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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용량 위성 단말은 고정 운용 또는 저속으

로 운용되는 형태였으나 점차 생존성 확보 및 빠른 전

술적 전개를 위해 고속으로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

하도록 발전되고 있다. 위성 단말이 이동 중에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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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mode monopulse system is widely used for satellite terminal like UAV because of high tracking accuracy 

and low size/weight profile. In order to calculate tracking error, Multi-mode monopulse system utilizes high-order 

mode signal, and it should have enough C/N(carrier to noise) level therefore tracking system needs narrow band 

filtering of received satellite beacon signal as much as possible. However, UAV suffers for beacon frequency drift 

derived from Doppler effect due to satellite figure 8 movement and UAV maneuvering. Therefore wideband signal 

processing needs to be considered in advance for exact doppler compensation and consequent time dela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ulti-stage Digital Signal processing system for beacon signal, which could minimize the 

signal delay under high Doppler and low C/N condition.

Key Words : DSP(디지털 신호처리), Doppler Compensation(도플러 보상), Narrow Filtering(협대역 필터링), Time-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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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성 단말의 안테나가 위

성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도록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1]. 특히 전송속도 증가에 따라 안테나의 빔폭이 좁

아지면서 안정적인 안테나 추적은 중요한 기술적 요

소이다. 위성비콘 신호추적을 위한 방식은 크게 모노

펄스방식 및 스텝 추적 방식 등이 있으며[2], 그 중 다

중모드 모노펄스 방식은 높은 추적 정확도 및 소형/경

량 특성으로 인해 무인기 등 장착성의 고려가 필요한 

위성 단말에 대한 적용성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

중이다[3]. 다중모드 모노펄스 방식은 고차모드 커플러

에서 추출되는 고차모드 신호를 이용하여 안테나가 

위성을 지향할 수 있는 오차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추적정확도를 위한 적정 크기의 고차모드 신호 확보

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4,5]. 하지만 Ku 주파수 대역

을 사용하는 상용 위성은 비콘 신호의 C/N(carrier to 

noise)이 낮아 위성 단말의 안테나 중심(bore sight)에

서 기본모드 대비 고차모드 신호가 약 30 ~ 40 dB 낮

게 수신되므로, 잡음환경에서는 고차모드 신호의 추출

이 어려워 오차정보의 산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

차모드의 C/N 확보를 위해 가능한 비콘신호 대역을 

중심으로 좁은 대역의 필터링을 통해 잡음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협대역의 필터를 이용할수록 잡음 제거는 용이

하나, 무인기와 같은 이동형 단말은 도플러 효과에 의

해 비콘 주파수 편이가 발생하여, 비콘 신호의 주파수

가 필터링 대역폭을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대역 

필터링을 위해서는 정확한 도플러 보상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Analog PLL 방식은 도플러 보상에는 효과적

이지만, HW의 특성상 처리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유

연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비콘 주파

수를 지닌 위성의 추적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또

한 위성 자체의 노후에 의한 주파수 틀어짐이 심할 

경우에는 도플러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해 가급적 넓은 주파수 대

역의 도플러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일단 도플러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고차모드 신호

의 신호대 잡음비 확보를 위해서 협대역 필터링 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필터 대역폭이 좁아질수록 많은 필

터 탭이 필요하여 신호의 시간지연(delay)이 증가한다
[6]. 시간 지연은 이전 신호에 의한 오차신호와 현재 수

신된 신호에 의한 오차신호를 혼재시켜 정확한 추적 

오차값 산출을 방해하므로 추적정확도에 영향을 끼치

게 되며, 이로 인한 오지향 발생시 인접 위성에 간섭

을 미칠 수 있어 추적 정확도를 만족하는 적정 시간 

지연값의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7]. 따라서 협대역 필터

에 의한 신호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터링 기법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추적성능 개선사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인기 

운용에 따른 도플러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개략적 구조와 무인기 환경에서의 제약사항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무인기의 고속 도플러와 낮은 

C/N 환경을 고려한 여러 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필터 

구조를 제시하고 안정적인 안테나 추적을 위한 적정 

시간지연과 추적 정확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

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2. 운용환경 및 기존회로 분석

2.1 무인기의 도플러 환경

  위성비콘의 도플러 주파수 편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가장 큰 요인은 위성과 무인기간 상대적인 

이동에 의해 발생하며, 운용주파수가 높고 상대적인 

속도 및 각도가 클수록 도플러 편이가 증가한다. 도플

러 편이 외에도 정지궤도 위성의 공전에 따른 영향과 

위성 및 무인기에 탑재된 기준주파수의 주파수 정확도

에 의해서도 위성비콘 주파수에 오차가 발생한다.

  무인기의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도플러 주파수 및 

도플러 편이율은 식 (1)과 (2)로 표현할 수 있다.

 

× 
 (1)

    ×


 (2)

  식 (1)에서 는 운용 주파수[1/s], 는 무인기의 

속도[m/s], 는 빛의 속도로 3×108[m/s]를 나타내며 15 

GHz 대역의 주파수와 약 400 km/hr의 최대 무인기 속

도를 고려할 때 ± 5.5 kHz의 최대 도플러 주파수가 

발생한다. 식 (2)의 는 무인기의 가속도[m/s2]를 

나타내며 무인기의 가속도 약 30 m/s2를 고려할 때 약 

1,430 Hz/s의 최대 도플러 편이율이 발생한다.

  위 수식 (1)과 (2)와 같이 무인기의 도플러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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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주파수와 무인기 운동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한 유연한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

다. 단,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비콘은 단일 주파수의  

CW(Continuous Wave) 신호로 가정한다.

2.2 기존 아날로그 수신회로

  기존 수신회로는 통과대역이 고정되고 대역폭이 비

교적 넓은 아날로그 방식의 필터를 사용하여 비콘 신

호를 수신한다. G/T가 큰 대형 위성단말은 넓은 대역

폭으로 비콘 신호를 수신하더라도 잡음신호보다 높은 

고차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 안정적인 안테나 추적이 

가능하다. 반면에 무인기에 탑재되는 안테나는 크기 

및 무게의 형상이 제한되고 낮은 G/T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잡음의 영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협

대역으로 비콘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Fig. 1은 G/T가 상대적으로 큰 기존의 위성단말에 

적용된 아날로그 방식 수신회로의 구조를 나타낸다. 

해당 구조는 높은 G/T로 인해 넓은 대역폭으로 비콘신

호를 수신하고 PLL을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고

차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단, 아날로그 회로의 특성에 의해 필터링이 가능한 

대역폭이 고정되고 단일의 넓은 대역폭으로 비콘신호

를 수신하므로 해당 주파수 대역에 한해 도플러 보상 

및 비콘신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위성 노후

화 또는 위성 및 단말의 운동특성 변경에 따른 비콘 

주파수 도플러 특성 변화에 따른 수신 주파수대역 변

경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

Fig. 1. Example of analog beacon receiver

3. 제안 신호처리 시스템

3.1 제안 신호처리시스템의 IF 신호처리 방법

  Fig. 2는 제안된 신호처리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로서 

기존 아날로그 비콘 수신회로의 문제인 광대역 필터

링에 따른 낮은 C/N 문제를 해결하고 위성 노후화 및 

운용 주파수 변경 등에 따른 도플러 주파수 특성이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

었다[8,9].

Fig. 2. Overall structure of beacon receiver

  제안된 시스템의 RF조립체는 수신한 중간주파수(70 

MHz)를 기존의 별도의 국부발진기 및 Mixer를 사용하

는 대신 70 MHz 대역에서 직접 샘플링 기술을 적용하

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하향변환 및 필터링을 수

행함으로써 소형/경량화가 가능하다. 이 때 비콘신호의 

자체 대역폭은 매우 좁기 때문에 Nyqusit 샘플링 이론

보다 낮은 주파수로 샘플링하는 다운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하드웨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70 MHz 중간주파수를 40 MHz로 

샘플링하여 주파수 오차가 없을 경우 비콘신호가 ± 10 

MHz에 위치하고 40 MHz 마다 반복되는 디지털 신호

가 출력된다.

  1차 샘플링 주파수인  = 40 MHz도 실제 비콘신

호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인 약 12 kHz 대역에 비해 

매우 넓으므로 샘플링 주파수가 
′ = 320 kHz가 되

도록 125:1의 비율로 Decimation을 수행한다. 그 결과

로 주파수 오차가 없는 경우, 비콘신호는 ± 80 kHz에 

위치하는데 1차 LPF를 수행하기 전에 이 비콘신호를 

DC로 하향 변환해야 한다.

  ± 80 kHz에 위치한 비콘신호는 80 kHz의 정현파

(Cosine) 신호를 곱하여 DC로 주파수를 변환하는데 조

정된 샘플링 주파수(
′ = 320 kHz)는 80 kHz와 4:1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샘플링 주파수에서 80 kHz의 

정현파는 {1, 0, -1, 0}으로 생성된다.

  수식 (3)과 같이 320 kHz로 샘플링된 비콘신호를 별

다른 곱셈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는 주파

수 오차가 없는 경우 비콘신호가 DC에 위치하고 320 

kHz 마다 주파수 응답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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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 
   cos

×   (3)

3.2 1차 저역통과필터 및 개략 도플러 보상 설계분석

  1차 저역통과필터는 입력된 샘플링 주파수가 320 kHz

이며 최대 도플러 주파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주

파수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u 주파수 대역 및 최대 400 km/hr의 무인기 속도를 

고려하여 1차 저역통과필터는 DC ± 6 kHz의 대역이 

손실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만약 주파수 

대역이 변경되거나 무인기 속도가 향상된다면 1차 저

역통과필터의 cut-off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유연하게 

조치가 가능하다.

  1차 저역통과필터는 최대 도플러 주파수를 고려하여 

실제 비콘신호 전력이 존재하는 대역에 비해 넓은 대

역폭을 수신하기 때문에 과도한 잡음전력이 수신된다. 

따라서 1차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비콘신호는 도플러 

주파수 오차를 협대역 필터의 대역폭 이내로 보상해야 

한다. 제안된 신호처리 시스템은 빠른 도플러 주파수 

편이에 대응하기 위해 1차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신

호를 FFT를 이용하여 개략 보상(Coarse)하고 2차 저역

통과필터 이후의 신호를 이용하여 잔존 주파수 오차를 

보상(Fine)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1차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샘플링 주파수가 320 kHz

인 비콘신호는 16:1로 Decimation을 거쳐 심볼율이 20 

kHz인 신호로 변환되는데 DC를 중심으로 ± 10 kHz 

대역 중에서 ± 6 kHz 대역 내에 도플러 편이에 따라 

비콘 신호가 위치하며 도플러 편이율에 따라 비콘신호

의 주파수가 움직인다.

  개략 주파수오차 보상은 1,024 탭의 FFT를 이용하여 

전체 20 kHz 대역을 1,024 구역으로 분할하여 가장 큰 

전력이 수신되는 구역의 중심주파수를 비콘신호의 주

파수오차로 판단하여 이를 보상한다.

 


  ≅   (5)

는 개략 주파수오차 보상 회로와 2차 저역통과필터

의 입력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내며 는 개략 주

파수오차 보상 회로의 FFT 길이를 나타낸다. 는 

FFT에 의한 이웃한 주파수 성분 간의 주파수 간격을 

나타내며 개략 주파수오차 보상회로에 의해 최대 

의 주파수오차가 잔존한다.

  샘플링 주파수가 20 kHz인 1,024개 심볼을 모아 개

략 주파수오차 보상을 수행하는 동안 수식 (6)의 지연

이 발생하며 그 사이에 도플러 편이율에 따라 수식 

(7)과 같은 주파수 오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 


×   (6)


′    ×     ×≅

(7)

  
′ 는 개략 주파수오차 계산의 시간지연 동안에 발

생하는 도플러 주파수 편이를 나타내며 개략 주파수

오차 보상회로의 주파수 오차를 포함하면 1차 저역통

과필터와 개략 주파수오차 회로를 통과한 비콘신호의 

최대 주파수 오차는 수식 (8)과 같다.

   
′×     ×≅

(8)

  개략 주파수오차 보상회로의 FFT 길이( )가 증

가할수록 정확한 도플러 주파수 오차를 측정할 수 있

으나 그에 따른 시간지연 증가로 추가적인 도플러 오

차가 발생한다. 제안된 신호처리 시스템은 FFT 길이

를 1,024로 결정하여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를 작게 유지하면서도 FFT 계산 지연시간을 고려한 

추가 도플러 편이를 포함해도 개략 주파수오차 보상

회로의 잔존 주파수 오차를 168 Hz로 제한한다.

3.3 2차 저역통과필터 및 잔존 주파수 보상 설계분석

  고차모드의 매우 낮은 비콘전력을 잡음전력에 비해 

높게 수신하기 위해서는 비콘신호가 위치하는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매우 좁은 대역만을 필터링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도플러 편이가 있는 환경에서는 비콘

신호가 이동해 있는 주파수 오차를 협대역 필터의 대

역폭 이내로 보상해야 한다.

  FFT를 이용한 1차 도플러 주파수 오차 보상은 비콘 

신호의 주파수 오차를 수식 (8)과 같이 최대 168 Hz 

이내로 보상할 수 있다.

  2차 저역통과필터는 매우 좁은 통과대역을 가지는 

최종 3차 저역통과필터의 대역폭 이내로 비콘신호의 

잔존 주파수 오차를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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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통과필터와 도플러 주파수 보상회로를 거친 비콘 

신호는 동작 샘플링 주파수 20 kHz이고 최대 도플러 

주파수 오차가 168 Hz인 디지털 신호로 표현된다.

  2차 저역통과필터는 20 kHz의 입력 샘플링 주파수와 

비교하여 매우 좁은 ± 84 Hz의 주파수 대역을 204 탭

의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2차 저역통과필

터 출력은 3차 저역통과필터의 매우 좁은 대역폭에 적

합하도록 20 kHz 샘플링 주파수를 50:1로 Decimation하

여 400 Hz로의 샘플링 주파수로 출력한다.

      
   (10)

  2차 저역통과필터의 기본모드 출력인  는 

수식 (10)과 같이 최대 168 Hz의 주파수 오차인 
만큼 주파수가 이동한 비콘 성분( 

)과 저역

통과필터에 의해 ± 168 Hz로 대역이 제한된 잡음성분

인 n(t)로 표현된다.

  2차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수식 (10)의 비콘 신호

를 최종 3차 저역통과필터의 매우 좁은 대역폭 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잔존하는 최대 168 Hz의 주파수 오

차를 보상해야 한다.

 × 
   (11)

   
 × 

 ×

  수식 (11)은 수식 (10)의 출력을 복소공액을 공하여 

비콘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오차를 보상한 것을 나타

내며 1로 정규화된 비콘신호에 168 Hz로 대역 제한된 

잡음의 전력인 n2(t)가 더해진 값이 DC 형태로 나타나

며 n(t) 성분에 주파수 오차()가 곱해진 신호가 

더해져 있다.

  2차 저역통과필터와 정밀 주파수 오차보상을 거친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가 400 Hz인 비콘신호에 잡음이 

추가된 주파수 오차가 없는 디지털 신호 형태로 출력

된다.

3.4 3차 저역통과필터 요구 대역폭 설계분석

  3차 저역통과필터는 Fig. 3과 같이 잔존한 주파수 오

차가 보상된 신호에 남아있는 잡음성분을 최대한으로 

제한하여 낮은 고차모드 신호의 잡음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 3. DSP design concept

  연속신호(CW)인 비콘신호는 잡음에 비해 전력밀도

가 높게 수신되지만 수신회로 필터의 대역폭이 증가하

면 전체 잡음전력은 증가한다. 반면 수신회로의 필터 

대역폭을 매우 좁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간 축에서 

많은 탭이 필요하므로 수신신호의 처리 지연이 증가

하게 되며, 이는 빠른 안테나 추적이 필요한 무인기의 

위성 안테나 추적에 부적합하게 된다.

  2차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고차모드의 비콘신호는 

최초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는 높은 C/N을 가지지만 

CW 신호에 비해 여전히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 안테나 

추적에 필요한 충분한 C/N 확보를 위해서는 수신 대

역폭을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

 Table 1. Link budget table for C/N and digital filter 

bandwidth calculation

제 원 값

Ku 대역 위성 송신출력 49.0 dBm

위성 빔 패턴 Loss -4.0 dB

경로손실(36,000 km, Ku 대역) -206.2 dB

수신기 안테나 이득 40.0 dB

기본-고차모드 이득 차이 -10.0 dB

고차모드 수신전력 -131.2 dBm

Hz당 잡음밀도 -176.5 dBm/Hz

수신기 잡음지수 5.0 dB

디지털 필터 대역폭 X Hz

잡음신호 수신전력 -171.5 + 10*log10(X)

  Table 1은 Ku 대역에서 위성과 무인기 간의 고차모

드 비콘신호의 C/N을 계산하기 위한 링크버짓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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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낸 것으로 디지털 필터의 대역폭에 따라 C/N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차모드 신호의 SNR이 낮은 경우 각도의 빠른 변

화를 추적할 수 없게 되므로 추적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개선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무인기의 위성 비콘신호 추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추

적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차모드의 수신전력이 

잡음전력에 비해 가능한 35 dB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1], Table 1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3차 저역통과필터의 

대역폭은 10 Hz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추적 

정확도는 고차모드 패턴의 C/N에 의해 결정되며, C/N

이 약 30 dB인 경우 추적정확도는 약 0.2도의 오차를 

가지므로[4], 이에 따른 추적오차는 식 (12)에 의해 약 

0.2 dB 정도로 계산된다[11].

×   deg
 deg

  (12)

3.5 3차 저역통과필터 시간지연에 따른 성능분석

  주파수 대역에 따른 소자를 이용한 아날로그 필터와 

달리 디지털 필터는 주파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연속

적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한 계수 값을 이

용한다.

  디지털 필터에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는 시간 축에서 

디지털 필터의 계수(Coefficient) 값과 Convolution 되어 

출력되는데 이때 디지털 필터의 탭 수, 샘플링 시간에 

따라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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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ime-response characteristic of 3rd low pass 

filter

  Fig. 4는 256 탭으로 구성된 3차 저역통과필터 시간 

특성을 나타내며, 필터에 입력되는 신호는 전체 필터 

탭 수의 절반인 × 동안 지연된다.

  3차 저역통과필터의 목표 cut-off 주파수 8 Hz는 샘

플링 주파수인 400 Hz와 비교하여 매우 좁기 때문에 

통과대역 리플과 차단대역 억압 특성을 좋게 하기 위

해서는 많은 탭을 사용해야 하나 그 경우에는 시간 지

연이 증가하게 된다.

Table 2. Time-delay caused by low-pass filter

항목 Fs Fc Tap 수 지연(ms)

1차 LPF 320 kHz 12 kHz 256 0.4

2차 LPF 20 kHz 168 Hz 204 20.4

3차 LPF 400 Hz 8 Hz 256 320

총 시간지연(ms) 344.8

 Fig. 5. Frequency-response characteristic of 3rd low 

pass filter

  Table 2는 최초 설정한 256 탭의 3차 저역통과필터

를 적용했을 때의 총 시간지연을 나타내고 Fig. 5는 주

파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목표 cut-off 주파수 8 Hz

(정규화 값 = 0.04π rad)까지의 리플 및 차단 대역의 특

성도 우수하나 총 지연시간이 약 350 ms로 증가하여 

추적 오차가 최대 약 0.45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7].

  따라서 차단대역 억압 특성은 256탭의 저역통과필터

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총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

는 필터의 특성이 요구된다. Fig. 6은 필터 탭 수를 기

존 256에서 100으로 감소시키고 필터 입력을 옮겨가며 

평균을 취하는 Moving Average 형태의 필터링을 수행

했을 때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10]. Moving 



이재문 ․ 임재성 ․ 안희수

588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5호(2016년 10월)

average 필터는 식 (13)의 관계에 의해 동작하는 FIR 

필터로 정해진 수의 입력 샘플만을 사용하므로, 주파

수 응답특성은 다소 낮으나 처리 지연을 개선한 특성

을 지닌다.

 Fig. 6. Frequency-response characteristic of moving 

average filter

 




 
 






 (13)

기존 256 탭의 저역통과필터와 비교하여 통과대역의 

리플이 존재하고 차단 대역의 억압 특성도 나빠졌으

나 3차 필터의 지연시간이 125 ms로 줄어들어 전체 

수신회로의 지연시간이 150 ms 이내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적 오차가 Table 3과 같이 최대 약 0.36

도 수준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시간 지연에 따른 

추적 정확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관계에서 확인 가능

하다[7].

  
 (14)

여기서 Td는 시간 지연을 의미한다. 시간 지연은 상

기 식에 의해 위상성분의 변화를 초래하여 시스템 전

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Table 3. Antenna tracking error based on time delay

시간지연(ms) 추적오차(rms) 추적오차(peak)

0 ms 0.1815 0.3304

100 ms 0.1991 0.3579

400 ms 0.2782 0.4636

3.6 제안 신호처리 시스템 구현

  Fig. 7은 제작된 신호처리 시스템의 시제품 형상이

다. 제작 형상은 시스템의 기구적 요구도에 따라 가로 

240 mm, 세로 160 mm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그림내

의 붉은 네모상자 안이 구현된 주요 신호처리부이다.

Fig. 7. Proto-type of digital beacon receiver

4. 결 론

  위성 단말의 고속 이동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도플

러 편이환경에서 기본모드에 비해 매우 낮은 전력이 

수신되는 고차모드 신호를 잡음전력 대비 30 dB 높게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신호처리 방법은 70 MHz의 아날로그 신호를 

다운 샘플링 기법으로 샘플링하여 하드웨어의 구현 부

담을 경감했으며 무인기의 빠른 도플러 편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다단의 걸친 저역통과필터와 각 단에 적합

한 주파수 보상방법을 적용하였다.

  고차모드 신호의 높은 C/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ut 

off 주파수가 매우 좁은 저역통과필터가 필요하지만 

통과대역 리플 및 차단대역 억압 특성이 우수한 필터

는 필터 탭 수가 증가하여 고속 추적이 필요한 무인기 

환경에 부적합하였다. 제안된 신호처리 시스템은 구조

가 간단하고 시간 지연이 적은 Moving Average 필터를 

사용하여 고차모드 신호의 필요한 C/N을 34 dB(8 Hz/ 

20 kHz)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안테나 추적오차도 최대 

약 0.36도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 지연 감소를 위해 통과 대역의 필터링 

특성의 열화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신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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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억압 특성을 

향상시키고, 시간 지연은 감소시킬 수 있는 디지털 필

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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