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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만 하여도 미국과 소련만이 우주활동의 주요국이었으나, 오늘날 80여
개국이 우주 기반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현재 약 1,700기의 위성이
활동 중이며, 그 수는 15년 전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지구관측과 위성통신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우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위성의 수는 증가
하고 있으나, 활동 중인 위성 자체는 우주 공간에 있는 전체 물체의 일부분에 불과
하다. 지구 근방 우주에 있는 물체의 90% 이상은 사용된 로켓 몸체와 우주파편과
같은 활동이 중지된 물체이며, 우주잔해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체의 수는 점점 증
가하고 있다
인공위성과 우주파편의 증가는 안전한 우주운영을 위한 두가지 주요 도전과제
를 도출하였다. 첫번째 과제는 지구 궤도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궤적을
예측하는 문제이며, 두번째는 작동 중인 위성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여 추가적인
우주잔해물을 생성할 수도 있는 우주물체 간의 충돌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데에 궤
적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앞
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7,000에서 8,000기 정도의 소형 위성군(群)
이 발사될 것이다 <표 1>. 제안된 60개 이상의 위성군(Mega-Constellations)의 일부
라도 향후 실제로 배치된다면 임무수행 중인 위성의 숫자는 수만 개가 될 수도 있
다. 학술적 연구는 이러한 소형위성군의 발사가 향후 근접(conjunction) 위험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 ESA)에 의해 수행
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소형위성의 거대위성군의 운영은 오늘날과 비교하여 근
접의 위험을 7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새로운 큐브샛 만으로 매년
수백만 회의 근접경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현재 근
접 분석 기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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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이라는 우주감시 및
추적의 주요 정보제공자였던 미국 정부는 우주물체의 위치정보를 비용없이 제공하
여왔다. 또한 타 우주물체가 각 기관의 우주자산에 너무 근접할 경우 관련 위성 운
영자에게 경고를 보내왔다. 전세계적으로 우주활동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자신들의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우주물체와 운영환경 특성을 상호 제공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사용하는 양쪽 측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주교통관제(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발사, 재진입 및 궤도 상 활동을 통합하는 국제
우주교통관제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몇몇 국가가 자체적으로 제정된 프로세스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관제 영역에서의 급속한
국제적 활동 추세를 감안할 때, 우주환경에서 국가우주자산 운영의 안전성,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조정, 궤도상 운영을 의미하는 우주교통관
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정책 및 기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표 1> 거대위성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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