 같은 고속

이동체까지고려한동역학모델을송신단에연동하여수신

단에서측정할때최대 FDOA값안에유효한측정치가들어

옴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성 동역학 모델을 또한 동역학 모델을 이용한 위

성시스템의 Doppler 신호처리 효과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함

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전파

환경을고려하여신호에Delay를 적용하여수신기에서도달

시간의 차를 이용한 측위 성능이 3 km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PSK를 이용할 때 보다 OQPSK를 이용할

때측위성능이 2배가향상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차후개

선방향은 잡음및 채널환경을 고려하고, TDOA와 FDOA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CAF기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방위성항법 특화연구센터의 3단계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동역학 모델을 적용한 시작품 구현을 통하여

탐색구조 시스템의 완전성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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