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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한국형 SBAS 시스템인 KASS 위성통신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KASS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성통신국의 위치 및 사이트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적의 위성통신국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 항목인 다중경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중경로 저감 흡수체를 제작하여 위성통신국 후보지인
금산 KTsat, 영주 NDGPS사이트에서의 다중경로 영향을 분석하였다.

Ⅰ. 서 론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는 정지궤도위성들을 이

용하여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사용자들에게 무결성

데이터 및 정정 데이터를 방송하고 GNSS 보강용 레인징 신호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1]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014년 10월에 한국형 SBAS 시스템인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개발 구축 사업을 착수 하

였다.

KASS 위성통신 시스템은기준국, 중앙처리국, 통합운영국 및위성통신국

으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위성통신국 설치를 위해 수신되는 신호

의 다중경로를 측정하고 D/U(Desired signal power/Undesired signal

power)값을 분석하였다.

Ⅱ. 저감 흡수체 제작 및 다중경로 측정 결과

다중경로의 측정은 모든 앙각과 방위각에서 GPS와 정지궤도 위성들에

의해 발생하는 D/U 값을 확인함으로써 위성통신국이설치될 사이트를 특

정짓는것이고, 하나의 위성에 대해 직접수신된신호와반사되어 수신된

신호의 전력을 측정하고 그 비인 D/U로 표기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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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24시간 측정을 하고 동일한 GPS위성에

대해 중복된 측정이 이루어지며 시간에 따른 D/U 값을 측정한 후 이에

대한 후처리 과정을 통해 다중경로에 대한 다양한 특성파악이 가능하다.

그림1은 제작 되어진 GPS신호 다중경로 저감 흡수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2는 금산 KTsat 에서의 저감 흡수체 사용 전 및 사용 후의

다중경로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감 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미사용 때 보다 D/U 값이 양호한 것

을 볼 수 있다.

조립 전 저감흡수체 조립 후 저감 흡수체

그림1. 제작되어진 다중경로 저감 흡수체

그림 2는 금산 KTsat 사이트 에서의 저감 흡수체 사용 전 및 사용 후의

다중경로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감흡수체 사용 전 저감흡수체 사용 후

그림2. 저감 흡수체 사용 전 후 다중경로 측정 결과(금산 KTsat)

저감 흡수체사용전의저각, 중각, 고각의 D/U ratio는 각각 14.5%, 21.4%,

29.1%를 보여주고 있고 저감 흡수체를 사용한 후의 저각, 중각, 고각의

D/U ratio는 각각 0.9%, 0.12%, 0.15%를 보여주고 있다. 저감 장치를 사



용했을 때의 결과가 미사용 때 보다 D/U 값이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영주 NDGPS 사이트 에서의 저감 흡수체 사용 전및 사용 후의

다중경로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감 흡수체 사용전의 저각, 중각,

고각의 D/U ratio는 각각 9.3%, 14.3%, 26.6%를 보여주고있고 저감 흡수

체를사용한 후의저각, 중각, 고각의 D/U ratio는 각각 0.2%, 0.1%, 0.4%

를 보여주고 있다.

금산 KTsat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저감 장치를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미

사용 때 보다 D/U 값이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저감흡수체 사용 전 저감흡수체 사용 후

그림3. 저감 흡수체 사용 전 후 다중경로 측정 결과(영주 NDGPS)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KASS 위성통신국 사이트 구축을위하여다중경로저감흡

수체를 이용하여 영향을분석하였으며, 저각, 중각, 고각 모두에서 저감흡

수체 사용 후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중경로 영향 분석 결과는

향후 구축하게 될 2개소(금산 KTsat), 영주 NDGPS)의 위성통신국을 선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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