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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사 성은 GPS의 보조 인 역할을 하는 성으로 우주 상공의 GPS 성과는 달리 지상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

되어 GPS 신호의 수신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실내, 특정 지역에서 인공 성을 체하는 항법 시스템이다. 의사 성

을 이용해 측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의사 성과 GPS 성간의 시각동기가 요구된다. 일반 으로 1usec의 시

각동기 오차가 발생한 경우 300m의 의사거리 오차가 발생하며 미터단 의 측 를 해서는 나노세크 의 시각동

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동기 성능은 측  성능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시각동기 

방안  동기 오차요소에 해 언 하고 의사 성의 클럭을 GPS 성 클럭에 동기 시키기 한 의사 성 스테이션 

구축 기법, 한국표 과학연구원의 시각정보원 활용 기법, PRN 코드 상차 활용 기법의 3가지 방안 제시하 다. 

한 방안에 따른 동기 성능 분석을 해 시뮬 이션 랫폼을 제안하 다.

ABSTRACT

Pseudolite is a contraction of the term “pseudo-satellite,” used to refer to something that is not a satellite which performs a function 

commonly in the domain of satellites. Pseudolite are most often small transceivers that are used to create a local, ground-based GPS 

alternative. Pseudo-range measurement of pseudolite has around 300m range error, when time synchronization error of 1μsec occurs. 

Therefore the time synchronization methods play an important part in navigation augmentation using pseudolite. This paper proposes three 

clock synchronization methods that are installation method of pseudolite station, method using KRISS-UTC and method using PRN code 

phase difference for pseudolite. The simulation platform structure is presented for evaluating proposed clock synchroniz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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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PS의 치결정 정확도  정 도 향상을 해 다양

한 오차 보정 시스템이 연구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차 보정 시스템은 보정정보의 송신 매개체에 따라 

SBAS(Space-Based Augmentation Systems), GBAS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s), ABAS(Airplane- 

Based Augmentation Systems), GRASs(Ground-Based 

Regional Augmentation Systems)으로 분류 된다. 이  

SBAS는 정지궤도 성을 이용하여 오작동시 GPS 이용

자들에게 고장 여부를 경고  오차 정보 달을 수행하

여 무결성, 정확성  가용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각 국가별 표  시스템으로 미국의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유럽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일본의 MSAS 

(MTSAT Satellite base Augmentation System)등이 있다. 

GBAS 한 GPS 고장 여부와 각종 오차 정보를 달하

며 이를 의사 성을 통해 방송하는 형태로 주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  정확도 향상을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 미국의 FFA, 유럽의 EUROCONTROL, 일본의 

JCAB, 호주의 AsA등의 기 에서 서비스 제공  지속

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GBAS 시스템의 경우 GPS 성신호의 주 수

인 L1 역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 수 역을 활

용할 경우 민간 사용자가 추가 인 안테나 없이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최근 오차 보정 정

보 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성(Pseudolite)

을 활용하여 의사거리(Pseudorange) 측정치를 추가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으로 ESA(European 

Space Agency)에서 유럽의 EGNOS를 보완하기 한 

EGNOS 의사 성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SBAS 메시

지 뿐만 아니라 의사거리 측정치 도출을 한 신호를 방

송하며,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의사 성은 Pseudo-satellite의 임말로 우주의 일정 

궤도를 가지는 GPS 성과는 달리 지상의 고정된 장소

에 설치되어 GPS 신호의 수신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실내, 특정 지역에서 GPS 성을 체하는 항법 시스

템이다. 의사 성은 우주의 GPS 성과 같이 의사거리 

측정치 도출을 한 코드, 반송  주 수  항법 데이터

가 GPS 성 신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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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GNOS 의사 성 시스템
Fig. 1 the EGNOS Pseudolite System

그러나 GPS 성과의 간섭을 피하기 하여 GPS 

성용 코드와 다른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GPS 성을 

체 는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GPS 성과 비

교하여 매우 렴한 비용으로 정확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상의 이 이 있다. 의사

성의 의사거리 측정치 정확도는 의사 성과 GPS 

성간의 시각동기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으로 

1usec의 시각동기 오차가 발생한 경우 300m 의 의사거

리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터단 의 측 를 해

서는 나노세크 의 시각동기가 요구된다. 의사 성과 

GPS간 시각동기는 측 성능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

행하며, 이에 따라 시각 동기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PS와 의사 성 간의 시각동기 알고

리즘으로 의사 성 시각동기 스테이션을 이용한 기법, 

한국표 과학연구원 시각정보원을 활용한 기법, PRN 

코드 상차를 활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시

각동기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한 시뮬 이션 랫

폼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모델링 기반의 클럭 생성

을 제시한다.

Ⅱ. 시각동기 방안  오차요소

2.1. 시각동기 련 연구

기존 시각동기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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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시각 동기 기법으로 GPS의 1PPS를 활용하는 기

법과 IGS Product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GPS의 1PPS 활용기법: GPS 수신기의 1PPS (Pulse Per 

Second) 신호를 기 으로 동기 시스템의 클럭을 동기

시키는 기법으로 DP-PLL (Digital Processing Phase 

Locked Loop)구조를 갖는다. 1PPS 신호는 GPS 수신기

의 성능에 따라 수십~수백 ns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IGS Product 활용 기법: IGS (International GNSS 

Service)의 정  궤도력, 정  시계오차, 반송  상 

측정치를 이용하여 후처리 시각 동기를 수행하는 기

법이다. 일반 으로 GPS 1PPS 활용 방안보다 우수한 

동기 정확도를 가진다. 

다음으로 시각 비교 기법으로 TWSTT와 GPS Common- 

view가 있다.

⦁TWSTT: TWSTT (Two-Way Satellite Time Transfer)는 

성과 수신기간 양방향 통신으로 시각 비교를 수행

하는 기법으로 ns 의 시각비교 수행이 가능하다. 

⦁GPS Common-view: TWSTT 기법의 보조 방안으로 지

상 2개의 수신기로 단일 성 신호를 수신 받아 시각 

비교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ns 의 정확도로 시각비

교 수행이 가능하다.

2.2. 시각동기 오차 요소

의사 성의 클럭을 GPS 성 클럭에 동기 시키기 

해서는 GPS 클럭 정보를 직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GPS 수신기 등을 이용한 간  획득 방식을 활용할 수밖

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요소

는 다음과 같다. 

⦁ 성 클럭  궤도 오차: GPS 성에 탑재된 원자 시계 

자체의 오차  성 궤도 오차가 있다. 

⦁이온층, 류층 지연 오차: 우주 상공으로부터 오는 

GPS 성 신호가 지상에 도달하는 과정동안 이온층, 

류층 등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지연 오차이다. 

⦁GPS 수신기 시계 오차: GPS 성 신호를 수신하는 

GPS 수신기 자체의 클럭 오차이다. 

⦁의사 성  의사 성 수신기의 시계오차: 의사 성 

 의사 성 수신기의 자체 클럭오차 이다.

Ⅲ. 의사 성 시각동기 방안

3.1. 의사 성 시각동기 스테이션 구축 방안

본 에서는 의사 성 시각동기 스테이션을 구축하

여 시각동기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

각 동기 알고리즘의 구조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GPS 성과 의사 성 간의 시각 오

차를 산출하기 해 CGGTTS를 한국표 과학연구원

(KRISS)의 GPS 수신기와 의사 성 수신기로부터 생성 

 비교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다. CGGTTS는 시각 비교

를 한 국제 표  양식으로 시각용 GPS 수신기에서 

제공 되거나 수신기의 RINEX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나노세크 의 시각 오차 정보를 포함

한다[1].

이 과정에서 앞서 언 한 GPS 성의 클럭 오차, 궤도 

오차, 이온층  류층 오차와 의사 성  의사 성 수

신기 자체의 시계 오차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수행한다. 

그리고 보상 결과를 이용하여 GPS 성과 의사 성 간

의 시각 오차를 산출하고 보정 정보를 의사 성에 반

함으로써 시각 동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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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사 성 시각동기 스테이션 구축 방안
Fig. 2 Architecture of pseudolite clock 
synchronization s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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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표 과학연구원 시각정보원 활용 기법

한국표 과학연구원(이하 KRISS)의 시각정보원을 

활용한 기법은 국내에 운 되고 있는 KRISS 세계 정

시(UTC)의 1PPS  클럭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성의 

시각을 직  동기 시키는 기법이다. KRISS-UTC 경우 세

슘 원자시계를 사용하여 시각정보를 생성하며 이를 매

월 국제도량형국(BIPM)에 보고한다. BIPM 기 에서는 

국제원자시(TAI)와 세계 정시(UTC)를 생성하여 UTC 

- (KRISS-UTC)에 해당하는 Circular-T를 생성한 후, 이를 

KRISS에 매월 보 하여 시각오차를 보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GPS-UTC의 경우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리하는 시각 체계를 사

용하며 KRISS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시각을 리하고 

있다. 따라서 GPS-UTC와 KRISS-UTC의 BIPM기 에 

의해 동기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10nsec의 불확도를 가지고 있다. 결과 으로 그림 3과 같

이 KRISS-UTC에 의사 성의 시각을 DP-PLL 필터와 

FIR 필터등을 이용하여 동기 시키므로 GPS와 의사 성

간의 시각동기를 달성할 수 있다[2].

시각 정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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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표 과학연구원의 시각정보원 활용 기법
Fig. 3 Clock synchronization method by using 

KRISS UTC

3.3. PRN 코드 상차를 이용한 기법

QZSS 성의 경우 GPS 성과 달리 원자시계를 탑재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GPS 성에 비해 시각원의 

안정도가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QZSS

는 원자시계를 지상에 두고 제어신호를 송신하여 시각

동기를 수행하는 RESSOX(Remote Synchronization 

System for the onboard Crystal Oscillator) 구조를 가지며, 

QZSS 성과 일본의 NMIJ(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 UTC와 10nsec의 동기 정확도로 시각동기를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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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QZSS 성 시각동기 구조
Fig. 4 Overview of QZSS satellit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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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시계)

Space

Ground

의사위성

클럭

제공

PRN 코드생성,

의사위성송신

PRN Code

사용자

GPS 위성

GPS 신호

의사위성 신호

의사위성 신호

그림 5. PRN 코드 상차 활용 기법
Fig. 5 Clock synchronization method by using 

PRN code phase

PRN 코드 상차를 이용한 기법은 이러한 QZSS 

성의 시각동기 구조에서 착안하 다. QZSS 시각 리 구

조를 지상의 의사 성에 용하면 그림 5와 같이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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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PRN 코드 상차를 통한 시각동기 기법은 원자

시계 기반의 UTC 생성결과를 통해 PRN 코드를 생성하

고 이를 방송하여 의사 성이 수신한 후 상차를 비교

하여 시각동기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의사 성의 설치

치 제약이 감소하나, 방송된 신호를 활용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 지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3].

Ⅳ. 의사 성 시각동기 성능평가 

랫폼

본 논문은 다양한 의사 성 시각동기 방안의 성능평

가를 해 소 트웨어 기반의 시각동기 성능평가 랫

폼을 제안하 으며 그림 6과 같다. 

랫폼은 클럭 모델링 기반의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 

생성부, 각 방안에 따른 시각동기를 수행하는 시각동기 

알고리즘부  시각동기 알고리즘 성능평가  분석부

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동기 알고리즘부

클럭 생성부

평가 및

분석부

TCXO

Cs

KRISS UTC

Psudolite clock

UTC Clock, 

1PPS

시각동기 

알고리즘

수행 후의 

클럭 생성

의사위성 시각동기 

스테이션을 활용한 

시각동기 기법

KRISS의 시각정보원을

활용한 시각동기 기법

PRN 코드 위상차를 

활용한 시각동기 기법

Rb

의사위성 수신기

GPS 수신기
GPS

RINEX

Psudolite

RINEX

그림 6. 의사 성 시각동기 성능평가를 한 
시뮬 이션 랫폼

Fig. 6 The Simulation platform of clock 
synchro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클럭 생성부는 클럭원에 따른 잡음을 모델링하여, 

TCXO, Cs, Rb 클럭의 오차를 생성하며 클럭 오차 생성 

구조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생성된 클럭을 활용하여 

UTC를 생성한 후, 제안한 3가지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생성된 동기 클럭을 이용하여 평가  분석부에서 시각 

동기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Atomic, TCXO Nois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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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TCXO Noise Sequenc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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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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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n deviation

그림 7. 클럭 오차 생성 구조
Fig. 7 The clock error generator

재 이를 한 클럭 오차 모델링  클럭 오차 생성

을 수행하 으며, TCXO, Cs, Rb의 시간에 따른 오차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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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클럭원에 따른 클럭 오차 생성 결과
(a) TCXO 클럭 오차 (b) Cs 클럭 오차 (c) Rb 클럭 오차

Fig. 8 The result of clock error generation
(a) TCXO Clock Error (b) Cs Clock Error (c) Rb Clock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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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사 성의 클럭과 GPS 클럭을 동기 

시키기 한 CGGTTS 국제 표  양식을 활용한 의사

성 시각동기 스테이션 구축 방안, 한국표 과학연구원

의 시각정보원 활용방안, PRN 코드 상차를 이용한 시

각동기 기법의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한 GPS와 

의사 성간의 시각동기 알고리즘 성능평가를 한 소

트웨어 기반의 시뮬 이션 랫폼을 제안하 으며 

클럭 오차 모델에 따른 시뮬 이션 랫폼을 구성하

고, 이에 따른 오차 생성 결과를 확인하 다. 추후 소

트웨어 기반의 클럭 생성 결과를 활용하여, 제안한 시각

동기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평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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