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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fing System(유도 및 포획 시스템)1

탐지장비: RADAR 무력화장비(유도): Spoofing Controller 및 Antenna 무력화장비(포획): RF 재머

Spoofing System 구성

주요기능

제품소개

GPS와 GLONASS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위성항법 비행을 하는 무인기/드론의

정확한 3차원(위도, 경도, 고도) 위치, 속도 파악 및 추적

탐지된 드론을 보호지역 밖의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하여 착륙시키는 기능

드론 탐지 및 유도거리는 5Km이상

자율비행, 미션비행, 수동비행(위성항법 참조) 드론의 비행 경로를 제어/조정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

기존의 안티드론 솔루션은 드론을 탐지하고,

높은 출력의 RF 재머를 이용하여 위성신호를 차단하여 방어하였으나

본 스푸핑 시스템(Spoofing System)은 위성신호를 소출력으로 기만시켜서 방어

본 Spoofing System은 위성신호 외에 다른 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불법 침입하는 드론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포획 하므로 폭발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 3D 고정식 Ku band Radar
- 탐지 드론의 위치 및 속도 탐지
- 군집비행 드론 탐지
- 드론 탐지율: 100%(Calibration 완료 시)

DSA504C

- 안전 지역으로 UAV(Drone) 유도 및 착륙(포획)
- UAV(Drone) 항법 조정
- Spoofer controller(안전지대 유도),
   RF Jammer(안전지대 착륙) 및 Spoofing System 제어 SW로 구성
- 드론 자율비행, 미션비행, 수동비행(위성항법 참조) 무력화

UADS-S1

DSA504C - UAV(Drone) 탐지 RADAR

UADS-S1 - UAV(Drone) SPOOF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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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Drone) 유도 및 포획 순서도

드론 제어 위성 신호

위성신호 동기화 시간

위치 탐지 범위

Spoofing(유도) 거리

유도 및 포획 안전지대 범위 (Guide CEP)

탐지 레이더 주파수

동작 온도 범위

GPS L1, GLONASS L1

10μs 이하

5km 이하

5km 이하

반경 120m 이내 (option 50m이내 가능)

Ku band

-20℃ ~ 55℃

items performance others

Controlled simulation signal type

System Detecting distance

System Spoofing distance

Guide 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Probation range

Detecting Accuracy

Detection and Spoofing speed of Drone/UAV

RADAR Average Power

Spoofer Control signal power

RADAR dead zone

Drone detection rate

System Power

System Power consumption

Weight

operation Temperature

GPS L1, GLONASS L1

under 5km

under 5km

below 120m

0° to 360°

distance ≤ 10 m, azimuth ≤ 0. 5°

3m/s ~ 80m/s

Under 100W

Under 5W

Under 200m

100%

AC 220V

below 1KW

Under 100kg

-20 °C ~ 55 °C

5km 지점 RCS 0.01m  기준2

Adjustable 

지향성(5Km 기준)

After doing optimization on defense site,
drone detection rate will be 100%

Detecting more than 100 UAV/Drones to
attack and cluster flying Drones

Ku band
radar

위성신호
수집

위성신호기만 및
기만신호 생성

소출력 Spoofing
signal 방사 RF재머

GPS
수신,분석

위성기만
신호생성

기만신호
송출

주요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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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타입 지역 방어시스템

드론돔 RF 스캐너 EOIR Camera

돔타입 지역 방어시스템 구성

주요기능

최첨단 드론 방어 시스템

드론의 위성항법을 기만하여, 보호 지역 밖으로 불법 침입하는 드론을 추방하는 시스템

기존 RF 재머 방식과 달리, 20mW이하의 소출력으로 운용되므로
위성통신 외의 다른 무선통신에 대한 전파 방해 없이 방어 가능

보호지역 기준 반경 500m 이상의 반구 형태의 보호막 형성

드론 침입 시 경고 알람 및 드론과 조종사 위치 파악(RF Scanner)

드론의 위치 파악 시 주야간 영상 식별 및 추적 가능(EOIR 카메라)

무인기(UAV)/드론의 침입에 대비하여 중요 시설을 저출력, 돔형태로 지역방어하는 시스템

실시간 드론 침입 방어 및 추방

최대 500m이상의 보호 반경 구축 가능

고정식으로 운영되는 장비로서, GPS L1,GLONASS L1 주파수에 대하여만 반응하여 방어하므로
다른 무선통신대역에 대한 영향이 없음

별도의 탐지 장비나 무력화 장비(재머) 없이 간단하게 중요 시설 방어 가능

DSA804C

돔타입 고정형 Spoofing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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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솔루션 소개

드론돔 주요 규격

기만가능 위성

방사 출력

보호반경

소비전력

공급전압

동작 온도 범위

GPS L1, GLONASS L1

20mW 이하

반경 500m 이상

50W 이하

110V - 220V

-20℃ ~ 55℃

RF Scanner

UAV및 Drone의 정확한 방향 탐지

Drone의 이동 방향을 자동으로 추적, Drone 의 통신신호를 수집 및 분석

RF Scanner에 전자지도 기능 포함

드론의 수동비행 시, 드론 조정자의 위치 파악

Drone 방어장비(DSA804C)와 연동하여, 최종 방어 시스템 구축

3Km이상의 탐지거리

items performance others
탐지주파수 범위

탐지 통신 프로토콜

방탐 거리

탐지 방위각

방탐 정확도

방탐 모드

동시 탐지 드론 수

방탐 가능 수신 level

드론 기종 분석

동시 추적 드론 수

피아식별 기능

조종사 위치 파악

방수방진

동작온도

400MHz ~ 6GHz

드론 제어 통신 신호 및 영상신호 탐지:  IEEE 
802.11a,b,n,g signal, Wi-Fi, Ocusync, Lightbridge, 

Mavlink, frequency hopping signal

3km 이상

100

+10dBm ~110dBm

4대 이상

가능(Digital 방탐 시)

가능(Digital 방탐 시)

가능(Digital 방탐 시)

IP65 이상

-30℃ ~ 55℃

360º 전방위

+/-5º 이내

Analog 방탐, Digital 방탐

선택 및 확장 가능

RMS

@ 2.4GHz EIRP 26dBm 
드론 기준, 개활지 기준

Update 가능

Update 가능

Update 가능

DSA604C

Majo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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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 Light Camera (주간)

Thermal Imaging Camera (야간)

방위각 범위

탐지거리 (소형드론기준)

Power consumption

Operation Temperature

1/1.8' progressive scan CMOS image sensor
(Lens Focal Length 16 -1000mm)

Uncooled vanadium oxide focal plane detector
(Thermal Imaging Lens Focus 25 - 300mm)

360도(360도 연속 무한 회전) 

under 3km

under 100W

-30℃ ~ 60℃

Major Specification

DSA104C

Photoelectric Tracking Device 드론 식별 장비(EOIR 카메라)

EOIR 카메라 장착 HD Image Resolution 드론 식별 및 추적 장비

Multi-spectral All-weather Monitoring

Long-distance Detection and Target Discovery

Smart Tracking and Deep Learning Tracking

돔타입 드론방어시스템 및 Spoofing System과 연동하여 방어시스템 운용 가능

탐지거리(소형 드론 기준): 3km 이하

식별거리(소형 드론 기준): 2km 이하

items performance
드론 탐지거리

Visible Light Camera

(주간)

Thermal Imaging Camera

(야간)

PTZ

Target Tracking Function

Network Function

General Infomation

> 3Km (Day), > 2Km (Night)

드론 식별거리 > 2Km (Day), > 1Km (Night)

Frame rate

Lens Focal Length

Resolution

Image Sensor

25/30 fps

Imagre fog reduction Optical fog reduction

Auto zoom during tracking Image vanadium oxide focal detector

55x(200-550mm continous zoom)

1920 x 1080

1/1.8” Sony Exmor CMOS Sensor

Image coding

Detector Tyoe

Lens Focal Length

Resolution

1280 x 1024

Auto zoom during tracking Support radar linkage automatic tracking

Accuracy ±0.02º

Uncooled vanadium oxide focal plane detecor

30 - 550mm continuous zoom

640 x 512

Vertical velocity

Horizontal range

Vertical range

Horizontal velocity

0.05º - 45º/s

Target finding Auto, radar or RF Scanner for azimuth guidance

Tarhet locking Auto or manual

360º continous infinite rotation

-45º to +70º

0.05º - 60º/s 

Radar distance overlay

Target tracking

Target recognition

Day and night tracking switch

Support

Display and output of tracking status Support

Auto zoom Auto zoom with preset target size

Auto

UAV/Drone

Auto

Interfaces

Radar access

RF Scanner access

Control protocol

UDP/RS422

Power supply 24VDC or 220VAC

IP level IP66

Dimension 500mm x 600mm x 700 (W x H x D)

Operation Temperature -20℃ to + 60º℃

Support

Support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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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건

주요기능

휴대용 Gun Type RF Jammer

2Km 이하 유효 재밍거리

1GHz~6GHz 주파수 RF Jamming(주파수 확장 가능)

높은 이득의 지향성 안테나 적용

One-key operation. Low-voltage battery 알람 기능

2D-electronically scanning antenna and separation of air-ground target

조준경(option) 이용 시 정확한 target 무력화

DSA904C

items performance others

Working frequency band

Signal Transmission Power

Effective Distance

Counter Angle

Pitch Angle

Continuous Working Time

Field Component Replacement Time

Battery

Dimension

Weight

operation Temperature

2.4GHz, 5.8GHz, GNSS 드론 통신 주파수 대역(주파수 확장 가능)

Under 10W/Band

2Km(SINR ≤20:1)

Direction ≥15°

≥40° (easy to aim)

1 hour

≤ 30mins

3500mAh

316*145*211mm (L*W*H)

Under 5kg

-20°C ~ 55°C 

adjustable

Total power: under 40W

Battery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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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drone Total Solution

Our Solution 배치도

국가 주요시설 드론 침투 방어 시스템 적용

당사 제안 구성

최종방어(추방)

2km (보호지역)

2~5km
(유도 안전지대)

탐지 및 식별

3~5km (드론 탐지 영역)

1차 방어(유도 및 포획)

Drone Dome

Radar/Spoofer

RF Scanner/
EOIR Camera

500m

(개활지 기준, 2km 보호 지역)

1

2

3

4

6

5

드론 탐지 - Ku band RADAR (DSA504C)

드론 무력화(유도) – Drone Spoofer (UADS-S1)

드론 포획장비 - RF Jammer (DSA904C)

방탐 및 식별 장비 - RF Scanner (DSA604C) & EOIR (DSA104C)

드론 무력화(지역방어) 장비 - 돔타입 고정형 Spoofing 시스템 (DSA804C)

통합관제 S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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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fing System 무력화 기술과 RF재밍 무력화 기술 비교

비교항목 RF Jamming 기술 위성신호 Spoofing 기술 비고

무력화 기법

위성신호 대응

송신 출력

무력화 효과

안전성

드론 탐지 및 식별장비 필요성

가격

RF 재밍 위성신호 Spoofing

5W이하 (Spoofing System 기준)

20mW이하 소출력
(돔타입 지역 방어시스템 기준)

고정형 위성신호 기만 보호막
형성을 통한 침입 드론 추방

가변형 위성신호 기만 기술 적용
침입 드론 유도 및 포획

차단 기만

대출력 필요 (500W이상)

고출력 필요 (20W이상)

매우 고가
(30억이상, 드론 및 식별 탐지장비 포함)

위성신호 차단을 통한 무력화

위험 안전

탐지 및 식별 장비 불필요
(돔타입 지역 방어시스템 기준)

저가
(4억이하, 돔타입 방어시스템 기준)

탐지 및 식별 장비 필요

반경 500m 기준

5km 기준

돔타입 지역 방어시스템

Spoofing System

시스템 관점

방어체계 관점

드론 RF Jammer
인지 후 드론 추락

드론 Spoofer
인지 후 안전구역으로 드론 이동

Safet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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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RF Jammer vs. Drone Spoo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