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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L6 대역의 항법신호설계 검증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L6 

항법신호생성기를 제작 구현 하였다. L6 항법신호생성기는 L6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RF 보드와 신호처리보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하드웨어 신호생성기의 검증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GPS L1 항법신호의 코드, 메시지를 기반으로 

생성하였다.  

 

 

Ⅰ. 서 론  

위성항법 시스템은 제 4 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활용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안정적 

항법신호를 확보하고 타국 시스템에 대한 수동적 활용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성항법 시스템은 선진 6 개국에서 개발 구축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후발 국가는 기존 항법시스템인 GPS 및 GLONASS 의 

사용자로 출발하여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의 보유국이 

되었다.  

본논문에서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독자 위성항법 구축을 위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 L6 및 S  

대역의 항법신호설계 및 항법 신호생성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1] 

 

Ⅱ. 본론  

본논문에서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의 L6 대역에 대한 

신호설계 검증 및 위성항법 탑재체 prototype 개발을 

수행하였다. 신호생성기 구현을 위하여 FPGA 기반의 

신호처리 보드와 RF 보드를 설계 구현하였다. 하드웨어 

구조는 최대한 항법탑재체와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RF 

보드는 L6 대역의 주파수인 1278.75Mhz 의 

중심주파수를 가지며 대역폭은 40MHz 를 갖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위성탑재체에서 안정적 주파수 생성 및 

동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원자시계 기능을 위하여 

외부 루비듐 원자시계로부터 공급되는 클럭을 RF 보드에 

있는 주파수합성기의 기준클록으로 사용하였다. 

신호처리보드는 FPGA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코드 및 

주파수를 생성하고 저장된 항법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항법신호를 생성한다. 디지털 신호생성을 위하여 

250Msps 샘플링 속도를 가지며 샘플당 16 비트를 

할당하였다. 다음 그림은 설계 검증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L6 항법신호생성기이다.  

.  

 

그림 1. L6 항법신호생성기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본 논문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L6 대역의 신호설계 검증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L6 항법신호생성기를 제작 구현 하였다.  향후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의 항법 탑재체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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