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열안테나 기반 항재밍 장치 점검장비
(Digital GNSS Jamming Wave -front Simulator)

장비개요
·GPS L1/L2C, GLONASS L1 항재밍 수신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장비
·CW, Pulse, AWGN, AM, FM 등의 재밍 신호를 윈하는 방향으로 입사되는 상황을 모사하여 점검
·모듈화로 개발되어 GPS L1 재밍 신호뿐만이 아니라, GPS L2와 GLONASS L1 재밍 신호도 생성 가능
·배열안테나 기반 GNSS 항재밍 수신기를 체계장착 상태에서 용이하게 점검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

운용방안
·유도무기에 장착된 상태로 항재밍 수신기의 성능을 점검
·재밍 모의기의 재밍 신호와 GNSS 시뮬레이터의 신호를 조합하여 신호 출력
·재밍 모의기 출력 신호는 원하는 방향으로 모사하여 생성 가능
·GNSS 시뮬레이터 신호는 천정 방향으로 입사
·재밍 신호의 종류, 방향 및 세기를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로 생성 가능
·점검치구를 통한 운용기능 자체점검

안테나후드

CDU
(Control Display Unit)

미사일(유도무기체계)

재밍모의기

GNSS 시뮬레이터

*안테나 후드는 현재 특허 출원 중

장비구성

안테나 후드

재밍 모의기

자체점검치구

·각 포트의 신호를 배열 안테나 각 소자에

·재밍 신호의 입사각을 모사하여 송출

·안테나 후드를 통한 재밍 신호 점검

·각 소자에 대응되는 RF 위상면을 계산

·RF 출력 신호의 위상차를 보정

·GNSS 신호를 조합하여 송출 가능

·안테나 후드에 장착됨

대응되어 입사되도록 하는 장치
·유도무기 장착 상태의 항재밍 수신기 점검

시스템 규격
장 비

항 목

규 격

비 고 (옵션)

재밍 모의기

RF 주파수

GPS L1

GPS L2C, GLONASS L1

재밍 신호 종류

CW, Multi-tone, Sweep CW, C/A code,

종류 및 대역폭

AWGN, AM, FM, PM

Customizing 가능

재밍신호 동적범위

-90dBm ~ -30dBm

CW 신호 기준

재밍모의기 제어

제어 프로그램(컴퓨터)

통신

Ethernet / RS-232C

GNSS 신호 출력

GNSS 신호 동위상 출력(천정 방향)

동작 온도

-10℃ ~ 50℃

크기

483mm x 600mm x 132mm

전원

220V AC

지원 배열 안테나

곡률형 배열 안테나

안테나 고정

고정용 나사 사용

크기

220mm x 230mm x 150mm

안테나 후드

자체 점검 치구 신호 확인

GNSS 입력신호
19″ 3U Rack

안테나 후드를 통한 재밍모의기 및 GNSS 신호 송출 확인 커넥터 제외

RF Calibration

5개의 안테나 출력 포트의 위상차를 교정

크기

230mm x 220mm x 1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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