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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배열 디지털필터를 이용한 위성비콘 수신기 설계

Design of the Satellite Beacon Receiver Using Array Based Digital Filter

이 경 순․구 경 헌*

Kyung-Soon Lee․Kyung-Heon Koo* 

요  약

비콘 수신기는 위성에서 송출된 비콘 신호를 검출하여 그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위성에서 송출된 비콘 신호
는 지구국의 안테나를 목표 위성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포지셔너의 조정 및 송신출력 제어 목적을 위한 것으로 무변조

저전력 연속파(CW)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콘 신호 검출은 협대역 아날로그 필터를 사용한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tensity)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온도변화 및 장시간 동작에 따른 위성 송출 비콘 주파수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비콘 수신기에서 주파수를 추적하는 스캔 기능 구현을 필요로 한다. 본 설계에서는 보다 빠른 비콘 신호
검출을위하여협대역디지털필터를 다중 배열하여 비콘 주파수를 추적하고, SNR(Signal to Noise Ratio) 방식에 의한 비콘 
신호 검출방식 수신기로 설계한다. 이를 위하여 위성과 지구국 사이의 강우감쇠를 고려한 무선채널 링크 버젯을 사용하
여 비콘 신호 수신 C/No 및 비콘 신호 검출을 위한 필요 C/N을 고려한 뒤 디지털필터의 대역폭 및 배열 개수를 도출한다.  

Abstract

The beacon receiver is an equipment which detects and measures the signal strength of transmitting satellite beacon signal. Beacon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s are low power continuous wave(CW) signals without any modulation intended for antenna steering to 
satellite direction and power control purposes on the earth. The beacon signal detection method using a very narrow band analog filter 
and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tensity) has been typically used. However, it requires the implementation to track the frequency 
at the beacon receiver, thus a beacon frequency variation of the satellite due to temperature changes and long-term ope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beacon signal detection receiver is designed by using a very narrow band digital filter array for a faster acquisition 
and SNR(Signal to Noise Ratio) method detection. For this purpose, by calculating the satellite link budget with the rain attenuation 
between satellite and ground station, and then extracting the received C/No of the beacon signal, this work derives the bandwidth and 
the array number of the configured digital filter that gives the required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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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말 현재 지구표면 약 35,786 km 상공에서 운용
중인 정지궤도 위성(GEO: Geostationary Earth Orbit)은 약

41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다수의 정지궤도
위성들은 불과 1～3도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 지상에서
목표위성을 정확히 추적하지 않으면 인접위성 상호전파

간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제통신연합 ITU-R(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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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egulation)에서는 인접궤
도 정지위성 상호 전파간섭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동용 위성통신단말기(이하
SOTM: Satcom On The Move)에는 목표위성을 정확히 추
적할 수 있는 폐회로 위성추적시스템(closed loop satellite 
tracking system)을 위한 비콘 수신기를 갖추고 있으며, 비
콘 신호 검출은 크게 아날로그 RSSI 방식과 디지털 FFT 
(Fast Fourier Transform)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RSSI 
방식은 2 kHz 협대역 크리스털 필터 소자를 사용하여 비
콘 신호를 통과시킨 뒤, 쇼트키 다이오드에 의해 진폭을
직류로 변환하여 그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비콘 신
호추적을 위하여 아날로그 위상잠금(analog phase locked) 
방식의 주파수 추적회로를 별도로 사용한다. 비교적 간단
한 회로 구성의 장점이 있으나, 온도변화 및 주변 잡음에
따라 검출 크기에 종종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FFT 방식
은 비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주파수 도메인에서

디지털 밴드 필터로 검출하고, 기울기 패턴을 분석하여
최대 점을 찾아 가도록 칼만필터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

및 보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2]. RSSI 방식의 단점을 극
복하고, 인접한 간섭잡음에서도 비콘 신호를 검출하는 장
점이 있으나, 매우 정교한 칼만필터 알고리즘이 필요하
고, 구현된 제품크기 및 경제성으로 인하여 주로 대형 안
테나를 제어하는 고정용 지구국에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
서는 기존의 RSSI와 FFT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SOTM에
적합한 새로운 비콘 수신기 구현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
식은 비콘 주파수 추적을 위하여 협대역 디지털 필터를

다중 배열한(ADF: Array-based Digital Filter) 구조에, SNR 
방식의 신호 검출 기능을 갖는다. 기존 방식과의 주요 기
술 비교는 표 1과 같다.
비콘 수신기의 설계를 위하여 강우감쇠를 고려한 Ku 

표 1. 비콘 검출 방식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beacon detection methods.

항 목 RSSI 방식 FFT 방식 ADF 방식
신호검출 Amplitude Beam slop SNR

검출소자
Analog

crystal filter
Digital 

band filter
Digital 

CH filter
신호추적 Phase locked Kalman filter Array filter

밴드 전파 경로손실을 계산하여 비콘 신호 수신 C/No(Ca-
rrier to thermal noise ratio), 비콘 신호검출 및 판정에 필요
한 C/N(Carrier to noise ratio) 및 C/N과 C/No에 의한 디지

털 필터의 대역폭과 배열 개수를 도출한다. 다음에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디지털 필터의 설계와 성능을 예측하고, 
구현된 비콘 수신기의 측정시험을 통하여 설계 값에 도

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Ⅱ. 분석 및 설계

2-1 비콘신호에 대한 전파 경로손실 계산  

Ku(10.75～12.8 GHz) 하향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비콘
신호 전파 경로손실을 계산하여 수신 C/No를 구한다. 위
성과 지구국 사이의 전파 경로손실은 식 (1)과 같다[3].

  

     
 



(1)
  

여기서 R은 지구국과 위성간의 거리, λ는 주파수 파장이
다. 식 (1)을 dB 단위로 변환하면,

  

      log  log (2)
  

여기서 F는 비콘 주파수(GHz), R은 위성과의 거리(km)이
다. 목표위성을 ST-2(88°E), 지구국의 위치를 경기도 김포
시(37.615N, 126.723E)로 하고, 식 (3)을 사용하여 위성과
의 거리 38,553 km을 얻었다.

  

     

  

 cos




(3)
  

여기서 γ는 위도, rs는 지구중심과 위성과의 거리, re는

지구의 반경이다. 비콘 주파수 12.5 GHz와 위성과의 거리
38,553 km을 식 (2)에 대입하여 206.1 dB의 경로손실을 얻
었다. 식 (4)로 C/No를 구하면,

  




            

(4)
  

여기서 SEIRP는 위성비콘 출력(dBW), LFSL는 경로손실(dB), 
LA는 대기손실(dB), RA는 강우감쇠(dB), SG/T는 지상국 수

신 G/T(dBK)이다. C/No 계산결과는 표 2와 같이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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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콘신호에 대한 전파 경로손실 결과
Table 2. Propagation path loss results for a beacon signal.

dBHz를 얻었다.
여기서 강우감쇠는 ITU-R PN.837-1에서 권고한 K- 

zone(한국지역)을 선택하였다. 강우 유효성(availability) 
99.0～99.9% 사이의 강우감쇠[4]에 따른 C/No 변화를 계산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강우감쇠가 3.37 dB에서 1.06 dB로 2.31 dB 감소하면

수신신호는 증가하고, 시스템 잡음온도가 감소하여 수신
G/T(Gain to noise temperature) 증가된다. 따라서 강우감
쇠가 2.31 dB 감소하면 C/No는 4.24 dB 증가된다(식 (4)  
참조).

표 3. 강우감쇠에 따른 C/No 변화
Table 3. C/No variation with rain attenuation. 

2-2 임계 C/N 설정 및 필터 대역폭 계산

임계 C/N은 수신기에서 비콘신호 검출용 필터의 대역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필터의 대역폭은 식 (5)
로 구할 수 있다.

  

    


     (5)
  
노르웨이 Norwegian 대학 Eivind Brauer Mikkelsen 교수

팀의 비콘신호 임계 C/N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위
성 Eutelsat W3A의 전파경로 손실계산을 통해 얻어진 최
소 C/No 40 dBHz에서 임계 C/N을 10 dB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계 C/N은 실제 수신된 비콘 신호전력과 신호검
출 기술방식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임계 C/N을 크
게 할수록 수신된 주변 잡음에서 비콘신호 검출 능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필터의 대역폭이 좁아지게
되어 물리적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콘수
신기의 구현성능과 경제성을 상호 절충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2-1절에서 구한 최소

C/No 36 dBHz, 협대역 디지털 필터 구현성능과 경제성 및
비콘 수신기의 PLL 주파수 설정 간격 1 kHz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임계 C/N을 5 dB로 정한 뒤, 필터 대역폭을
계산하여 1265 Hz를 얻었다. 

2-3 필터 배열개수 계산

위성 ST-2의 비콘 관련 규격은 표 4와 같다[6]. 표 4에
의하면, 비콘 주파수의 1일(24시간) 변동은 최대 ±10 kHz
가될 수있다. 따라서수신기에서위 주파수변동을따라
가는 주파수 추적회로가 필요하다. 
기존 RSSI는 대체로 아날로그 위상잠금루프(PLL: Pha-

se locked loop) 방식의 추적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
식을 사용한 기존 상용제품의 비콘신호 검출주기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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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T-2 비콘 규격표
Table 4. ST-2 beacon characteristics summary.

150 msec 정도로[7] 비교적 저속 회전하는 민수용 차량에
장착하는 SOTM에 사용할 수 있지만, Mil-Std 810G 진동
규격을 만족하는 고속 회전 군 작전 차량용 SOTM에 실
장할 수 없다. 이 조건에서 위성추적 성능을 만족하려면
안테나 회전각속도 120 °/sec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비콘신
호를 고속으로 검출하여야 한다. 표 2에서 사용한 28 dBi 
이득의 안테나 대역폭(HPBW: Half Power Bandwidth)가 2
도이므로 이에 필요한 비콘신호 검출주기는 식 (6)과 같
이 17 msec 이하가 필요하다.  

비콘신호검출주기   ≤회전각속도 deg
 deg

  

 (6)
  

기존의 RSSI 방식에서 검출주기를 17 msec 이하로 하
려면 쇼트키 다이오드 검파출력의 평활회로 시정수를 작

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검출된 비콘신호의
레벨 측정값에 불규칙한 오차를 포함하게 되어 실제 수

신된 RSSI 값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 상용제품은 150 msec로 설계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계 C/N에 해
당되는 대역폭을 갖는 디지털 필터를 다중으로 배열하여

배열된 숫자만큼 임계 C/N을 유지하면서 대역폭이 확장
되는 효과를 주도록 한다. 확장된 대역폭 안에서 비콘 주
파수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10 msec 간격으로 신호와 잡

음을 고속 검출하여 SNR을 얻는 방식으로 설계를진행한
다. 비콘신호 검출에 필요한 필터의 배열개수는 식 (7)을
사용하여 21개를 얻었다. 

  

  

  
  (7)

  
현재 국제적으로 비콘신호의 송출 주파수는 표 4처럼

10 kHz 간격으로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중인
위성들의 비콘 송출주파수는 장시간 운용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에서 알 수 없는 값으로 이조되어 있기 때문에, 수
신기에서 현재 송출되고 있는 비콘 주파수를 찾는 주파

수 스캔기능을 필요로 한다. 스캔기능은 PLL 스텝 단위
로 국부 발진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비콘신호를 찾아가기

때문에, PLL 스텝은 검출필터의 대역폭보다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필터 대역폭보다 크면, 인접된 배열필
터 사이에 중첩부분이 없어져서 비콘신호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PLL 설계
의 편의성과 필터대역폭 1,265 Hz를 고려하여 1 kHz로정
했다. 식 (7)을 살펴보면, 최종 필터의 개수는 계산된 값
에 +1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콘신호의 중심주파수에 해당
하는 필터를 의미하며, 그림 1과 같이 총 21개의 필터는
Fo를 중심으로 ±10개 병렬 배열된다. 
배열필터의 동작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파수 스캔에

의하여 찾은 송출 비콘신호를 Fo 필터에 할당하여 Fo 필
터는 신호전력을, 나머지 20개의 필터는 잡음전력을 동시
에 검출한다. 비콘신호가 Fo에서 +1 kHz 변동되면 신호
전력은 Fo+1 필터가 검출하고, 잡음전력은 나머지 20개
가 검출하게 된다. 비콘신호가 —1.5 kHz 변동되면 신호
전력은 Fo-1과 Fo-2 등 2개의 필터가 검출하게되고, 나머
지 19개의 필터에서 잡음전력을 검출한다. 따라서 비콘신

그림 1. 디지털 필터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digital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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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10 kHz 이내에서 변동되면 항상 21개 필터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위상잠금루프 추적회로 없이 신호

전력과 잡음전력을 동시 검출하여 SNR을 알 수 있다. 비
콘신호가 필터의 배열범위인 ±10 kHz를 넘을 경우에는, 
주파수 스캔기능이 동작되어 비콘신호를 찾아 다시 Fo 
필터로 할당하게 된다. 주파수 스캔기능은 최대 ±320 kHz
까지 비콘 주파수를 찾도록 설계하였다.

2-4 RF 회로 설계

위성신호는 50 dBW 이상인 다수의 광대역 방송 및 통
신 신호들과, 10～25 dBW 정도의 무변조 연속파 비콘 신
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콘 수신기에서는 비콘신호
와 인접된 다수의 강한 방송신호들을 적절하게 필터링하

여 회로소자들이 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역 내
영상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 주파수 변환방식

(double conversion)으로 설계하였다. LNB(Low Noise Bl-
ock down converter)로 부터 950～2,050 MHz 신호를 받아
1차 IF 650 MHz, 2차 IF 21.4 MHz로 낮춘다. 21.4 MHz는
A/D(Analog to Digital) 변환기로 전달한다. 
대역 내 상호혼변조 억압은 디지털 배열 필터에서 상

호혼변조 성분에 의하여 잡음검출에 영향이 적도록 35 
dBc 이상으로 설계하였다.

2-5 다중배열 디지털 필터 설계

본 논문에서는 회로를 단순히 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1개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사
용한 다중배열 디지털필터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전달함
수를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그림 2. 비콘 수신기 RF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RF block diagram of beacon receiver.

 

     

 


  
  




 


  




 

(8)
  
식 (8)에서 N=0이면 분모 다항식은 1이 되며, 이러

한 전달함수를 갖는 필터를 유한 임펄스 응답필터(FIR: 
Finite Impulse Filter)라 한다. 여러 방식의 디지털 필터들
중에서 과거 값에 의존하며, 출력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
므로 안정적이며 선형 위상특성을 갖는 FIR 필터를 선택
하였다. 다음에 길이 M을 갖는 디지털 필터는 다음과 같
이 표준 차분방정식(SDE: Standard Difference Equation) 형
태로 표현할 수 있다[8].

  

   
  

  

    
  

  

   (9)
  
필터의 설계는 매트랩(Matlab)에서 지원하는 FIR-Equi-

ripple desig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필터 설계를 위한
주요 변수로 통과 대역폭 1,200 Hz, 통과대역 손실 1 dB 
이하, 저지 대역폭 1,400 Hz, 저지대역 감쇄 40 dB 이상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저지대역 감쇄는 비콘수신기에 입력
될 수 있는 비콘신호의 최대 C/N과 FPGA의 자원을 고려
하여 정하였다. 46 dBi 이득을 갖는 1.2 m 파라볼라 안테

그림 3. Matlab을 사용한 디지털필터 설계
Fig. 3. Design of a digital filter using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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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용하여 25 dBW의 비콘신호를 수신할 경우, C/N
은 34.5 dB가 된다. 이러한 C/N 측정을 위해 저지대역 감
쇄를 40 dB로 정하였으며, 사용한 FPGA의 자원은 위와
같은 규격의 필터를 21개 배열하는데 만족하였다. 설계된
디지털 필터는 N=1219 탭을 갖는 Direct-Form FIR 방식으
로 구성되었으며, 총 지연시간은 약 610 usec로 예측되었
다. 주 제어장치에서 매 10 msec마다 디지털 필터에서 연
산된 SNR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위 지연시간은 비콘
검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필
터는 위의 1.2 kHz 대역폭을 갖는 필터를 1 kHz 간격으로
Fo를 중심으로 ±10개 병렬 배열하였다. 

Ⅲ. 측정 결과 

3-1 RF PCB 구성

제작된 비콘 수신기는 RF PCB와 디지털 PCB로 구성
되었다. RF PCB는 FR4 PCB를 사용하여 110×80 mm의 크
기에 4층 적층구조로 제작하였다. 

950～2,050 MHz의 RF를 입력받아 디지털 PCB의 A/D 
컨버터에 21.4 MHz의 IF를 전달한다. 여기에는 2개의 주
파수 하향 변환기, PLL 국부 발진기, IF 증폭기, SAW 
(Surface Acoustic Wave) 필터 및 크리스털 필터 등을 실장
하였다. 내부 기준클럭은 0.2 ppm 편차의 고정밀 10 MHz 
TCXO(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를 사용
하여 운용 중 국부발진 주파수의 변동을 최소화 하였다. 
각종 제어와 디지털 PCB 및 시스템 메인 CPU와 통신을

그림 4. 비콘수신기 RF PCB
Fig. 4. A RF PCB of beacon receiver.

그림 5. 비콘수신기 디지털 PCB
Fig. 5. A digital PCB of beacon receiver.

  
담당하는 ARM 기반 CPU를 실장하였다. 제작된 RF PCB
의 형상은 그림 4와 같다.

3-2 디지털 PCB 구성

제작된 비콘 수신기의 디지털 PCB는 FR4 PCB를 사용
하여 110×80 mm의 크기에 6층 적층구조로 제작하였다. 
21.4 MHz IF 신호를 받아 A/D 변환기에서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FPGA에 전달한다. FPGA에는 다중배열 디지털
필터가 구현되어 있다. 여기에는 A/D 변환기, FPGA, DC/ 
DC 변환회로 등을 실장하였다. 

3-3 상호 혼변조 측정

제작된 RF PCB에 Fo±5 kHz 간격의 무변조 연속파 신
호 —40 dBm 2개를 RF 입력포트에 연결하고, IF 출력포
트에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사용하여 측정한 상호혼

변조는 그림 6과 같이 설계목표 35 dBc보다다소 양호한
37.7 dBc의 결과를 얻었다. 

3-4 SNR 측정

비콘수신기 입력 SNR과 디지털필터에서 측정한 SNR 
상호 편차를 시험하였다. 위성과 SOTM 사이에는 대기감
쇄 변화로 인하여 페이딩 현상이 발생되어 1～2분의 짧
은 주기에서도최대 1 dBpp의 변화폭이 측정된다. 따라서
스펙트럼으로 파형측정 시 평균모드를 사용한다. 그림 7
은 ST-2 위성의 비콘 신호를 SOTM에서 수신하여 LNB를
거쳐 비콘 수신기에 입력되는 파형을 20회 평균모드로
측정한 것으로, —70.21 dBm, SNR 14.48 dB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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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호혼변조 측정 결과
Fig. 6. Measured data of intermodulation distortion.

 

그림 7. 비콘신호 파형
Fig. 7. Spectrum mask of beacon signal.

 

었다. 
그림 8은 입력된 신호를 다중배열 디지털 필터에서 10 

msec 간격으로 약 350번 반복하여 측정한 비콘 신호 SNR 
결과이다. 앞서 스펙트럼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14.48±0.5 dB 이내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디지털 필터의 SNR 측정 결과
Fig. 8. SNR measurement result by digital filter.

그림 9. 다중배열 디지털 필터 특성
Fig. 9. Array-based digital filter characteristics.

  

3-5 다중배열 디지털필터 측정

1,200 Hz 대역폭을 갖는 총 21개의 필터가 중심주파수
에서 ±1 kHz 간격으로 좌우 10개씩 배열되어 있다. 각각
인접된 필터는 100 Hz 상호 중첩되어 있어서 온도변화에
의하여 비콘 신호가 좌우로 변동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측정 결과
에서 필터 가운데 부분에 리플이 5 dB 정도 발생되었음
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FIR 탭 1,219개를 사용한 각각의
필터 21개를 FPGA에 배열하면서 소자 군지연(group 
delay)이 중첩되어 생긴 현상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필터
에서 수신할 수 있는 C/N이 최대 34.5 dB인 점을 고려하
면, 제작된 디지털필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SNR은 35 dB 
이상이 된다. 따라서 최대 C/N의 비콘신호가 입력된다고
하더라도 비콘신호의 검출 및 SNR 측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비콘신호 검출방식의 제한적 요소

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 배열 협대

역 디지털필터를 사용한 SNR 검출방식을 새롭게 제안하
였다. 비콘수신기의 설계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Ku 
밴드 전파 경로손실을 분석하여 지구국에서 수신되는 비

콘신호 C/No 36.02 dBHz를 얻었고, 비콘신호 검출 판정에
필요한 C/N에 대하여 필터 구현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하
여 5 dB로 정하였다. 여기서 얻은 C/No와 C/N을 갖고 비
콘신호 검출을 위하여 1,200 Hz의 필터 대역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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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중배열 디지털방식 비콘이 실장된 SOTM 
Fig. 10. SOTM with the ADF method beacon receiver.

 
을 알았다. 위성에서 송출하는 비콘 주파수의 변동범위
및 비콘주파수 할당간격을 조사하여 디지털 필터를 Fo 
중심 1 kHz 간격으로 ±10개 병렬배열 설계함이 적절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 제작된 비콘 수신기는 소형(120×85×40 
mm)으로 설계되어 그림 10과 같은 고속 회전 이동체 탑
재형 SOTM 플랫폼에 실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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