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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우주국 SLS 발사체 개발 동향
박창수*

1)

NASA’
s Space Launch System Development Status
Park, Chang-Su*

ABSTRACT

After the retirement of the Space Shuttle, the United States could not send a person to space
from its soil for 9 years. This year using a commercial launch vehicle they have sent a crew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 the first time. Why was there a break in human space
transportation capabilities? The retirement of the Space Shuttle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onstellation Program is summarized here.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succeeding Space
Launch System is described in detail. Also a brief outlook is given on the future of NASA’s
human space program.
초 록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미국에서는

9년

동안 우주로 사람을 보내지 못했다. 올해 처음으로 미

국의 상업 발사체로 사람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다. 왜 이런 유인 우주 수송 능력에 공백이
발생한 것인가? 여기서는 우주왕복선이 퇴역하게 된 원인과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로그램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Constellation 프로그램의 취소 등에
Space Launch System의 현황과 향후 미국 유인 우주 프

Key Words : Space Launch System (SLS 발사체), Artemis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Constellation (콘스텔
레이션 프로그램), Orion (오리온 유인 모듈), Launch Vehicle (발사체), Development Status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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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ark@kari.re.kr

4

박창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pp. 3~21

1. 서 론

2. 우주왕복선부터 Constellation

화성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은 어떤 우주복과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갈까? 불과

해

도

주

NASA

로고가 새겨진

10년 전만
우주복에 NASA

도의 국제협력 파트너들과 비용 분담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천문학적 비용이

미국은

2011년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약 9년간 미국 내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
하지 못했다.

2020년 Falcon 9/Crew Dragon과
2021년 Atlas V/CST-100, SLS/Orion을 통해 미

국 영토 내에서 다시 유인 우주선 발사가 시작

소요되는 유인 우주 탐사는 정부 주도산업에서

된다.

일론

주도의 달 탐사와 우주왕복선이었다면

머스크

(SpaceX),

제프

베조스

(Blue

Origin)등 억만장자들의 사업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의 비전은 인류가 우주 및 다른 행
성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저렴한 우
주 운송 시스템 개발이 목표이다. 정부 주도의
아폴로 계획과 우주왕복선 계획에 참여한 많은
이들도 유사한 꿈을 꾸었다.

지금은 우주 개발이 상업 영역과 만나면서

서로의 역할이 섞이고 있다. 미국은 이제 지구
저궤도는 미국 내 상업 회사에게 사람과 화물

20세기

미국 유인 우주프로그램이 정부

21세기의
미국 유인 우주프로그램은 우주정거장, 상업화,
달 기지, 화성 탐사로 대표될 것이다. 21세기 들
어 지금까지의 미국 유인 우주 프로그램의 경과
는

<그림 1>에

요약하였다. 미국 유인 우주프로

그램이 어떻게 원하지 않는 공백기를 갖게 되었

Constellation
한다.

는지 우주왕복선과
해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을 통

2.1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수송을 맡기고 정부 주도 개발은 그 너머의 목
적지를 주요 임무로 보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NASA에서 개발 중인 유인 우주 발사체 프로
그램(Space Launch System, SLS)이 우주왕복선
과 Constellation 프로그램을 거쳐서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며 21세기 미국 유인
우주 프로그램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유인 달 탐사 경쟁에서 이
겼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Saturn

발사체를

갖게 되었다. 달 착륙 이후 우주에 대한 관심
은 자연스럽게 대중과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떨
어지면서

NASA가

갖고 있던 재사용 운송수단,

우주 정거장, 달 기지, 유인 화성 탐사 등의 야

그림 1. 미국 NASA 유인 우주 프로그램 연표 (200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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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 우주 분야 계획은 예산 감축으로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NASA는

1970년대에
성공한다.

로그램만

이 중 우주왕복선 프

1981년

1986년 챌린저 사고
극복하고[2] 비교적 순조롭게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이후 문제점들을

첫

진행되고 있었으며 높은 운용비용을 낮추기 위

우주왕복선은 저비용 재사용 발사체로 계획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3]. 우주왕복선은 임무

발사에

진행하게 되며

5

되어 궤도선(orbiter), 외부 탱크(external
부스터(booster)로

<그림2>와

tank),

같이 구성되는데

외부 탱크를 제외하고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우주왕복선은 설계 초기부터 경제성을 중요

하게 여겨서 정부 수요, 상업 수요, 군 수요를

10년간

연

50회(매주) 발사 시 비용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
단되었다[1]. 첫 발사가 이루어질 즈음에는 연
간 24회(격주) 발사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되었으며 실제 30년간 발사 기록을 보면 <표
1>과 같이 총 135회 발사로 연간 4.5회 발사가
이루어져 초기 계획대비 1/10 수준이었다.
표 1. 우주왕복선
번호

명칭

첫 비행

수명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같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림 3>과

2020년까지

사용하

그림 3. 통합 우주 운송 계획 (2002년) [3]

그림 2. 우주왕복선의 주요 구성 요소
(NASA 제공)

모두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해 계약/운용 주체 단일화, 예산 및 인원 감축

하지만

2003년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사고를

계기로 우주왕복선과 이후의 모든 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후 대규

6개월 만에 콜롬비아 사고
조사위원회 (Columbia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CAIB)의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
모 조사를 통해 약

서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기술적인 요인과 조직
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향후 미국 우

주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3].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우주왕복선 사고의
횟수

비고
대기권
시험용
2003년 귀환 중
사고
1986년 이륙 중
사고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OV-101

Enterprise

1977.2.18.

-

OV-102

Columbia

1981.4.12.

28

OV-099

Challenger

1983.4.9.

10

OV-103

Discovery

1984.8.30.

39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면

OV-104

Atlantis

1985.10.3.

33

기술적 사항 및 조직 관련 개선 요구사항들을

OV-105

Endeavour

1992.5.7.

25

반영하고 모든 시스템과 서브시스템을 재인증

건설을 위해

우주왕복선 비행을 재개하도록 요구하였다. 중
기 계획으로는 만약 우주왕복선을

2020년까지

CAIB에서

제시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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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alification)하도록

권고하였다. 장기 관점

-

에서는 미국 유인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결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지구
근처 임무만 수행하는

NASA에게

-

아폴로 계획

과 같은 원대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보고서 이후

Bush

대통령은

2004년

1월 우주탐사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우주 정책
(The Vision for Space Exploration,VSE)을 발표
하였고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1. 201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완성 및

활동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달 유인 탐사 및 무인 화성 탐사 후

3.

탐사 지원을 위한 우주 수송 능력 개발

*
*

4.

지구저궤도를 넘는(BLEO) 유인
탐사선 개발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과 화물 분리운송

국제 및 상업 분야 참여

*
*

미국의 탐사 계획에 국제적 참여 추구
국제우주정거장 및 지구저궤도를 넘는
탐사 분야에 상업 영역 참여 추구

우주 탐사 비전은 우주왕복선을 조기에 퇴역
시키고 신규 유인 발사체 개발 전까지는 유인

우주왕복선의 퇴역

우주운송 계획에 공백이 발생하여 비판을 받았
다.

2. 2008년까지 신규 유인 우주선 개발,
2014년까지 첫 유인 우주선 발사

<그림 4, 5>는

계획 발표 당시 수립된 로

드맵과 예산 계획이며 발표
부)에도

3. 2020년까지 달로 귀환,

NASA

5년

이후(차기 정

예산의 점진적 증가가 계속되

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유인 화성 탐사 준비

5년간 10억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1.2조

화성 및 우주에서 장기 유인

화성 유인 탐사 준비 착수

2.2 신 우주 탐사 비전 (2004년)

CAIB의

생명체 존재 증거 탐사

달러

원)의 예산 증가도 약속하였다[4]. 신규

비전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우주로 가
져오고자 했고

2004년은 Bush

정부 재선이 있

던 해로 재집권 시 지속 가능한 계획이었다.
다만 추가로 약산한 예산의 양이 크지 않아서
실제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달러(12조 원)는

NASA의

100억

다른 우주 과학 탐사

사업들을 축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NASA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5].

1.
2.

*

4가지

영

그림 4. 우주 탐사 로드맵을 위한
우주선 운용/개발 계획 (2004년) [5]

지구저궤도(LEO) 우주활동

*
*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

-

재비행 시작 및 퇴역 준비
완성 및 활용

지구저궤도를 넘는(Beyond

*

달 –

-

2008년

무인탐사,

LEO)

2020년

탐사활동

달 착륙

화성탐사 기술개발 시험장

화성 및 그 외의 대상

-

화성, 목성의 위성, 소행성 등에서

그림 5. NASA의 예산 프로파일 (2004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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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nstellation 프로그램

2005년 4월

신임

NASA국장 Michael Griffin

이 부임하면서 신 우주 탐사 비전에 따라 발생
하는 유인 우주 수송 공백을 줄이고 제한된 예

7

보고서에서는 여러 발사체 구성 옵션을
림

9>와

정성의

<그

같이 안전, 성능, 확장성, 위험, 가격적

5가지

감도지수(figure

로 평가하고 검토하였다.

of merit, FOM)

산 내에 개발하기 위해 발사체 개발 적정성 검
토(trade

off study)를

지시하였다. 검토 결과는

6개월 뒤 우주탐사 시스템 체계 연구 보고
서 (Exploration Systems Architecture Study,
ESAS)로 발표되었다[6].
ESAS 보고서에서 새로운 유인 우주 프로그
램은 국제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달, 화성 유
약

그림 9. NASA의 발사체 선정 감도지수[6]

인탐사까지를 목표로 하는 발사체 개발이 기본
운용 개념<그림

6~8>으로

정립되었다.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사고의 결과로 안전을
위해 유인 수송 발사체와 화물 수송 발사체를
최대한 분리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이 전제 되

2개의 발사체를 개발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소유즈(Soyuz)와 프로그레스(Progress) 우주선
어

이 유사한 개념으로 유인 우주선과 보급선을
그림 6. 우주정거장 수송 기본 개념 [6]

분리하여 발사한다. 우주왕복선의 경우 사람과
화물을 모두 운반하는 셔틀 개념이어서 화물칸
결정 시 잠재적 사용자인 군 요구에 따라 커진
궤도선 설계를 채택하였다.

그림 7. 달탐사 기본 운용 개념 [6]
그림 10. Crew Exploration Vehicle 선정 [6]

신규

개발되는

유인

탐사

발사체(crew

exploration vehicle, CEV)는 우주왕복선보다 높
은 신뢰도를 가져야 했다. CEV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단은 우주왕복선의 고체 부스터 1기
를 그대로 사용하고 2단은 우주왕복선의 RS-25
엔진(SSME)을 사용하여 신규 개발하기로 결정
했다 <그림 10>. 당시 개발된 Delta나 Atlas 발
그림 8. 화성 탐사 기본 운용 개념 [6]

사체를 개량하여 유인급으로 인증해서 사용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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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비해 고체 부스터와 신규

2단

개발이

비용과 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후 설계가 진행되면서 유인 탑재 모듈의

5 세그먼트로 늘
리고 2단 엔진을 개선된 Saturn V 2단 엔진인
J-2X를 사용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중량이 늘어나 고체 부스터를

I, Ares V로

명명하였고 유인 모듈과 달착륙선

은 별자리명인

Orion, Altair로

<그림 12>에 신규 발사체와
Saturn V를 비교하였다.

명명되었다.
우주왕복선,

그림 12. Constellation 발사체 비교 [7]
그림 11. Cargo Launch Vehicle 선정 [6]

화물 수송 발사체

CaLV)는

(cargo launch vehicle,

달탐사를 위해 고중량 발사와 안전성

이 요구되었다. 개발 방안으로 사람은 유인 탐
사 발사체(CEV)를 이용하고 화물은 초대형 발

1.5-Launch, 동일한 발사체로
사람과
화물을
2번에 나누어 발사하는
2-Launch, 유인 1번 및 화물은 2번에 나누어
발사하는 3+Launch 안이 고려되었다. 보고서는
<그림 11>과 같이 1.5-Launch를 선호 안으로
제시하였다. CaLV 1단의 경우 우주왕복선 외
부탱크를 길게 늘려서 RS-25 엔진 5기를 장착
하였으며 우주왕복선 부스터 2기를 5 세그먼트
로 늘려서 사용한다. 2단은 지구출발용 단
(Earth Departure Stage, EDS)으로 J-2X엔진 2
기를 이용한 개발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규 유인 모듈은 ISS까지 6인을 수송할 수
사체를 이용하는

Constellation 프로그램은 1970년대 우주왕복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
발 프로그램으로 지상시스템, 시험설비, 소프트
웨어 등을 포함하여 NASA 센터들도 현대화되
었다. <그림 13>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전역의 NASA 센터들과 역할을 보여준다.
선 개발 이후

그림 13. Constellation 프로그램에서
각 NASA 센터의 역할 [7]

있도록 요구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달과 향후
화성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달 착
륙선도 아폴로 계획과 같이 유사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이 계획이

Constellation

NASA는

달 착륙을 목표로 하면서 예전 아

폴로 계획에 버금가는 계획을 준비했다.
보고서에서는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화성

탐사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사체는

Ares

11호까지의

ESAS

각 임무를 비

<그림 14>와 같은 비행시험계획을 제
시하였다. 계획을 보면 2011년에 새로운 유인
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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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를 발사하는 일정이라서 유인 수송 공백
이

1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첫 유인 우주비행까지 유인 탈출 시스템 시험

3회 (Launch Escape System, LES), 1단 시험
비행 1회 (Risk Reduction Flight, RRF-1), 인증
시험 2회 (RRF-2,3), ISS 화물 운송 1회
(Unpressurized Cargo Mission, UCM-1), ISS
유인 우주 임무(ISS-1)로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상업 유인 운송 프로그램도 유사한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2.4 미국 유인우주비행 계획검토 위원회

2009년 Obama 정부로 바뀌면서 NASA 국장
도 Charles Bolden으로 임명되었으며 미국 유
인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다시 이루어
졌다.

Constellation

프로그램은 예비설계검토회

의(PDR)까지 진행되었으며

NASA

프로젝트 관

리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에 대한 결정시점(Key

Decision Point, KDP-C)
에 와 있었다. 2009년 5월 미국 유인우주비행
계획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10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9].
검토 위원회는 5가지 관점에서 미국의 유인
우주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1.
2.
3.

그림 14. 시험 계획 [6]

9

우주왕복선의 미래는 무엇인지?

국제우주정거장의 미래는 무엇인지?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는 무엇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4.

지구 저궤도에 사람을 어떻게 수송해야

5.

지구 저궤도를 넘어 탐사하기 위한 가장

하는지?

Constellation 프로그램은 우주왕복선의 기존
자원(부스터, 엔진, 외부탱크, 발사패드,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증
가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15>와
같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Constellation 프로그
램이 착수 된지 4년 지난 2009년의 평가를 보
면 초기 예산 부족으로 일정 지연, 기술적 난
제 미해결, 비용 증가를 겪고 있었다[8].

제우주정거장 수명, 초대형발사체 개발 방향,

그림 15. 우주 탐사 계획 (2005년 기준) [6]

그림 16. 미국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 옵션 안 [9]

실용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위원회는 제한된 예산, 우주왕복선 수명, 국

저궤도 수송 수단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향후
유인우주비행계획을 총
으로 제시하였다.

5가지

옵션

<그림 16>

10

박창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pp. 3~21

옵션

1과 2는 2014년까지

매년 예산이 동일

1.4% 증가하는
예산 프로파일이다. 옵션 3~5는 2014년까지 연
간 예산을 30억 달러(3.7조 원)로 더 증가시키
고 이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2.4% 증
가하는 예산 프로파일이다.
옵션 1은 기존 Constellation 계획이며 옵션
2는 지구저궤도 유인 운송은 상업 발사에 의존
하고 ISS를 2020년까지 수명 연장, 초대형 발사
체는 기존 Ares V Lite 기반이다.
옵션 3은 기존 Constellation 프로그램에 예
산 증가가 포함되어 옵션 1에 비하여 일정 지
연을 최소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옵
션 4는 달탐사 우선(Moon First)으로 하며 ISS
는 2020년까지 수명 연장, 초대형 발사체는
Ares V Lite 또는 우주왕복선 기반인 경우이다.
옵션 5는 유연한 경로(Flexible Path)로 달 궤도
탐사, 근지구 소행성 탐사, 화성궤도 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달 착륙선 개발은 빠지게 된다.
위원회는 당시의 2010년 예산 규모로는
NASA가 지구저궤도를 벗어나는 유인 임무 계
하거나 감소되고 이후에는 매년

Obama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2011년도
차기
국가예산
계획에서
Constell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
였고 2010년 4월 유인우주비행 검토위원회의
제안에서 조금 변경된 “옵션 5 유연한 경로”를
신규 유인우주계획으로 택한다.
2.5 Constellation의 종료와 교훈

NASA는 Constellation

계획 취소에 많은 혼

란과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NASA는 비용 증
Constellation PDR 종료 이후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그림 14> 시험계획에서 RRF-1로 계획
된 1단 시험 비행체인 Ares I-X 발사체의 발사
가 2009년 10월 28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LES로 계획된 Orion 유인 모듈의 발사
대 비상 탈출 시험 (Pad Abort-1)이 2010년 5
월 6일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가에도 불구하고

획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탐사 계획 규모에 맞는
예산 증가와 적절한 일정 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예산 증가가 뒷받침될 경우 옵션

3~5는 모두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NASA의 연도별 예산은 <그림 17>에 주어졌
는데 달성하려는 목표에 비하여 예산이 충분하
지 않은 상태였다.
전이어서

NASA

2009년은

우주왕복선 퇴역

예산의 많은 부분은 우주왕복

선 운영에 아직 쓰이고 있었다.

그림 18. Ares I-X
(NASA 제공)

그림 19. Orion PA-1
(NASA 제공)

Constellation 종료 이후 NASA 내부적으로
교훈 (lessons learned)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미국 프로그램에서 나온 교훈들이지만 정부 주
도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참고할 만
하며 다음의 8가지로 요약된다.

[10,11]

교훈1. 변화에 강인한 계획 또는 최적의 계

획을 세울 것인가? 확실한 것은 예산은 항상
그림 17. 연도별 NASA 예산 변화 [9]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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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2. 일정 지연과 고정 계약 비용. 예산 감
축에 따른 일정 지연이 고정 계약 비용 내에서
모두 흡수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줄어든다.
교훈3.

설계

Constellation

및

제조

프로그램이

표준의

테일러링.

10개 NASA

센터가

참여하면서 설계/제조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여

11

달성을 위한 조직의 변화 검토를 권장하였다.

교훈7. 원거리 조직 간의 의사소통. 개인 간

의 네트워크와
교훈8.

IT

비행

Constellation
Orion 발사대

기술이 소통을 높일 수 있다.
시험.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에서는

배운다.

Ares I-X와

탈출 시험의 성공을 통해 각각의

시험 목적을 달성했다. 시스템 설계/인증 프로

유인 우주 모듈 주계약자가 지켜야 하는 표준

그램에 비행시험을 포함하여 기술적 위험 요인

문서만 해도

들을 줄이고 주요 시스템 능력을 시연을 하도

75종에

이르는 상태였다. 콜롬비아

사고 이후 표준에 대한 웨이버(waiver) 사용을
꺼리는 문화가 생겼다. 교훈으로는 제시된 표준
만족에 대한 업무를

NASA가

선제적으로 확인

하여 주계약자의 짐을 덜어야 하고 테일러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교훈4. 리스크 기반 설계(risk informed
design). 규칙 기반 설계 (rule-based design)가
처음부터 시스템에 주어진 요구조건을 모두 만
족해야 한다면 리스크 기반 설계는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설계를 한 후 추가 기능을 넣으면
서 중량, 전력과 같이 리스크를 설계의 한 요

록 권장하였다. 개발 사이클 중간에 일부 비행
시험을 포함하여 결과가 피드백되는 계획을 강
조하였다.

3. SLS 프로그램

Space Launch System (SLS) 프로그램은
Constellation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수립된
계획으로 “유연한 경로”의 새로운 목표와 임무
범위<그림 20>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발사체
옵션들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소로 취급하며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면서 설계
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Orion과 Altair

설계에

사용되어 임무 성능을 만족하며 안전성과 신뢰
성을 높였다고 한다.

교훈5. 역할, 책임과 권한.

그램을 통해

10개 NASA

Constellation

프로

센터가 모두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 업무가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이러다 보니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
분명한 업무 영역도 발생하였다. 교훈에서는

그림 20. SLS 발사체 임무 [12]

역할과 권한의 정의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따
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역할과 권한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교훈6. 조직은 생명체이다. 완벽하게 만들 수

는 없지만 더 좋게는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조직이 상황에 맞게 진화하고
적응되도록 꾸며야 한다. 주요 마일스톤 검토
회의 시점에 업무 변화에 따라 다음 마일스톤

3.1 SLS 발사체 개발 방향

SLS의

주 개발 방향은 안전성(safe), 가격적

정성(affordable), 지속가능성(sustainable)

3가지

이며 지구저궤도 너머 유인 탐사가 주요 임무

목표이다. 당시 수행된 적정성 검토 연구[13]에
서 안전이 보장되는 옵션들에 대하여 감도지수

(figure of merit)에
평가 하였다.

다음과 같은 비중을 두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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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사용한다. 이처럼 많은 요소들이 신규 설계가 아

: 10 % / 프로그램 : 10 %

닌 기존에 우주에서 사용된 이력을 갖고 있어

가격적정성 : 55 % / 일정
성능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친
초대형 발사체

1개만

SLS의

개발하며

최종 형상은

개발 비용 절감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점진적으로 발사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림 22. SLS Block 1 유인 수송 형상 [12]

3.2 하드웨어의 개발 및 시험
그림 21. SLS Block 업그레이드 계획 [12]

SLS의 Block 1 형상은 Constellation 프로그램
의 Ares V와 유사하다. SLS는 <그림 22>와 같
이 코어 단, 2개의 고체 부스터, 2단, 유인 모듈,
탈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존 Ares V의 코어
단은 직경 8.4 m의 우주왕복선 외부 탱크를 늘
려서 RS-25 5개를 사용하는 경우와 직경 10 m
신규 탱크에 Delta IV 엔진(RS-68) 6개를 사용하
는 안을 검토하였는데 SLS에서는 직경 8.4 m 탱
크에 RS-25 엔진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다.
부스터
2기는 5 세그먼트용으로
Constellation에서 개발 중인 것을 그대로 이용
한다. 2단은 RL-10 엔진을 사용하는 Delta IV 2
단 (Delta Cryogenic Second Stage, DCSS)을
SLS 요구조건 맞게 일부 수정한 Interim
Cryogenic Propulsion Stage(ICPS)를 이용한다.
Block 1B부터는 ICPS를 J-2X 엔진을 사용하는
신규 Exploration Upper Stage (EUS)로 대체 예
정이다. 유인 모듈과 탈출 시스템은 개발 중인
Orion을 그대로 이용하며 Orion 아래의 추진 모
듈은 유럽우주국의 자율보급선(ATV) 추진모듈을
일부 개량한 European Service Module(ESM)을

3.2.1

코어 단

SLS

(Boeing)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코어 단으로 대형 탱크 제작에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제작을 하게 되었다. 코어 단

<그림 23,24>와 같이 직경 8.4 m에 길이만
65 m에 이르는 초대형 단이다. 액체 수소 탱
크, 액체 산소 탱크, 인터탱크, 전방 동체, 엔진
부로 구성되며 Michoud Assembly Facility
(MAF)에서 제작과 조립이 모두 이루어진다.
은

코어 단은 추진제 탱크 제작 문제와 엔진부의

추진기관 조립 및 하니스, 용접 등의 요인으로
많이 지연되었고 주 계약업체가 업무 범위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함에 따라 약
었다[14].

2.5년

지연되

그림 23. Core Stage 조립 (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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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RS-25 개발 계획 [15]
그림 24. Core Stage 이송 (NASA 제공)

3.2.2 RS-25

SLS 1단

엔진

(Aerojet Rocketdyne)

엔진으로 우주왕복선 엔진인

RS-25

RS-25 엔진
16기와 개발용 엔진 2기를 확보하였다. 이 엔
진들은
SLS 발사체에 맞게 개조(RS-25
Adaption)되며 신규 엔진제어유닛(ECU)을 이
용하여 SLS 발사 환경에 맞게 새로 인증 되었
다<그림 25>. SLS 4호기 이후에는 RS-25 생산
라인을 재개하여 생산한 RS-25 Restart 엔진을
이용한다<그림 26>. RS-25 Restart 엔진은 SLS
를 선택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된

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격적정성을 위
해 최신 소재, 생산 기술, 기법 등을 적용하여

<그림 27>과 같이 엔진 가격을 30% 줄이는 것
이 목표이다[15]. 최근에 Aerojet Rocketdyne은
18기의 RS-25 Restart 엔진을 추가 생산하도록
18억 달러(2.2조 원) 계약을 맺었다.

그림 27. RS-25 Restart 비용감축 목표 [15]

3.2.3

부스터

SLS에
부스터를
다.

(Northrop Grumman)

사용되는 고체 부스터는 우주왕복선의

1

세그먼트 더 늘려서 사용하게 된

SLS용 부스터는 메탈 케이싱을 보호하는
Propellant Liner and Insulation(PLI) 소재를
독성이 덜한 것으로 변경하면서 균열이 발생하
여 여러 번의 설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였다.

1

년 정도의 일정 지연과 더불어서 추가 개발 비
용이 소요되었다[14].

그림 25. SLS EM-1 RS-25 Adaption 4기
(NASA 제공)

그림 28. 5 세그먼트 고체 부스터 인증 시험
(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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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단

및 어댑터

(Boeing)

지만

SLS의 2단은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임
무에는 Delta IV의 2단을 일부 수정한 ICPS를
이용한다. 현재는 SLS의 3번째 발사까지 ICPS
가 사용될 예정이다. ICPS를 코어 단 및 Orion
과 연결하기 위해 <그림 29>와 같이 발사체
단 어댑터(LVSA)와 Orion 단 어댑터 (OSA)가
추가로 필요하다. OSA의 경우 <그림 30>에서
볼 수 있듯이 SLS에서 보조 탑재체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첫 비행에서 Orion 분리
이후 13기의 6U Cubesat을 달지구천이궤도에
서 분리할 예정이다.

Orion

모듈은 계속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Orion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Orion은 <그림 33>과 같이
ATV의 추진모듈을 서비스 모듈(ESM)로 사용
한다. ATV는 다섯 번의 ISS 운송 서비스를 통
해 우주환경에서의 작동을 입증한 유인급 보급
선이다. 하지만

ESM

개발을 미국이 아닌

ESA

가 주관을 하다 보니 일정 지연에 대하여 대처
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2018년에는 ESM

지연

으로 인해 전체 발사 일정 지연도 예상되었다.

그림 29. 상단 및 어댑터 [12]
그림 33. Orion 프로그램 구성 요소
(NASA 제공)

그림 30. OSA
(NASA 제공)

그림 31. LVSA
(NASA 제공)

그림 34. Orion/ESM 환경 시험 (NASA 제공)

그림 32. ICPS (NASA 제공)

3.2.5 Orion/ESM (Boeing/ESA)

Orion

유인 모듈은

Constellation

프로그램과

함께 취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
았다.

Ares

발사체는 비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

Orion 모듈은 Constellation 프로그램 종료
이후 RRF-2로 계획된 지구재진입 시험비행을
위하여 2014년 12월 Delta IV Heavy에 탑재되
어 Exploration Flight Test(EFT-1) 비행을 수행
하였다. 2019년 7월에는 Orion Launch Abort
System(LAS) 시험을 위해 상승 비행 중 탈출
시험 (Ascent Abort-2)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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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FT-1
(NASA 제공)

3.2.6

그림 36. AA-2
(NASA 제공)

그림 37. 이동 발사대 ML-1 (NASA 제공)

이동 발사대

SLS 발사체는 Kennedy Space Center의
LC-39B 패드에서 발사된다. LC-39B에서는
Saturn V와 우주왕복선, Ares I-X가 발사되었
다. 인근의 LC-39A는 민간에 임대되어 SpaceX
의 Falcon 9과 Falcon Heavy 발사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
SLS 프로그램 초기에 Ares I-X 발사에 사용
된 발사대 ML-1을 개조하여 SLS를 발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시에 비용 측면에서 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SLS가 Ares I에
비하여 총 중량이 2배가 넘고 화염 형상 등이
다르다 보니 개조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개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정도로 비용이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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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 개발 비용으로 2014년에 3.8억 달러
(4700억 원)로 예상된 비용이 2020년에는 6.9억
달러(8500억 원)로 늘었다[14].
ML-1은 SLS Block 1을 위해 개발된 발사대
로 이후 Block 1B 발사를 위해서는 ML-1을 다
시 개조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약 3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NASA의 우주안전자
문패널 (Aerospace Safety Advisory Panel)에서
는 두 번째 이동 발사대 ML-2 개발을 권고하
였다. NASA는 2019년 ML-2 개발을 Bechtel
National사에 3.5억 달러(4300억 원)에 계약하
여 2023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14].

그림 38. ML-1과 ML-2의 차이 [14]

3.2.7 Core Stage Green Run

SLS는 2020년 3월 Core Stage Green Run
준비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중단된
상태이다. 여기서 Green은 아직 시험해보지 않
은 하드웨어를 뜻하며 Green Run은 신규 하드
웨어로 전체 시험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
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추진기관시스템시
험설비(PSTC)에서 수행하는 시험과 유사하다.

2018년 Jim Bridenstine이 NASA 국장으로 취
임하며 일정 달성을 위해 Green Run 취소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취소보다 수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
획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SLS 코어 단은 MAF에서 조립 된 이후
Green Run을 위해 <그림 39>와 같이 Stennis
Space Center (SSC)의 B-2 스탠드로 이송되어
다음의 8가지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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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험
시험
시험
시험

1: 모달 시험
2: 발사체 전원 인가 체크
3: 추진기관/엔진 기밀 체크
4: 유공압 및 TVC 체크
5: Wet Dress Rehearsal(WDR)을

ML-1은 VAB로

롤백 하여 최종 발사 준비 후

다시 롤아웃 하여 발사를 하게 된다

[12].

위한

세이핑 체크

시험
시험
시험

6: 카운트다운 및 연소시험
7: Wet Dress Rehearsal
8: 코어 단 연소시험

모사

코어 단은 시험 스탠드에서 리퍼비싱되며 이

SSC에서 다시 해상으로
(KSC)까지 이송한다.
후

케네디 우주센터

그림 40. SLS Block 1B Crew 프로세스 흐름도[12]

3.3 개발 조직 및 참여 기관

그림 39. Core Stage Green Run 계획 [16]

3.2.8 SLS

발사체 총조립,

SLS Block 1B

WDR,

발사운영

<그림 40>
과 같은 프로세스로 총조립이 진행된다. SLS
Block 1과 다른 점은 ICPS 대신 EUS를 사용한
다는 점이다. SLS 발사체는 Vehicle Assembly
Building (VAB)에서 이동 발사대 ML-1에 조립
되며 LC-39B로 롤아웃 한다.
LC-39B에서는 WDR이 계획되어 있으며 코어
유인 임무의 경우

SLS 프로그램 개발은 Apollo 및
Constellation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NASA의
Marshall Space Flight Center(MSFC)에서 발사
체를 개발하고 Johnson Space Center (JSC)에
서 Orion 유인 모듈과 임무 운영을 담당한다.
Kennedy Space Center (KSC)에서는 발사대 및
지상 설비를 담당한다. Constellation 프로그램
오피스는 JSC에 위치하였으며 Ares, Orion, 지
상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
는

SLS

발사체,

Orion,

3개 프
SLS 프로그램
MSFC에 위치하며 <그림 41>과 같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로 운영된다[17].
지상 시스템의

로그램이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오피스는
조직되어

단 엔진점화 직전까지 카운트다운을 진행하며
발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WDR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며 카운트다
운 정지 후 발사

10분

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

등을 통해 전체 지상시스템과 발사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WDR

이후 발사체와

그림 41. SLS 발사체 프로그램 MSFC 조직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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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되고 의회의 승인

을 받다 보니 예산이 가능한 미국 전역으로 나
누어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고 자주 강조된다.

2014년에는

미국

42

400개 업체 계약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2019년에는 1100개 업체 계약자, 43개주로 늘
어났다. 미국 주 계약 업체(prime contractor)로
Boeing(코어 단, 상단), Northrop Grumman
(부스터), Lockheed Martin Space Systems
(Orion), Aerojet Rocketdyne (RS-25, J-2X),
Jacobs (발사대 설비)등이 있다.
개주에

17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정 지연 및 비용 증
가가 발생하고 있다.

SLS의

발사 일정 지연 경과는

요약되어 있다.

SLS

<그림 43>에

최초 발사 일정은 미 하원

NASA 수권법(authorization act) 2010 발
2016년 12월로 되어 있었다. NASA가
2011년 SLS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발사 일정은
2017년 12월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KDP-C 검
에서

행 시

토회의에서 일정과 비용 기준을 확정하면서

2018년 11월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코어 단의 기술적 이슈와 회오리로 인한 조립
시설(Michoud

2019년 12월로

Assembly Facility) 파손으로
지연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일

정상 리스크 등이 고려되었고 리스크가 현실화

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2019년 5월 코어 단 개발 지연
으로 내부적으로 첫 발사가 2020년 11월로 전
망되었고 내부 예산 수립 목적 검토 시 2021년
3월까지 지연되었다. 2020년 6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NASA 센터가
3개월 간 닫힌 상태이다. 현재는 2021년 11월
될 경우 이 일정은
고 판단하였다.

그림 42. SLS 참여 기관 및 업체 [18]

첫 발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 계
획으로부터 약 5년 연기가 된 상태이다

[14].

3.4 일정 및 예산

SLS의
있어서

일정 및 예산 준수는 프로그램 수행에
대외적으로는

Constellation

초미의

관심사이다.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아지면서

취소되었고 세금으로 개발되어 운영되는

SLS는

임무가 지속되려면 가격적정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LS

그림 43. SLS 첫 발사 지연 경과 [14]

NASA 내의 독립적인
감찰관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과 미국
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평

SLS
7년의

가 보고서에서는 총 사업비용 예측을 지속적으로 요

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되었고 코어 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하고 있으며 일정, 예산 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19-21].

SLS

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된 자산들을 사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

개발 계획은 초기에

<그림 44>와

같이

개발 기간을 설정하고 있었다. 부스터,

유인 모듈은 이전 사업에서 개발 중인 부분이
개발이 가장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발표된 상세일정<그림

Critical Path가

45>을

보면

2018년에
3가지의

검토되고 있었고 당시에는 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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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에서

럽

개발하여 납품 예정인

ESM

추진

모듈 지연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코어 단 개
발, 지상

SW

개발 순이었다.

그림 44. SLS 개발 계획 (2013년 기준) [18]

SLS

사업비용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산정은 업무

범위와 모든 요구조건, 기술적 사항 등이 확정
되지 못하다보니 고정된 예산이 아닌 예상 추
정치를 사용하고 업무 범위에 따라서 매년 예
산을 할당 받아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총
예산과 예산에 대한 신뢰수준(%)을 같이 언급

그림 46. SLS 개발 초기 예산 추정비용 [14]

SLS에 대한 NASA의 연도별 예산 변화는 <그림
48>과 같으며 연간 20억 달러 (2.4조 원) 수준이다.
Orion 프로그램과 지상 시스템 프로그램 비용은 별
도로 계산되며 2021년도까지 Orion에 사용되는 비
용은 130억 달러(16조 원)이며 지상 시스템에 사용
되는 비용은 45억 달러(5.5조 원)이다[22]. 전체 사업
비용의 합은 2021년까지 358억 달러(43.5조 원)이다.

하며 신뢰수준을 높이고 싶을 때 더 상세한 비
용 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값이 기준 대비

30%

NASA는

예산 추정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

재검토를 통해 기준을 변경 하거나 사업을 취
소하게 된다.

SLS의

경우

2014년에 PDR을

마치고

달러

그림 47. SLS 개발 비용의 변화 [14]

그림 45. SLS 발사 상세 계획
(2018년 기준) [16]

NASA

183억
(22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전체

KDP-C검토
46>과 같

회의에서 첫 발사까지의 사업비용을 <그림

97억 달러(12조 원)로 제시하였다. 이 값은 일정
지연 및 비용 증가로 2019년에는 114억 달러(14조
원)로 증가하였다. 이는 첫 발사까지에 해당되는
이

예산이며 이후 두 번째 발사 및 신규 개발 요소

그림 48. SLS 개발 비용
(2019~2021은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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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Bush 정부의 신
우주 비전에 따른 정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Constellation

유인 우주프로그램과 상업 운송 서비

2025년까지 약 2.3조 달러(283조 원)
가 소요될 예정이었다[8]. 당시 NASA의 예산 계획
을 보면 2010년까지는 연간 37억 달러 (4.5조 원)로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2011
년도부터는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어 Obama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SLS 발사체 프로그램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SLS 1회 발사 금액이 중요하다. SLS의 1회 발사 비
용은 내부적으로 8.7억 달러(1조 원)로 예상되었다
[23]. 이와 같이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연간 발사 횟
수는 1회를 넘기 힘든 상태이다. NASA에서는 아직
스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비용 등을 명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OIG에서는 첫 발사 이후 필요한 비용도 포함
하여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14].
있어

정부로 바뀌면서

NASA의

부활시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이 우주 정책 명
1 (Space Policy Directive, SPD-1)을 발표하

켰고
령

며 우주 정책 목표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달
탐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유인 화성 탐사는 장
기적으로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에 있던 유
인 소행성 탐사는 계획에서 빠졌다.

2019년 3월 Pence

부통령이

2024년까지

사람

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달
정거장(Lunar
갑자기

Gateway)

앞당겨졌다.

완성과 달 착륙 목표가

그리고

SLS

프로그램은

Apollo의 쌍둥이 여신 이름을 따서 Artemis로
변경된다. 2024년 달 착륙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
서 달과 관련 없는 임무들은 배제되고 Artemis
1, 2, 3호는 <그림 49>와 같이 달 착륙과 연관
있는 임무만 수행한다. 2024년 이후는 2단계로
정의하여 Lunar Gateway 건설과 더불어서 <그
림 50>과 같이 매년 1회 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부문에서 조달하기로 하여 3개 업체가 후보로 선

개

발 계획은 다시 한 번 우선순위가 재설정된다.

2017년 6월에는 Pence

Space Council)를

달 착륙선도 최근에 국가주도 개발이 아닌 상업

3.5 Artemis 프로그램과 향후 전망

2017년 Trump

우주위원회(National

19

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정되었다[24].

우주왕복선,

Constellation, SLS, Artemis

등 미

국 유인 우주탐사계획의 변화를 보면 국가 위상

그림 49. Artemis 1단계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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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미국 유인 우주프로그램 2021-2030 [25]

에 맞는 개발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예산과 자원
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NASA의

발사체 개발 계획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다.

Falcon 9 10기

SLS

발사체

1기를

발사할 때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지

만 달과 화성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기술적 선택으로

SLS는
보인다.

향후 언젠가는 상업 분야에서 더 크고 저렴한 발
사체를 만들어서
만

Artemis

SLS를

뛰어 넘는 날이 오겠지

계획은 달 탐사를 위해 현재 미국이

제시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계획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2021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주인이 누

가 되는지에 따라

2024년

달 착륙 계획이 바뀔

수는 있지만 달은 어느덧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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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성산업화를 위한 기술감리 수행방안 및 국외동향
한동인* , 정봉구*, 이창호*
1)

Technical Supervision Implementation Plan for Space
Industrialization of Korea and Foreign Trends
Han, Dong-In*, Jeong, Bong-Gu*, Lee, Chang-Ho*

ABSTRACT
In

line

with

the

trend

of

industrialization

of

satellite

projects

and

the

reform

of

the

domestic satellite development system, the Korea government establish a specialized business
management
failure of

system-the

technology

industrial-led satellite

supervision

functions-

development projects,

to

overcome

the

possibility

of

and to operate a system to support

technology management throughout all stages of satellite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report,
it i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echnical supervision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tellite sectors and explained the satellite technology supervis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that it intends to apply to the second-phase development project of Compact Advanced
Satellite(CAS)

초 록
위성사업의 산업화 추세 및 국내 위성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정부는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감리 기능을 확대 적용한 전문화된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기술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위성분야 기술감리 현황을 살펴보고,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에 적용
하고자 하는 위성 기술감리 체계 및 수행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Key Words : 위성산업화(industrialization
세대중형위성(Compact
Integration),

*

기술감리(technical supervision), 차
체계종합(System Engineering and

of satellite projects),

Advanced

Satellite),

제작/조립/시험(Manufacturing, Integ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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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수행하였다.

1. 서 론

항우연은
대한민국은
으로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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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

년간 정부 주도로 위성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위

중형위성

2014년

1단계

국가우주위원회의 「차세대

개발사업계획」의 항우연 역할

지정에 근거하여 차세대중형위성

2호

기술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항우연은 차세대중형위성

성사업의 산업화 추세 및 국내 위성개발 추진

2호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정부를 통해 직접 예

야, 위성체 조립/시험 분야 및 발사/초기운용

산이 집행되는 산업체 주관 사업의 기술감리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업무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수행절차 및 점검항목 설정하여 기술감리 업무

정부는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사업의 실패 가

기술감리 업무를 설계분야, 구성품 제작분

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 하였다. 설계분야

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감리 기능을 확대

는 복제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적용한 전문화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

고려하여,

성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기술 관리를 지원

기술감리를 수행하였으며, 구성품 제작분야 등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에

설계분야 외 기술감리 업무는 차세대중형위성

2016년

국

가우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

2호

원(이하

위성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항우연이 차세대중형위성
세대중형위성 2단계(3호,

2호

4호, 5호)에서

및 차

국내 산

업체가 주관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감리 업무를

2018년부터

국가우주위원회의
차세대중형위성

결정에

2호

사업에 대한

기술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터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따라,

2019년 8월

사업에 대한 기술

특성을

대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일정에 따라 수행 중이다. 차세대중형
2호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차세대중형위성

기술감리 사업도 종료되며,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 실용급위성 기술감리 체계에 대한 평가
가 수행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수행하게 하였다.
항우연은

2호

1호

2호의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감리 업무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

기술감리 수

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중형
위성

3호, 4호

및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

2호

대해 수행될 계획이다.

대비 차세대중형위성

2단

계 기술감리 업무는 설계 분야 기술감리 업무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기술감리 현황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위성 기술감리의 수행방안에 대해

와 주관업체, 구성품 개발업체 및 위성품 조립
시험 업체에 대한 평가 업무가 추가 되었다.

설명하고자 한다.

2.2 국외 위성 감리 현황

2. 국내외 위성 기술감리 현황

미국은 정부주도 위성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
한 기술감리 업무를 위성 성능검증 수행 목적

2.1 국내 위성 감리 현황

으로

대한민국 위성개발 사업은 정부 주도로 항우
연이

실용급

2017년까지

는 없었다.

위성을

개발하는

체계이므로,

국내 위성분야 기술감리 적용 사례
2018년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

사업이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산업체가 개발
하는 사업으로, 항우연이 기술감리 업무를 처

NASA에

위성개발 기술감리 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 중이다. 위성개발 기술감리는 개발
공정 감독, 규격 확정, 설계 검토 및 부품 제작
결과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성개발 성
능보증은 위성 시스템 품질보증 및 인증 절차
수립과 위성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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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성 기술감리
3.1 필요성
우주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하
나의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타 양산
사업보다 높은 위험 관리가 요구되며, 실패 시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공정 적용 및 인력운용
등에서 출연연과는 다른 사업 운영이 이루어
그림 1. 미국 기술감리 체계

질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프랑스는

ESA

프로그램, 자국 우주개발 프

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모두

CNES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사업 주관 산업

독자 수

체와 기술감리 기관이 이중적으로 수행할 수

행하며 산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우주개

있도록 기술감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발사업별로 학계 및 산업체와 계약하여 업무를

며, 주관 산업체는 기술감리 기관의 검토를 바

수행하며, 단계별 검토를 통해 산업체를 관리

탕으로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위험

감독(외부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도 수

관리에 소요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다.

행) 수행한다.

또한, 국내 위성개발 산업체의 실용급 위성

일본은 기술감리에 대해 조사, 감독이라는

에 대한 체계 종합 경험 및 역량이 충분하지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 정부가 투자하는 우주

못한 상황으로 기술 감리 업무를 통해 명확한

개발사업 중 문부과학성의 발사체, 우주탐사선,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체 주관 사업의

우주과학위성사업과 타 부처사업 중

전문성 보완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실증위성, 정보수집위성 등
해

JAXA에서

R&D성

ETS기술

사업에 대

제공할 수 있으며, 산업체 업무 수행측면에서

조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일

탄력성, 유연성,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연구

본 정부가 투자하는 기업체 지원

R&D

사업과

정부수요 실용급 위성은 기업체와 협력개발
및 경쟁 입찰 조달하며,

JAXA는

및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NASDA

JAXA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지원
JAXA는

舊

3.2 수행체계

조직에서 수행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서 주관기업을 선정하고, 담당부서가 기술감리
업무를

개발의 품질제고, 일정단축과 비용절감에 기여

수행한다.

주관기업은

원칙적으로

지도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체적

인 역할 범위는 사업별 계약에 따라 상이하다.

기술감리는 체계종합 분야와 제작‧조립‧시험
분야로 구분한다.
체계종합 분야 기술감리는 설계 분야, 발사
장 및 발사 업무 분야, 그리고 초기 운용 분야
로 구분되며, 각 분야에서 개발 단계 및 개발
일정에 따라 개발업체 준비현황 점검, 연구 성
과물에 대한 기술검토, 설계 검토회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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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결과물 평가, 각종 개발위원회 참석, 발사

제작‧조립‧시험 분야 기술감리 업무는 구성품

준비 현황 및 초기 운용 현황 감독 등의 형태

개발 분야 및 위성체 조립‧시험 분야의 업무에

로 기술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분야 기술

대하여 개발 단계 및 개발 일정에 따라 구성품

감리는 개발업체의 준비현황 점검, 시스템 설

개발업체 개발체계 및 기술성 점검, 위성체 조

계 요건 분석, 시스템 및 부분체에 대한 설계,

립/시험업체 준비현황 점검, 연구 성과물에 대

그리고 설계 적합성 분석 및 검증 업무를 대상

한 기술검토, 개발 및 제작‧조립‧시험 관리현황

으로 하며, 발사장 및 발사 업무 분야 기술감

감독, 구성품 및 위성체에 대한 정부고객검사

리는 발사체 접속 및 발사 준비 업무를 대상으

형태로 기술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품 개

로 한다. 초기 운용 분야 기술감리는 위성 운

발 분야 기술감리는 구성품의 개발과 구성품의

용 계획의 적정성 평가, 초기 운용 준비, 그리

제작/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위성

고 초기 운용 결과 평가 업무를 대상으로 한

체 조립‧시험 분야 기술감리는 열-구조 검증모

다. 체계종합 분야

델(STM), 전기성능 검증모델(ETB) 및 위성체

기술감리 업무는 표

1과

같다.

비행모델(FM)의 조립 및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표 1. 체계종합 분야 업무 개요

분 야

Ÿ
Ÿ

‑
‑

설계

‑
‑

Ÿ

Ÿ
Ÿ
Ÿ
발사장 Ÿ
및
발사
Ÿ
Ÿ
초기
운용

기술감리

업무는 표 2와 같다.

업무 개요
Ÿ

업무

제작‧조립‧시험 분야

Ÿ

개발 준비현황(개발 조직, 개발시스템, 개발
계획, 품질시스템 운영 현황 등) 점검 및
지도/권고
수검기관의 개발 위험관리 적절성 평가
및 지도/권고
설계검증회의(SDR, PDR, CDR)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서브시스템 요구조건이
사용자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정
되었는지 검증
시스템/서브시스템 요구조건이 구현 가능한지 검증
시스템/서브시스템 요구조건의 검증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
시스템/서브시스템 요구조건의 검증 결과 검토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지 점검
규격서 및 해석 결과 등의 연구 성과물을
검토하여 요구조건이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검증
설계 개선사항 지도 및 권고
기술지원 등
발사장 작업 및 발사기술 검토
발사체 주요설계회의(Launch Vehicle PDR,
Launch Vehicle CDR) 결과에 대한 지도/
권고/기술지원 등
발사 준비점검회의(LRR)가 적절히 수행되
었는지 평가하고 지도/권고
초기운용 준비 및 결과에 대한 지도/권고/
기술지원 등
발사 예행연습(Launch Rehearsal) 및 위성
체 선적전점검회의(PSR) 등을 통하여 위
성 초기운용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
지를 평가하고 지도/권고

표 2. 제작‧조립‧시험 분야 업무 개요
분 야

업무 개요
Ÿ

Ÿ
‑
Ÿ
구성품
개발

‑
‑
‑
Ÿ

Ÿ
Ÿ
Ÿ

Ÿ
위성체
조립 Ÿ
시험

Ÿ
Ÿ

구성품 개발업체 개발체계 및 기술성(개발
관리체계, 개발계획, 제품보증체계, 제작/
시험 준비현황 등) 점검 및 지도/권고
구성품 개발 및 제작/시험 관련 연구
성과물 기술검토
규격서 및 해석 결과 등의 연구 성과물을
검토하여 요구조건이 적절히 구현되는지 검증
구성품 개발 관련 설계검증회의 감독을 통
한 설계 검증
구성품 요구조건이 적절한지 검토
구성품 요구조건의 검증 계획 적절성 검토
구성품 요구조건의 검증 결과 검토
제작준비점검회의(MRR), 시험준비점검회의
(TRR), 시험결과점검회의(PTR) 및 선적전
점검회의 감독을 통한 구성품 제작/시험
준비 현황 점검 및 결과 검토
관련 위원회(CCB, MRB, PMPCB) 감독 및 지도
구성품 제작/시험에 대한 정부고객검사(GMIP) 등
위성체 조립․시험업체 준비현황(조립/시험
관리체계, 조립/시험계획, 제품보증체계,
조립/시험 준비현황 등) 점검 및 지도/권고
위성체
조립/시험
관련
연구성과물
기술검토
조립준비점검회의(IRR),
시험준비점검회
의, 시험결과점검회의 및 선적전점검회의
감독을 통한 위성체 조립/시험 준비 현황
점검 및 결과 검토
관련 위원회(CCB, MRB, PMPCB) 감독 및 지도
위성체 조립/시험에 대한 정부고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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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행방안

3.3.1

위성체 조립/시험업체의 준비현황 점검은 표
5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하여 수행하며, 현장 평

개발업체 준비 현황 점검

시스템 개발업체의 준비현황 점검은 표

가를 기본으로 한다.
3의

표 5. 위성체 조립/시험업체 주요점검항목

주요 점검항목에 대하여 수행하며, 현장 평가를

구 분

기본으로 한다.

조립
/시험
관리
체계

표 3. 시스템 개발업체 주요점검항목
구 분
경영 Ÿ
관리 Ÿ
Ÿ
설계 Ÿ
개발 Ÿ
Ÿ
Ÿ
조립 Ÿ
시험 Ÿ
Ÿ
Ÿ
품질
Ÿ
보증
Ÿ

주요 점검 항목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
과거 개발 실적
개발 경험
설계 요건 설정 능력
기계 및 전자 설계 능력
설계 분석 및 검증 능력
조립 시험 기술 능력
장비 보유 현황
공정 보유 현황
작업자 숙련도
품질 시스템 인증 현황
품질 보증 조직 현황
품질 시스템 운용 현황

구성품 개발업체의 준비현황 점검은 표

제품
보증
체계

조립
준비
현황

4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하여 수행하며, 현장 평가를

시험
준비
현황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주요 점검 항목
위성사업 참여경험
조립/시험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위성체 조립/시험 일정 및 계획
위성체 조립/시험 체계
위성체 조립/시험 절차
위성체 조립도면, 시험규격서 및 형상관리 등
품질(시험)시스템 운영현황
‑ 품질(시험)시스템 체계
‑ 공인된 기관 또는 제3자 인증획득 이력
제품보증 조직 및 인력 현황
제품보증 및 검사 계획 등
작업자 및 검사원 교육훈련/자격인증 현황
계측기, 장비 및 치공구 관리 현황
조립도면, 공정 절차서 및/또는 규격서 현황
재료, 부품 및 제작공정 승인 현황(해당되
는 경우)
위성체(STM/ETB/FM) 조립시설 현황 등
시험인력 현황
시험 절차서 및/또는 규격서 현황
계측기 및 시험장비 관리 현황
시험시설 현황 등

기본으로 한다.
표 4. 구성품 개발업체 주요점검항목
구 분
설계
및
개발
관리
체계

제품
보증
체계

제작
준비
현황

시험
준비
현황

주요 점검 항목
Ÿ 위성사업 참여경험
Ÿ 설계, 개발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Ÿ 구성품 설계 및 개발체계
Ÿ 구성품 설계 및 개발 관리절차
Ÿ 구성품 개발 일정 및 계획
Ÿ 구성품 도면, 규격서 및 형상관리 등
Ÿ 품질시스템 운영현황
‑ 품질시스템 체계
‑ 공인된 기관 또는 제3자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이력
Ÿ 제품보증 조직 및 인력 현황
Ÿ 제품보증 및 검사 계획 등
Ÿ 도면 및 제작공정 절차서 현황
Ÿ 재료, 부품 및 제작공정 승인 현황(해당되는
경우)
Ÿ 작업자 및 검사원 교육훈련/자격인증 현황
Ÿ 계측기, 장비 및 치공구 관리 현황
Ÿ 구성품 개발업체 작업장 및/또는 시설 현황 등
Ÿ 시험인력 현황
Ÿ 시험 절차서 및/또는 규격서 현황
Ÿ 계측기 및 시험장비 관리 현황
Ÿ 시험시설 현황 등

3.3.2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 검토

항우연은 수검기관이 개발 단계에 따라 산출
하는 연구성과물을 검토하여 연구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연구성과물은 설계 단계, 구성품 개발
단계, 위성체 조립/시험 단계, 발사준비/발사 단
계 및 초기운영 단계별로 다양하게 생성된다. 세
부적인 기술검토 대상 연구성과물 목록 및 검토
일정은 수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연구성
과물에 대한 기술검토 항목은 위성 개발 단계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
률적인 점검항목을 활용할 수는 없으며, 항우연
기술관리감독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
한다.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검토는 문서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검토회의를 소집하여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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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개발결과물 평가 및 현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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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항우연은 위성체 개발 전 단계에서 수검기관이
수행하는 개발결과물을 평가하고, 현황을 점검

본 보고서를 통해 위성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한다. 설계분야에서는 시스템 설계 검토 회의를

기술감리 현황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위성 기술

통하여 설계 현황을 감독하며, 수검기관이 수행

감리의 수행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는 형상 관리 위원회를 통해 설계 형상 관리의

국내외 기술감리 현황에서 본바와 같이 위성체

적절성을 감독한다. 구성품 개발분야 및 위성체

개발분야에 대한 기술감리는 수행된바가 없으며,

조립/시험 분야에서는 제작/시험 관련 점검회의

NASA,

및 관련 위원회 운영 적절성을 감독한다. 발사

기관 관리를 수행한 바는 있다.

준비 단계에서 수검기관이 수행하는 발사 준비 점검

JAXA,

CNES

등이 개발주체로써 협력

항우연이 처음으로 수행하는 차세대중형위성

회의 및 혹시 있을 수 있는 결함에 대한 결함 검

2호

토 위원회 운영 적절성을 감독한다. 초기운용 분

감리 수행체계 및 수행방안은 당 사업이 진행

야에서는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를 통해 초기 운

되면서 정부, 항우연 및 수검기관간의 협의 및

용을 위한 위성체 및 지상국의 임무 운용 적절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성을 감독하고, 초기운용 비행운영실무회의, 초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기술감리

기운용 예행 연습 평가 및 발사 준비 단계에서

체계는 향후 산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다양한

수검기관이 수행하는 위성체 선적전점검회의를

위성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감리 기준으로 적용

통해 초기 운용 준비 상태를 감독한다.

가능하며, 국가 우주개발 계획 및 산학연 기관별

개발결과물 평가 및 현황점검은 참관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일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검기관과 협의하여 서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3.4

정부고객검사

항우연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정부고객검사를
수행한다.
-

구성품(부분체/장비품)의 제작, 시험 과정 또는
최종 구성품에 대하여 도면, 제작 규격서, 공
정 규격서, 시험 계획서 및 요건 등

-

위성체 도면, 조립/시험 계획서 또는 절차서
등에 대하여 열-구조 검증모델의 조립/시험 ,
전기성능 검증모델의 시험 및 위성체 비행
모델의 조립/시험. 위성체 조립 /시험에 대한
정부고객검사는 위성체 조립 /시험 시설에
대한 점검과 검증모델 및 위성체 비행모델 조
립/시험 검사로 구분하여 수행

-

발사형상 관련 도면, 조립/시험 계획서 또는
절차서 등에 대하여 위성체의 발사 형상

및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위성개발사업 기술

역할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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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위성 발사수요와 국내 우주수송산업 현황에 관한 조사
황신희*, 정호진**, 권세진***

1)

A Survey on Smallsat Launch Demand and
Domestic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Hwang, Sinhee*, Jung, Hojin**, Kwon, Se Jin***

ABSTRACT
In 2014, a constellation of twenty-eight 3U CubeSats (Flock 1) were put into the low earth orbit
by a space startup, the Planet Labs. Ever since then, these ultra smallsats have been a symbol of
the Newspace era. A number of national programs to build and launch these smallsats by 2030
and beyond are also underway in Korea, crying for more frequent flight opportunities. A dedicated
launcher for smallsats can provide a responsive solution for the demand of establishing smallsats
operation on multiple orbital planes. We conduct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on
those involved with the space industry in an attempt to spell out key factors that determine the
direction of future smallsat launch services. Subsequently, a customer survey, targeting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launch vehicle selection, was carried out to enhance the previous ones.

초 록
2014년 Planet Lab사의 28기 3U

큐브위성 군집

Flock 1의

발사를 필두로 현재 (초)소형위성 개

발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 개발과 발사 수요가 2030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발사일정과 발사빈도,
궤도면 형성 등에서 장점을 가진 소형발사체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주수송산업
현황 조사와 동시에 국내 발사체 선정경험이나 계획이 있는 위성 분야 전문가 즉, 고객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형발사체 기술 기반 소형발사체 개발과 발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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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sat(소형위성), Small-lift Launcher(소형발사체), Expert Survey(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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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과거부터 군집위성에 대한 개념과 운영이 있
어 왔지만,
4kg의 3U

2014년

1월

큐브위성

Planet

Labs사가

28기로 Flock 1

무게

군집을 발

사면서 본격적으로 소형위성에 대한 관심과 활
용이 위성 분야의 주요 동향으로 자리잡기 시작
하였다[1]. 이후

OneWeb, SpaceX, Amazon

등

수많은 기업과 항공우주 연구기관에서 소형위성
군집임무를 계획하면서

2019년

간 발사될 소형위성의 수는
년간 발사된

1,470기

기준 향후

8,588기로

대비 약

5.8배

10년

과거

10

증가할 것으

그림 1. 국내 소형위성 개발 전망(2020-2030)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림

1>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국내기업의

로 전망되고 있다[2]. 나아가 현재 계획 중이거

소형위성 수출 성공, 국가 및 민간의 소형위성

나 진행 중인 소형위성 군집임무 수 역시 전세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 현재까지 추세에 따

계적으로

라 미래에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계획들을 이

100여

개 이상으로[3] 향후 해를 거듭

할수록 소형위성 발사 전망치는

8,588기보다

지

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소형위성을 통한 군
집이 활성화되는[4-6] 이유는

IT

미 확정된 보수적 시나리오에 추가 반영하는
형태로 조사가 되었다.

기술발전에 따

라 소형화 및 표준화가 가능해지고, 상용부품의
사용 활성화[7]와 위성의 양산 개념이 실제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8]. 이에 따라 위성
제작 및 발사비용이

1/30

1기당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

며, 이를 통해 (준)실시간 관측 혹은 통신이 가
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9].
소형위성 수요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도 급증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
획[10]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계획[11]과 지자
체[12-13],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14],
출연(연)[15] 등에서도

(초)소형위성에

대한 개

그림 2. 국내 소형위성 발사수요 전망(2020-2030)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분석 결과

발계획을 최근 발표하거나 이행 중이다. 최근
소형위성에 대한 각 연구개발 주체에 대해 설

<그림

1>의

전망을 발사횟수 기준 수요로

문 혹은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국내 소형위성

환산할 경우 본격적인 소형위성 발사수요가 형

개발 수요는 보수적 전망시

2030년까지

성되는

10기,

30기

낙관적 전망시 연평균

으로 예상된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이 될 것

국내에서 발사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회에서 최대

6회의

연평균 최소

2

소형위성 전용 발사가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

한편, 소형위성의 개발과 군집이 활성화됨에

면[16]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소형위성 개발과

따라 소형위성 전용 발사체의 필요성도 함께

발사수요에 비해서도 국내 소형위성 개발 수요

증가하고 있다[17]. 소형위성 전용 발사체(이하

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소형발사체)의 경우, 탑재역량은 중대형 발사체

소형위성수가 전체

10기

1>.

30

황신희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pp. 28~36

에 비하여 낮지만 잦은 발사빈도(주기)로 인해
발사일정과 궤도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소형발사체에 많은 발사경험을 보
유하고 있는

Rocket Lab사의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목적

지원사업
조사

국내 산업
경쟁력 및
장애요인
조사

고객 인식
조사

경우, 높은 발사

빈도를 자사의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우주 분야 전문가 대상
3차례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상업우주수

송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국내 산업 수준을

조사기간

2019. 11. 27.
~ 12. 6.

2020. 2. 27.
~ 3. 6.

조사방법

서면 및 e-mail

e-mail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위성 부문에서 발사
체 선정 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전문가를 대상
으로 소형발사체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국내외 소형위성, 군집 추세 대응을 위한 소형

조사대상
(명)

100

100

35

응답자수
(명)
(응답률)

57
(57.0%)

40
(40.0%)

20
(58.8%)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과 함의를 통해
개발방향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조사목적 및 방법

* 본 설문조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과제(뉴스페
이스시대 우주수송 경제성 및 상업화 방안 연구)의

소형위성 수요 증가는 발사체 제작·개발 및
발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있다. 이러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발
췌 및 인용 (미응답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한 투자에 따른 산업내 혁신은 발사 비용을 지
속적으로 낮추고, 다시 소형위성 제작을 증가
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소형

3. 설문조사 결과

위성,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증가의 선순환 구

설문조사 분석은 상업우주수송산업 경쟁력

조는 민간 중심의 상업우주수송산업 생태계 태

결정요인,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국내 수준

동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및 장애요인, 소형위성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는 해외 대비 상업화와 민간 참여가 부족한 실

에 대한 고객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정이다. 이에 우주수송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형위성 전용 발사체 개발과 발사서비스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업우주수송산업 경쟁력은 발사체 기술뿐만

설문조사는 우주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2019년

11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상업우주수송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2020년

~
1

∼

2차

3월

동안

조사는

3회

2019년

아니라 발사비용, 발사장 운영역량 등 서비스적
인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19]. 이러한 상업우
주수송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자와 우주분

결과, 발사비용이 전체(1차 조사;

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로 상업우주수송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3차는

위성

개발과 달탐사, 우주탐사 등 발사서비스 수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요인으로 선택되었다<그림

3>.

n=57)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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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상업우주주송산업 경쟁력 결정요인(n=57)
(단위: 건, %)

그림 4. 고객관점 상업우주주송산업
경쟁력 결정요인(n=14) (단위: %)

* 복수응답 중복처리

특히 국내에서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선택
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고객
(n=14)은

발사체 신뢰성과 낮은 발사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고객
은 경쟁력 1순위 선택에서 발사체 신뢰성(52.9%),
낮은 발사비용(35.3%), 발사궤도(5.9%), 발사장
위치(5.9%) 순서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 복수응답 중복처리

3.2 국내 산업 경쟁력 수준
세계 최고수준(5점) 대비 국내 우주수송산업
인식 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3점)

2.2점으로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2순

위 선택에서는 낮은 발사비용(37.5%), 발사체
신뢰성(31.3%), 법/제도(12.5%), 발사 일정 유연
성(6.3%), 발사궤도(6.3%), 발사보험(6.3%) 순으
로 평가하였다<그림
한편,

<그림 4>의

4>.

고객 샘플 수는

1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한 수치에는 부족하
지만, 현재 국내에서 정부예산으로 개발된 공
공 부문 위성수가

2019년 12월

고, 이 중 나로호로 발사된

기준 총

3기를

17기이

제외하면 해

외 발사체를 통해 발사된 위성수가

14기인

점,

또 사업별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선정에 참여
하는 전문가가 중복되는 점, 퇴직한 인원 등을
포함하면 적은 모집단 내에서 많은 전문가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미루어 상업우주수송산업

그림 5. 국내 우주수송산업 경쟁력(n=59) (단위: 점)
* 5점 척도 기준 응답자 답변 평균값으로 분석:
매우 높음(5) ~ 보통(3) ~ 매우 낮음(1점)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해서는 발사체 기술

특히, 시장과 기술 및 인프라가 낮은 것으로

혁신을 통한 낮은 발사비용과 신뢰성 확보가

인식하고 있다. 세부항목에서 전문인력 질적 수준

중요하며, 산업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

은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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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역량(1.7점), 산업재산권 보유수준(1.7

국내 우주수송산업 경쟁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

점), 국내 시장규모(1.8점)는 낮게 평가되었다. 정

대비 보통 이하로 상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정책 적극성 및 실효성은 각각

인력, 시장, 기술 및 인프라, 협력, 정책 등 모든

2.5점과 2.2점

수준으로 보통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5>.

분야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과의 인식차이가 발생하는 분
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국내 우주수송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한
응답자 전문 분야별 인식 차이(n=59) (단위: 점)
* 5점 척도 기준 응답자 답변 평균값으로 분석:
매우 높음(5) ~ 보통(3) ~ 매우 낮음(1점)

그림 7. 국내 우주수송 기술 수준에 대한
고객 평가 결과(n=14) (단위: %)

3.3 우주수송산업 생태계 장애요인

응답자 전문 분야별 국내 우주수송산업 경쟁

국내 우주수송산업 생태계 태동과 성장의 장애

력 수준 평가에서 발사체 분야 응답자 평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장애수준 매우높음(5.0점)을

2.1점인

반면, 위성분야 응답자는 평균

2.4점으

기준으로 평균 3.6점으로 나타났다<그림 8>.

로 답변하였다. 세부 항목에서 정책 항목이 전
문 분야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발사체 분야 응답자는 정책 적극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인식(2.1점)하고 있지만, 위성
분야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2.7점)하
였다. 정책 부분 외, 인력, 시장, 산업, 협력 분야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발사체 분
야 응답자 평균이 위성분야 대비 모두 낮게 나타
나고 있다<그림

6>.

이는 발사체 분야 응답자가

산업 경쟁력 수준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평가하는 국내 우주수송산업 기술 수
준은 미국(100점) 대비

61.1점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발사체 제작기술보다 발사서비스 기술이 다
른 국가 대비 더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그림

7>.

그림 8. 국내 우주수송산업 생태계 태동과 성장의
장애요인(n=40) (단위: 점)
* 5점 척도 기준 응답자 답변 평균값으로 분석:
매우 높음(5) ~ 보통(3) ~ 매우 낮음(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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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시장규모 협소와 발사체 가격경

미만

150kg

30.8%,

쟁력 부족, 자금 확보 어려움, 발사 및 기술 검

30.8%, 500kg

증기회 부족, 정부정책 부족이 장애수준

투입 궤도는

4.0점

33

이상 비중은
13건

이상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높은 장애수준을

SSO)이며, 1건이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 기술혁신과 더불어 국

었다.

중

이상

150kg

38.4%로

12건이

미만

500kg

확인되었다.

태양동기궤도(이하

달궤도 전이방식(BLT/WSB)이

내 수요의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노력, 끈기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고객 인식: 소형위성 발사체와 발사서비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상 정부에서 계획하
는

2030년

소형위성 발사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질의한 결과, 현재 국내 우주수송산업 수준
고려시, 국내에서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선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고객
자의

64.3%가

14명

긍정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중 응답

2030년까

지 민간기업의 소형위성 발사서비스 제공 가능성
에

대해

매우

21.4%(3건),

가능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가능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2.9%(6

건)으로 나타났다. 불가능을 선택한 응답자는 국
가 역량 확보 후 기업체

Spin-off

관점에서

2030년

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9>.

그림 10. 고객 조사에 따른 위성 발사 계획(n=12)
(단위: 기)

위성

12기의

궤도별

비율은

Sub-orbital

25.0%(3기), LEO 66.7%(8기), GEO 8.3%(1기)이

며, 위성 재방문 주기는

30분

90분

5기,

초과

~

120분이하

1기,

90분

정지궤도

4기,

1기로

확인되었다.
국내 소형발사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0.0%가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낮

은 가격의 발사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것으로 답
변하였으며, 그 외 ‘해외보다 비용(kg당)이 높더
라도 국내 소형발사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
견이

26.7%,

소형위성 운송비를 포함한 비용이

해외보다 낮으면 국내 발사서비스 이용을 선호한
다는 의견이

27.6%를

차지했다<그림

11>.

그림 9. 2030년 국내 소형위성 발사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n=14) (단위: %)

위성 발사 계획이 있는 고객(응답자)은
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발사 계획이 있었다.

46.2%가 2020년

30.8%는 2022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획이
61.6%

있는

위성에서

수준이며,

500kg미만

13명으

하반기에

이후 발사

10>.

발사 계

위성이

약

계획 위성 규모별 비율은

그림 11. 국내 소형발사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
의견(n=15) (단위: %)
* 복수응답 중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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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선정시 중요 고려요인은 발사서비스 비
용(9.4점), 발사성능(8.4점), 용적(8.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발사장 근접성과 위성 운송비 포함
해외반출 편의성은 각각
다. 본 조사는
일부로

5.6점, 6.1점으로

<표 1>의 3차

<그림 3>에서

나타났

설문조사 결과의

도출된 발사비용, 법/제도,

발사 신뢰성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실
제 발사서비스 선택 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
나 예정인 국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발사 신뢰
성보다 발사체의 성능과 용적이 중요한 요인이
며, 우주 분야 전체 관점에서는 향후 상업우주수
송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그림 13. 국내 소형발사체 kg당 SSO 발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향 가격 범위(n=13)
(단위: %)

12>.

과거에 발사했던 위성을 다시 발사하거나, 현
재 계획 중인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응답자는

Dedicated와 Rideshare/Cluster

비스 방식을 공동

1순위로

Rideshare/Cluster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로 적합한 방식은

선택하였다.

발사서

Piggyback

2순위로
3순위

방식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응답자가 주로 초소형위성보다 규모가
큰

150kg급

이상의 단독 정부위성을 만들고 있

는 고객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Piggyback

를 선호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그림 12. 발사체 선정시 고객의 중요 고려요인(n=14)
(단위: 점)

국내 소형발사체 이용 시,

SSO

발사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최소 수준 지불가격은 평균 약
15,308달러/kg이며,

문가)의
이상

61.5%가

응답자(고객; 위성 분야 전

최소 수준 범위를

~ 20,000달러

10,000달러

미만으로 선택하였다. 동일

조건에서 고객의 최대 수준 지불가격은 평균
약

35,643달러/kg이며,

수준 범위를

응답자의

30,000달러

이상

만으로 선택하였다<그림

13>.

57.1%가

최대

~ 40,000달러

미

그림 14. 발사서비스 방식에 대한
고객 선호(n=13) (단위: %)

발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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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식 조사 결과 정부 계획인 국내 민간
기업 중심의

2030년

35

생태계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

소형위성 발사에 대해 긍정

한 점이 많고 태동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소형위성 발사체 제작 및 서비스 가능성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형발사체

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개발 및 제작과 더불어 민간 발사서비스 운영

가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소형위성과 초소형

고려사항(발사비용,

방식

위성 군집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히 발생할

등)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과 실천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미래 공공 부문의 소

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위성 발사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형발사체 기

발사장,

발사서비스

64.3%가

긍정적으로 평

술을 기반으로 소형발사체로의 플랫폼 확장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

4. 시사점 및 결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초)소형위성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에서도
2030년에

한국형발사체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발사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0].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는 발사비용과 성능,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빠른 추격자로서
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20] 타 국가 혹은 기
업의 모범사례와 혁신적인 기술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단시간 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업우주수송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시장, 인프라, 협력, 정책, 자금 등
의 관점에서 적시에 올바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발굴하고, 선제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주순이 높
은 분야로 지적된 시장과 자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시장 관점에서는
국내 소형위성 개발 수요가

2020년대

중반

부터 발생하는 소형위성 발사수요를 흡수하여

2030년까지

<그림 1>

내 보수

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 사이에서 전개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될 전망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2024년부터

국

내 소형위성 발사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내 소형위성 전용 발
사 역량이 빠르게 확보될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전문가 설문 결과, 현재 국내 우주수송 산업

국내 위성 부문과 발사체 부문이 모두 상생발
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개발될 미래 소형위성과
군집의 공공수요를 레버리지로 잘 활용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외 위성의 발사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소형위성 전용 발사서비스가 갖는
장점인 잦은 발사빈도를 활용하여 현재 국가
우주기술 로드맵상[21] 국산화가 진행 중인 위
성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부품들의 우주궤도상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이 완료된 부품의 실제
미션에의 적용과 지속적 활용을 통해 국내 우
주기술의 자립과 산업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1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

연구사업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자체사업 내 경제성 및 상업화 방안 관련 연구
과제를 기획하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사업
화실 조항석 선임행정원과 연구결과의 검토와
자문을 도와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정호
정책총괄팀장, 박주웅 선임연구원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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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ir Mobility Trend
Jun, Yongmin*, Oh, Kyung-ryoon*, Lee, Jangho*, Chung, Ki Hoon*

ABSTRACT
Civilization has deepened th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leading to the side effects of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has caused enormous social overhead costs and
degradation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the development of urban
air traffic system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land transportation, which has been longed for, is
becoming possibl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power electronics, distributed propulsion,
energy storage, and autonomous flight control. In order to preoccupy the Urban Air Mobility (UAM)
market, leading countries in the aviation industry are concentrating on investments in industries,
technology, and regulatory frame. In case of Korea, it is attempting to take an opportunity to build
a domestic industrial ecosystem that responds to preemptive investments by some industries.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expansion of UAM, which grows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by region and sector, and share trends of domestic related industries and governments.

초 록
현대 문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심화시켜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간접비용과 도심 주거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숙원이던 기존 육상교통과 연계한 도심 항공교통체계 개발이 전기식 동력,
분산형 추진, 에너지저장, 자율비행제어 분야의 기술발달로 가능해지고 있다. 항공산업 선두 국
가들은 태동기 단계에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체 투자, 정부·산업계
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산업체의 선제적 투자에 호응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시일내에 급격히 커지는 도심항공모빌
리티의 팽창을 지역별·분야별로 점검하고 국내 관련 산업과 정부의 동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Key Words : Urban Air Mobility(UAM),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eVTOL), Urban Air
Traffic Management(UATM), Vertiport, UTM Service Provider(USP), NASA AAM
(Advanced Air Mobility)-NC(National Campaign), USAF Agility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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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비스, 건설, 전문인력, 금융, 보험

(UATM),

등의 산업전반의 이슈를 포함하는 거대 규모의
문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라 대도시의 인

미래유망 신시장으로 미국 최대 투자전문사인

대도시를

모건스탠리는

2040년

넘어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

총시장(TAM:

Total Available Market)을 1천 8

시 및 메가시티는 기존 도심교통의

백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그림

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그림

1>

2차원적

수

전세계 도심항공모빌리티
2>,

이러한

용 한계로 지상교통 혼잡 등에 의한 경제적 손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술선진국의 항

실이 크게(‘15년도 도로교통혼잡으로 인한 국내

공, 자동차, 스타트업, 서비스 기업 등이 경쟁

사회적 손실

적으로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33조원,

한국교통연구원)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새로운
형태의 교통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의
약

16%를

차지하는 지상교통체계의 배출량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교통혁명이 필요
하다.

그림 2. UAM TAM(Base case, 모간스탠리[2])

2. 주요 정책 현황
UAM

분야에 대한 글로벌 정책지원은 항공

산업의 미래 시장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기존 민수항공의 양대 축인

그림 1. 도시인구 증가 추세(UN)[1]

미국과 유럽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새로운 교통혁신의 필요증대와 전기
동력,

IT,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개발로 전기동

력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활용하여 도심의 공중
을 비행하며 화물 및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분야

기술개발과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
으며 민수항공산업화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에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항공과 다른 항공기 형상, 운용방식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정리해 보았다.

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미국의 호출형 승객운송 서비스업체

UAM

UBER,

유럽의 국제적 항공기 제작업체인 에어버스,
스타트업인 릴리움, 볼로콥터 등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일환인 에어택시 사업화 계획을 발
표하며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관련법규/제도
정비 및 사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기체(eVTOL), 교통관리

2.1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가 중심이 되고

FAA, NASA,

산업표준화기구 및 관련 산업체가 합동으로 신
개념 항공기 인증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을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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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과거 회전익기 개발에 투자하던 역
량을 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인증기술기준
의 정량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UAM

활성화를 위해 다분야에서

와 같이
그림 3. 미국의 국가적 eVTOL 시장 선점 노력
-

백악관은

`21년

미국

으로 미래 산업 선점 분야의“e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정(`19.7)하고,

`20년

(electric

인증[3]”을 지

관련 예산 소요 및 집행

방안 구체화에 착수함.
인

증기술기준으로 이미

`17년

성능기반요구도

형태로

23[4]

기반으로

FAR

적용을 공식화하고 다수의

21.17(b)

미국 주도의 국제 표준화 기구(ASTM:
Society

for

Society

of

Testing

eVTOL

and

Automotive

American

Materials,

Engineers,

SAE

:

RTCA

: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와

미국

Aviation Safety Agency)이

표준화기구(EUROCAE:

소형항공산업협의회(GAMA

:

General Avi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기체인증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을 위한 산업
표준 형태의 기준을 수립 중이며,

`20년내

우

선 순위가 높은 기준부터 발표 예정임.

Flight

사업을 통해

European Organisation

실무를 담당

있으며, 기존 항공분야와 달리 미국
빠르게

UAM

Transformative
eVTOL

FAA보다

인증체계 구축 중이다.

표 1. EUROCAE가 우선 완성하려는 AMC 목록
[sg1]Process Standard
for crash- worthiness
test of battery systems
for eVTOL applications
[sg1]Guidance on
determination of SoC and
SoH applied to the
battery for eVTOL
applications
[sg1]Technical Standard
on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in eVTOL
applications
[sg1]Guidance on use of
high- voltage electrical
distribution for eVTOL
applications
[sg2]Guidance on
designated fire zone for
VTOL
[sg2]Guidance for
Common mode analysis
for lift - thrust system
for VTOL enhanced
category
[sg2]Guidance for
rotorburst analysis for
VTOL enhanced category

[sg5]VTOL charging
infrastructure

그림 4. NASA-FAA 협력구도 (NASA)
`14년이후

중심이 되고 유럽

for Civil Aviation Equipment)가

[sg5]VTOL landing sites

- NASA는

European Union

FAR

기체에 대한 감항인증절차를 진행 중임.
-

유럽 민간 감항당국(EASA:

하여 유럽 산업체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 FAA(Federal Aviation Authority)는 eVTOL

개정한

협력구도를 구축함.

2.2 유럽

예산 우선집행 대상

R&D

FAA와

<그림 4>

Vertical

기체 연구에 착

- EASA는

신개념

체인증기술기준

[sg3]Information security
guidance for VTOL and
collaborative systems
[sg3]Guidance on Hazard
and Safety Assessment
from Aircraft down to
system level for VTOL
[sg3]Specific Risks
Assessments
[sg3]Guidance on the
demon -stration of
acceptable occupant
safety - injury prevention
measures
[sg3]Guidance on
Emergency Landing
[sg4]VTOL mission
profile definition
[sg4]VTOL FBW control
systems
[sg4]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rocedures for Airborne
Equipment -requirements
for VTOL in Urban
VTOL ConOps for
standard operating
scenarios

eVTOL에만

적용 가능한 기

“SC-VTOL-01[5]”을

공식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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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9.7) 이를 기반으로 인증에 착수하였고,
eVTOL

업체로는 최초로

Volocopter에 DOA

(Design Organization Approval)를
(`19.12)

승인하여

유럽 산업체 지원 중임.

- EUROCAE는 EASA와

공식화 예정임.<표
- EASA는

술목표

상용

협업하여

SC-VTOL-01

/DAL A,

17종을 `20년

5>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

여 도출하였다. 도요타, 후지쯔 등

15개

기업이

‘카티베이터(CARTIVATOR)’는 UAM의

공동 기술개발,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에 이르
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중반까지

1>

eVTOL에

4가지를

로드맵(‘18.2)<그림
출자한

의 적합성 입증 기준이 될 수 있는 산업표준
중 우선순위가 높은

토교통성이 민관협동으로 항공이동혁명을 위한

적용해야 하는 중요 기

제안: ①시스템 고장율

②Common

mode failures

-9

10

적용, ③

No single failure lead to catastrophic,

④카테

고리별 비상착륙 요구도를 분리(Basic: 긴급안
전착륙,

Enhanced:

인근 착륙장 비상착륙) 제시

2.3 기타
싱가폴 항공당국은
현을 위하여

UAM

EASA, Airbus

그림 5. 일본 항공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운용 및 서비스 실
등

EU권의

(일본 경제산업성)

기관들

과 공동으로 기술공유협정, 시범사업을 진행하
며 상용서비스에 대비한 운용인프라 구축에 주
력하고 있다. 싱가폴은 특히

ATM과 UTM의

통합을 주 관심영역으로 두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자체기술연구와 해외기관과의 기술공유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 항공당국은

UAM

산업육성의 핵심이슈

인 감항인증 분야에 집중해서, 감항인증 발행,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감항표준 및 인증방법 연
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항공당국은 적격
한 감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이 감항표
준을 충족하면 감항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첫 수혜자는
Ehang사는

EHang사가

광저우시에

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을 위한 기

본인프라를 구축하고 운항안전규칙을 개발하는
등

UAM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민관 합동

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산업구조심의회에
서 미래항공기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
도록 법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산업성/국

3. 산업분야별 현황
3.1 비행체 (eVTOL)

3.1.1

분산 전기식 추진시스템

분산 전기식 추진시스템(Distributed
Propulsion System: DEPS)은 UAM이

Electric

실현화되

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기관
련 기술(전기동력, 전기에너지 저장, 전기관리
등)이 발달하면서 전기만으로 비행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서, 다수의
추력장치를 분산시켜 추력장치별 부하를 절감
하여 효율과 소음의 이득을 가질 수 있게 하였
다. 전기식 추진시스템(EPS)의 하위 계통 구성
은

ASTM

기준[6]을 참조로

<표 2>과

같이 구

성할 수 있다.
전기식 추진시스템의 일종으로 두 가지 이상
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으
며, 수소연료전지 또는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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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가지 에너지

NEXUS 6HX나 E-FAN X

원을 병행 사용하는 방식은

리드 기체 시장화의 난점을 보여준다.

<그림 6>과

같이

다양하여 항공기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eVTOL이라는

사업 중단은 하이브

신개념 비행체의 대중

수용성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용
표 2. 전기추진계통 기술 구성도

(응급구조,

전기 추진 계통 (EPS)
전기추진
계통관리 (EPmS)
전기식 추진장치
(EPU)
에너지 저장장치
(ESS)
에너지분배장치
(EDS)
추력장치
(Thruster)

재난지원 등)

eVTOL을

단시간내 개

발하고자 할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의 한계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DEP 추력 통합제어 및
재형상 기술 등
모터, Powerelectronics,
발전기 관련 기술
배터리, 패키징, BMS 관련
기술
전력분배 및 전력관리 장치
관련 기술
로터, 프로펠러, 기어박스
관련 기술

3.1.2

저소음화 기체

Uber는 UAM

시대에 필요한 에어택시 기체

기준으로 기존 동급 회전익기 대비
의 소음저감을 제시하였다.

15dBA이상

eVTOL의

도심운용

을 가능하게 하는 블레이드 소음 저감 기술로
서,

<그림 7>과

같이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의

시장형성을 위한 저소음 요구도 충족을 위해
기존 회전익기 대비 블레이드 저소음화가 필요
하고, 대중수용성 확보를 위한 많은 요소 중
소음저감은 대중수용성 확보 이외에 민원 발생
의 여지를 줄이고 도심 내 다양한 장소에서 운
용이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기술이다.

그림 6. 다양한 하이브리드 개념도[7]

수소연료전지 드론은 최근(`20년

4월)

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제주도에서 실증비행을
수행한 바 있으나,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
리드 추진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 비행이 보고
된 바는 없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단기
간내

eSTOL(electric

Landing)에

Short

Take-Off

&

그림 7. 소음과 사업성의 관계(UBER)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가스터빈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은
기술 완성도는 높으나 중량 및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소형(5인승급) 단거리용
(수십km

필요한
&

이내)

자율비행제어

Morgan Stanley

등이 미래

UAM

시장 활성

장거리 비행이

화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기술이 조종

eCTOL(electric Conventional Take-Off

사가 없는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실

Landing)에

eVTOL

보다는

3.1.3

더 적합할 것이다.

Bell社의

용화이다.

4~5인승급 eVTOL이

도심 교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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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기여하고 대중이 택시처럼 이용할 수

회랑 및 절차 생성), 정보 교환(모든 이해 관계

있기 위해서는

자간의 공역·비행 정보 교환 체계 구축)

eVTOL

운용규모가 수천대/일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조종사가 필

서비스를

요한데,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서 정의하였다. 비행

eVTOL

조종사 인건비와 에어택시의

UAM이

2가지

운용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

운임(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을 고려

승인(등록된 항공기 및 조종사

하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성

비행 승인), 교통흐름관리(UATM 운용의 무결

확보를 위해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화된

성을 유지하기 위한 항공기 간 간격 유지), 공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화 기술은 정부

역 동적 관리(항로, 회랑 및 공역 경계를 동적

의 관련 제도 수립과 병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으로 관리)[9], 비행계획 대비 운항궤적 모니터

사회적 수용성 역시 중요하다.

링(비행계획 항로 준수 모니터링 및 비공식 상

eVTOL

eVTOL

운용에

UATM

필요한 다양한 제어를 인간이 아닌 기계가 자

황에서 조종사 지원) 등

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제도 및 사회적

및 항공편 관리를 위해 매일 제공되는 운영서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조성해가고, 이를 위해 센

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서, 알고리즘 등의 기술적 개발 요소와 관련 법

-

령, 감항인증기준 등의 제도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 같이 발표하였다.

모든 이해당사자 운항상황정보 공유

:

모든

접근하여 안전운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에

초 자율비행제어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림 8>

서비스를 공역

이해당사자가 동일·정확·시의적절한 정보에

EASA는 `20년

인증을 위한 인공지능인증 로드맵을

4가지

공역 내

-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든 이해당사자 균등한 공역 접근권
한 장비를 갖추고 등록된 항공기가

-

:

적절

UATM

공역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운용 위험 최소화

: UATM

안전 성능이

현재의 도시 공역 운영 상황(UATM 공역은
고도

150m

이하의 소형무인기 운용 공역과

유인기 관제 공역 사이에 위치)을 만족하거
나 초과함으로써 안전운용 위험을 최소화하

-

거나 완화해야 함.
공역 사용의 최적화

:

전략적으로 배치된 공

역 구조 및 교통 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도시

그림 8. EASA 인공지능 로드맵(EASA)

-

3.2 도심항공교통관리 (UATM)

공역 용량을 설계해야 함.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공역구조

:

교통 수요, 기

상 조건 및 기타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활성

3.2.1 UATM
Embraer
UAM

개발 가이드라인
X社는

에어택시

화, 비활성화 할 수 있고 또는 이동할 수 있는
운용에

교통관리시스템(UATM:

Traffic Management)

필요한

Urban

Air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

공역 구조(경계, 항로, 회랑 등)를 개발해야 함.
기술적 진화는

UATM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

역의 수용능력 증대를 지원할 것이며, 이렇게

항으로 운항상황정보 공유, 공역사용의 동등권

진화한

리, 운용안전 위험 최소화, 공역사용의 최적화,

발부터 착륙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공역구조의 유연성 및 적응성 등

관리, 정보 소통을 위한 기술들이 어우러진 역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8], 공역 및 절차설계(도시 공역 항로,

UATM

시스템은 결국 도심 비행의 출

동적인 생태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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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ATM 과 UTM 의

관계

공역은 한정자산으로서 그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공역의 새로운 사용을 촉진하는 발전이
필요하며, 모든 공역층을 가로지르는 상업적
운영과 공역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무 변
동성을 관리해야 하고, 사용 계층마다 상이한
그림 9. UATM 서비스 간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성
표 3. UAM 공역관리 설계의 요소기술
서비스
분류
공역
및
절차
설계

기본기술 구현
공역 및 절차 설계는 다음
의 항목들에 의해 구현됨.
• Big Data 분석 툴
• 그래픽 시현 툴
• 시뮬레이션 툴
• 공역 구조 데이터베이스

기초/요소기술
Big Data 분석 툴 지원
을 위해 다음의 요소기
술들이 필요
• 교통정보 시스템
• 기상 정보 시스템
• 기타 정보 시스템(데모
그래픽 정보시스템)

정보교환 서비스는 다음
의 항목들에 의해 구현됨.
• 첨단 네트워크 기술
기반 지대지 UASP
정보
네트워크
교환 • 무선통신(탑재항공전
서비스
자장비와 지상 통신장
비 간) 지대공 UASP
네트워크
• 외부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된 보안 게이트웨이

외부 정보 교환의 지원
을 위해 다음의 요소기
술들이 필요
• ANSP 네트워크
• UTM 네트워크
• 인터넷

비행승인은 다음의 항목
들에 의해 구현됨
• 정보교환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버
• 비행승인 데이터베이스

비행승인 지원을 위해 다
음의 요소기술들이 필요
• 추적/교통 정보 시스템
• 기상 정보 시스템
• 교통흐름관리 시스템
• 공역구조 데이터베이스
• 정보 교환 시스템

비행
승인

교통흐름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의 요소기술들이 필요
• 추적/교통 정보 시스템
• 기상 정보 시스템
• 비행승인 데이터베이스
• 정보교환 네트워크

동적공역관리는 다음의
항목들에 의해 구현됨
• 의사결정 지원 능력이
있는 공역관리 프로그램
• 빅 데이터 분석 툴
• 공역구조 데이터베이스

동적공역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의 요소기술들이 필요
• 기상 정보 시스템
• 비행승인 데이터베이스
• 교통흐름관리 시스템
• 정보교환 네트워크

부합성 모니터링은 다음
부합성
의 항목들에 의해 구현됨
모니
• 자동화 된 비행 모니
터링
터링 프로그램

부합성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다음의 요소기술들
이 필요
• 추적 정보 시스템
• 비행승인 데이터베이스
• 정보교환 네트워크

동적
공역
관리

요구사항을

UAM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다.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동향을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영고도를

NASA가

확장하여

개발했던

NASA의

UTM의

AAM

운

NC

(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

에 활용할 예정이며, 유럽의 경우
of Finland
UAM

U-space Gulf

시연 프로젝트를 통해

U-space에서

운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 도심형
우도

교통관리는 다음의 항목
들에 의해 구현됨
• 빅 데이터 분석 툴
• 수동관리 상황을 위한
비행관리 프로그램

교통
관리

정보

UTM을

UAM을

개발하고 있는 싱가폴의 경

싱가폴

UTM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개발하고 있다.

그림 10. UTM/UAM 간 정보 흐름구조

•

-

ATM

통합 및

UTM

간 상호 운용성

표준에 의해 상호운용성 보장

:

[10]

자동화 정보

통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각 기
술 계층 표준을 조정해야 하며, 운용 및 서비

-

스 지향의 이벤트 중심 구조를 구성해야 함.
핵심 정보 신뢰성 유지

:

비행의도, 공역제한,

운용제약, 운용계획수정, 운용편차 등의 보안
등급, 식별정보 등 핵심정보 신뢰도 유지 중요
• 협력 기관으로서의

USP와 ANSP

[10]

ANSP(항행업무제공자,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

운영 및 인증 표준은 유인항공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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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흐름을 보장 위해 지속적으

-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독립의

로 개발되어 왔다. 현재 중앙 집중식

-

신규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 가

ANSP

모

델은 강력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확장하기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역사는 불과

10년이

UTM

되지 않았으나,

통관리시스템 사업자,

능한 오픈 마켓

Provider)

• 자유연합형
-

- USP가

이은 표준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 USP

중

-

구조 유형별로 중앙집중형, 자유연합

[10]

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역할

관련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뒤
USP는

수행

개발의

USP(드론교

UTM Service

USP서

수행하는 중요한 서비스

간 조정 플랫폼

공통정보제공업체와의 제한된 상호 작용

형, 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 중앙집중형 구조

• 중앙집중형

그림 13. 자유연합형 구조

[10]

-

중앙집중화 구조

-

중앙 플랫폼이 모든 서비스 수행

- ANSP
-

: 1개의

중앙 플랫폼.

및 기관이 중앙 플랫폼에 연결

제한된 개방 시장에서 경쟁

3.3 인프라
UAM은 eVTOL을

이용하여 도심에서 화물

과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미래 공중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술, 규제,
사회적 수용성, 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미해결
이슈들을 안고 있다.

UAM

인프라는

Vertiport,

요금체계, 환승체계,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이
있으며,

eVTOL은

특히 대중교통과의 효율적인

연계 속에서 시장정착이 가능하므로 인프라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BIS

그림 12. 연합형 구조

전소(Charging

UAM

공공치안 등 중요한 서비스와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갖춘 1개의 중립 중앙 플랫폼

인프라를

Stations),

(Traffic Management Systems)

지로 구분하고 있다.

• 연합형
- ATM,

리서치는

vertiport,

충

교통관리시스템
등 크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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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상파울루에 대한 Vertiport 인프라 구축
시뮬레이션 [Porche Consulting]

그림 14. Uber Vertiport 개념도

-

Vertiport

된 공항과 동일하며

UAM

시장에서 사용됨.

유지 보수 직원 및 주기 공간을 위한 영역

경우

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ber

프로그램 제안에 따르면

Elevate

도심항공모

빌리티의 상용서비스 초기에 필요한
를 도시당

vertiport

5개

안팎으로 추정하며, 메가시티의

40~100개

정도로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할
vertiport의

효율적인 운

항공기를 위

용과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지 빌딩 옥상의 헬

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 하나의

리포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며, 그 밖에 고속

vertiport를

달러의

충전인프라, 항공교통관리 인프라와의 결합을

비용이 들며, 이는 크기에 따라 비용이 증가

주요 요소로 꼽고 있다. 도심내 및 도시간 도

할 것으로 예상됨.

심항공모빌리티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별로 적

최대

12대의 eVTOL

만드는 데 약

300~400만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정한 규모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특정 시간 간격 내에

대부분 도시에는 항공운항 인프라가 거의 없는

충전해야하므로 인프라 필수 요소임. 본격적

실정이며 이런 점은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 분

인 에어택시(Air

야의 큰 이슈 중 하나로 작용된다.

충전소

:

eVTOL은

Taxi)

서비스가 시작되면 도

시간(Intercity) 장거리로 이동하는 에어택시

-

CNS(통신· 항법· 감시)

:

안전하고 효율적인

는 도심내(Intracity) 단거리를 이동하는 에어

에어택시 운항관리를 위한 통신·항법·감시

택시와 비교하여 배터리를 재충전하는데 더

인프라로서, 현재의 공항과 상용항공기 중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리튬이온

의

배터리는 효율과 전력이 더 높고

도시 간 항공교통을 위한 무선·지상

에 최대

80%까지

20-30분

충전할 수 있어

내

를 설치하는 데 약
될 것으로 예측.
교통관리시스템

10만

CNS에서

촘촘한 네트워크형 도심 내 및
CNS로

의 전환이 필요.

eVTOL에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며 충전소

-

Porche Consulting(2018)은

승객 탑승, 이륙 및 착륙 지점, 충전 지점,

vertiport는

-

한편,

기체를 위해 특별히 설계

: eVTOL

-

연계 교통체계 인프라

:

도심항공모빌리티 서

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달러의 비용이 소요

위해서는 기존 교통 결절점(Node)과의 연결

:

성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중요하며,

그

연결

수준에

따라

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 서브시스템의

vertiport가

시스템으로 정의. 교통관리시스템은 기상정

운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결

보, 공역교통, 드론등록, 드론사업자 자격증

정됨

등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데
이터 제공업체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

-

기존 교통체계에 융합되어 새로

MRO (Maintenance/Repair/Overhaul)

:

안전

한 도심항공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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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어택시의 감항성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자격기준, 장소

MRO

및 정비등급, 감독기관 등의 제반

MRO

감

독 및 관리 체계 필요
-

인프라 투자 및 회수

:

도심항공모빌리티 인

프라의 신규 구축 또는 개축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데, 투자 주체(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투자 및

그림 17. NASA NC-1 시나리오

회수를 규제하는 법·규제 부재로 규제의 범
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 실질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변동성이 높은 리스크 보유

`22년

중반까지

NC-1를

NC-DT(Development

통해 기체 안전성 시험 및 운영통합

시험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4. 주요 프로그램

7개의

Test),

NC-1

시험평가는

시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NASA는

기체개발자의 비행체와 운영서비스제

공자(USS)의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합하는 운영

4.1 AAM-NC (NASA)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비행체 및 공역의 가
미국

NASA는

`18년

11월

Challenge Industry Day를

연 기관들과

UAM

열고

UAM

Grand

180여개

산학

안전도 확보와 운영 통합시

나리오 구축을 착수하였다. 그후 도심과 더불어
지방지역의 물품 및 승객 배송을 포함하고 전
기동력 수직이착륙 비행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을 포함하는
상을 확대하여 현재
총

6단계의

UML

1~4의

(NC-1~4)

Loop Simulation)등과의

등 사전준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NC-1

시스템을 사용한 사업모델의 순차적 검증을 수

대

행할 예정으로,

성숙도(UML:

UAM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단계의

이후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기체와 운영

AAM으로

실증시나리오

설정 및 요구도 등을 주도하고 있다.

NC-2(`22년

중반~`24년 초)에서

는 공항과 도심외곽 간의 공항셔틀(Ex-Urban
Airport

초기

통합, 기존 헬리콥터

를 이용한 비행시험 데이터 처리시스템 준비

및

AAM National Campaign

UAM

HILS (Hardware in the

eCTOL

을 추진 중이다.
Maturity Level)

상 시뮬레이션 검증,

Transfer)을,

반)에서는
(Air-Metro

NC-3(`24년

도심의

초~`25년 중

고정항로

Operation)

및 항공 엠블런스(Air

Ambulance)를, NC-4(`25년

는 호출형 도심택시(On

여객서비스

중반~`27년 초)에서

Demand Air-Taxi)의

성숙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4.2 Agility Prime (USAF)
미국은 드론산업의 중국 독과점을 경험하면
서 항공시장 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민수
분야이나 민군겸용 활용도가 높은

eVTOL

분

야 지원을 결정하고, 기존 군 획득사업과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군 획득사업이 군용
그림 16. NASA UAM 성숙도(UML)

규격에 따라 군 전용장비로 개발 및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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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는 방식과 달리

Agility Prime

사업은

군이 필요한 요구도를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기체에 대해 미군이 갖는 역량(시험인프라, 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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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S-A1)

CES

2020에서

5인승급

eVTOL

및 모빌리티 환승거점을 포함하는 미래 모빌리

증인력 및 경험)을 지원하여 민수인증 및 시장

티 비전을 공개하고 UBER와의 협업을 발표하는 등 글

진출을 가속화한 뒤, 민수사양 그대로 군이 일

로벌 UAM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정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수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증용 비행시험이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치고
제한된 지상 및 비행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미군의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 Smart Mobility Solution: PAV, Hub, PBV를

결합

한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
- eVTOL(S-A1):

전기추진,

Hybrid

기체, 조종사 포

지원 받으면 개발일정(비용)을 크게 단축시킬

함 5명 탑승. 최고속도 290km/hr. 비행고도 1천~2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군 지

천ft. 1회 충전으로 100km 비행. 충전시간 5~7분.

원하의 시험평가는 그대로

FAA

인증 데이터로

- PBV:

목적기반 이동형 지상 모빌리티 솔루션. 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다음

심 셔틀기능에 식당/카페/호텔/병원/약국 등의

은

부가기능을 모듈형태로 제공

Agility Prime에

와 요구도이며

미군이 예상하는 기대효과

20년 12월까지

실기체 초도 비

행이 요구된다.

- HUB: UAM과

지상의 PAV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 PBV 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

표 4. Agility Prime 요구도

기대

요구도

①기계적 단순함에 따른 낮은 유지비
②자율화로 높은 안전성, 적은 인력
③대량생산 가능
④분산추진으로 인한 저소음화
⑤수직이착륙으로 인한 활주로 불필요
유효하중:
작전반경:
비행속도:
비행시간:

3~8명
100 mile 이상
100 mile/hr 이상
1시간 이상

5. 국내 현황
그림 18. 현대자동차 UAM 비전 및 솔루션 개념

5.1 산업계 현황
최근 국내에서는 정부,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UAM

마련, 핵심기술 및 각종 제도마련 등

로드맵

UAM

상

5.1.2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은 미국
社의

5인승급

Karem社

자회사인

eVTOL(Butterfly)

Overair

공동개발에

용 서비스 시장을 위한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

$25MN을

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한화시스템 등

전방 주로터 2개와 후방로터 2개로 구성되며 4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로터가 모두 틸팅되는 형태이다.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
휴를 포함한 제품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
고 있다.

투자해 지분 30%를 획득하였다. 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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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최종 단계와 관련된 고위험 도전들을 점
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UAM

체개발 업체 수,

산업적 투자 규모,
UAM

UAM

기

서비스 제안자 수 및

지금까지의 진행 상태와 기술 개발 현황 등으
로 미루어 볼 때, 언제

UAM

시대가 도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언제 실현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림 19. 한화시스템이 투자한 Overair사의 Butterfly

5.2 정부 현황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하느냐 문제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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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용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설계 특성 및 개발 동향
김근배*

1)

Overview of Development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Hybrid Power System for Drone
Kim, Keun-bae*

ABSTRACT

Hybrid power system is applied for drone to increase flight endurance by combining
engine-generator with battery. Hybrid power system consists of engine-generator as a main power
source, battery as an auxiliary power source and power management unit to control and
distribute the whole power. Design characteristics of hybrid power system can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rone configuration and the operating conditions. The important elements are
power distribution between engine-generator and battery, control stability of system voltage, high
efficiency rated performanc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system power unit. Currently,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and trends of engine, generator and hybrid power system for drone and the
hybrid powered drones are presented.
초 록
드론의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에 엔진-발전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은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엔진-발전기와 보조전원용 배터
리 그리고 전체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로 구성된다.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의
설계 특성은 드론의 형상 및 운용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엔진-발전기 및 배터리의 동력
분배방식, 시스템전압의 안정적 제어, 고효율 정격 성능 및 시스템 전력계통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드론용 엔진과 발전기,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및 하이
브리드 동력시스템을 적용한 드론 개발동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Drone(드론), Hybrid Power System(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Engine(엔진), Generator(발

), Battery(배터리), Power Management Unit(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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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방식은 다양

1. 서 론

한 요구동력조건에서도 엔진을 효율적인 작동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30분

.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내외로 짧기 때문

자동차용 하이브리드시스템은 감속조건에서 회

에 운용범위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드론용

생동력에 의한 충전이 가능하지만 드론에서는

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는 휘발유

회생동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

를 사용하는 엔진에 비해 아직까지 매우 낮아

러나 하이브리드 방식은 엔진의 복잡한 기계적

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배터리동력 드론의 체

인 구동방식을 단순한 전기동력 공급방식으로

공시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전환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멀티콥터 방식의 드

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엔진만 사용하는 방식

론은 물론 미래형 분산추진 방식 비행체에 적

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엔진과 배터

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형드론

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전했듯이

은 멀티콥터 형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

드론에서도 짧은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배

드 전기동력 방식을 적용할 경우 중량 대비 체

터리와 엔진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

공시간 및 동력운용 효율 면에서 기존 배터리

화하고 있다 특히 출력

또는 엔진만 사용하는 방식보다 유리하다

경우 체공시간이 최대

.

.

,

.

10kW급

이하 영역에

.

.

.

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 드론이

.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
은 드론의 운용조건 및 임무에 적합한 설계 특
성을 부여함으로서 체공시간을

2배

이상으로

연장하여 드론의 운용범위를 확장하고 전체적

.

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드론을 경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다양
한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여러 분
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

있다 최근에는 연료전지를 적용하여 체공시간

,

을 증대시키는 드론도 출시되고 있으나 기술

그림 1. 드론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구성

적 성숙도와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고 가격경쟁

.

력에서 불리한 실정이다 향후 상당기간은 배

멀티콥터 방식 소형 드론은 비행 중 요구동

터리 엔진 하이브리드 방식이 장기체공 또는

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동력

장거리 운항을 필요로 하는 드론시장을 주도할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이 비행체의 운용성능에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고정익 방

-

.

.

드론용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식의 소형 드론에서는 비행 중 비행체의 요구

엔진과 발전기 배터리 그리고 제어기로 구성

동력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

되며

같이 드론의 모터 프로펠러

해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에서 엔진과 배터

추진장치로 전기동력을 공급한다 고정익 드론

리의 적절한 동력 분배 및 제어가 중요하다

의 경우 엔진으로만 구동할 수도 있지만 이륙

여기서는

, <그림

,
1>과

.

-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출력

시 요구되는 큰 출력과 순항비행시 요구되는

10kW급

적은 동력을 하나의 엔진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브리드 동력시스템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고 전

비행조건에 따라서 엔진의 비효율적인 영역이

반적인 개발 동향을 제시하였다

이하의 소형 드론에 적용 가능한 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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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시스템 설계 특성
2.1 시스템 개요

(

“하이브
연료(대부분

드론용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이하

”)

리드시스템 은 높은 에너지밀도의

)

휘발유 를 전기동력으로 변환하여 드론에 제공

.

한다 하이브리드시스템의 구성은 드론의 형식
및 임무에 따라 직렬방식과 병렬방식으로 구분

.

<그림 2>와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드론용 직렬 하이브리드

<그림 3>에 예시로 나타냈다[1-7].
직렬-하이브리드 방식은 엔진-발전기
및 병렬 하이브리드 구성방식을

(a) 고정익 추진방식

출력과

배터리의 저장에너지를 통합한 전기동력 출력

.

을 프로펠러 구동모터에 공급한다 경우에 따

-

라서 배터리 출력 위주로 사용하고 엔진 발전
기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

있다 이때 엔진은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영
역에서 정속 운용함으로서 연료소모율을 낮출

.

수 있다 이 방식은 요구동력에 따라서 발전기
와 배터리의 출력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고 시
스템 구성이 단순하지만 동력전달과정에서 손

.

-

(b) 헬리콥터 추진방식
그림 3. 병렬-하이브리드 구성방식(예시)

실이 큰 편이다 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은 전기

대부분의 멀티콥터방식 드론에는 시스템이

동력과 엔진의 기계적 동력을 병행하여 사용하

단순하고 경량화에서 유리한 직렬 하이브리드

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전기는 모터와 겸용으

방식이 적용되며 고정익 또는 헬리콥터 추진방

로 사용되거나 또는 엔진에 부가적인 힘을 제

식의 드론에는 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의 적용도

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병렬 방식은 시스템

가능하다 또한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의

설계가 복잡하고 무거워지는 반면 엔진의 기계

요구동력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시

적 동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

스템의 운용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양항

방식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를 갖는 고정익 드론의 경우 순항비행시 에

.

.

.

,

.

-

-

.

,

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륙출력과 순항출력 비율을 고려하여 하이브

.

리드시스템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여기서 드론
의 순항비행 요구동력과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연속적

(

)

출력에너지 연속방전조건 을

,

일치시킬

수 있을 경우 순항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

-

본적으로 배터리가 제공하며 엔진 발전기는 배
터리 충전 및 이륙할 때 필요한 부가출력을 제
그림 2. 직렬-하이브리드 구성방식(예시)

.

공할 수 있다 이때 엔진은 연료소모율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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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도록 대개 스로틀

60~75%

영역에서

정속으로 작동함으로서 드론의 비행시간을 효

. <그림 4>는

율적으로 증대시킨다
로서

,

하나의 사례

QTP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드론의 미션프로파일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으

/

로 정속 순항 선회비행 임무를 나타낸다

[5].

그림 5. 고정익 드론-동력운용방식

그림 4. QTP Mission Profile(예시)
그림 6. 멀티콥터 드론-동력운용방식

멀티콥터 방식의 회전익 드론은 고정익 드론

(

)

과 달리 제자리비행 호버링 또는 저속의 임무

,

비행에 적합한 형식으로서 이륙출력과 제자리
비행시 요구동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2 시스템 설계 특성

2.2.1

시스템 설계요소

-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운용방식도 고정익 드론과

기본적으로 드론용 직렬 하이브리드시스템의

달라져야 한다 이때 엔진 발전기의 정격출력은

설계는 드론이 요구하는 동력운용 시나리오를 토

제자리비행시 요구되는 동력에 맞출 필요가 있

대로 동력원 사이징에서 시작한다 시스템의 출력

으며 배터리는 임무형상에 따라 변화되는 동

요구조건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엔진과 발전기

력을 보완하고 아울러 엔진 발전기 고장 등의

그리고 배터리의 사이징 결과로 형상을 도출할 수

비상시에 드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용도로

있다 아울러 엔진과 발전기의 냉각방식을 검토하

사용될 수 있다

여 냉각손실을 분석하고 시스템 동력전달 효율에

.

-

,

-

. <그림 5>, <그림 6>은

각각

.

.

. <그림 7>은 멀티

고정익 드론과 멀티콥터 드론의 비행시나리오

따른 동력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에 따른 직렬 하이브리드시스템 동력운용방식

콥터 형식의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

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행모드는 드

랭식 직렬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설계 구성요소를

론 형상에 따라 시동 이륙 상승 순항 또는 호

나타낸다 각각의 구성품 효율은 현재의 대표적인

버 제자리비행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익

수준을 나타내며 냉각손실은 시스템의 설계과정

드론에서는 배터리가 우선적으로 동력을 공급

에서 확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동력

하고 발전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은

반면에 멀티콥터 드론에서는 발전기 출력을 위

율

-

(

)

,

/

.

,

.

.

.

주로 사용하고 배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1) Quad-Tilt Prop : QTP(약어)

.

-

.

(엔진 출력)×(발전효율)×(변환효율)×(배선효
)×(냉각효율)로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프로펠러
구동모터에 전달된다. 실제 드론에 탑재되어 운용
될 때는 하이브리드시스템 자체의 배터리 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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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추가적으로 고

[4].

려해야 한다

2.2.2

운용 특성 및 적용사례

하이브리드시스템을 드론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고

.

려할 사항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드론의 프로펠러
구동모터는 전압에 의해 출력이 제어되기 때문에

.

시스템전압의 안정적 유지 제어가 중요하다 출력

,

-

이 일정할 경우 엔진 발전기는 정속조건에서 적
절한 냉각성능을 유지하고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

있어야 한다 또한 드론 운용과정에서 다양하게
그림 7. 공랭식 직렬-하이브리드시스템 설계

변화될 수 있는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제어기가
발전기의 출력과 배터리의 저장에너지를 적절하

,

일반적으로 드론용 하이브리드시스템에서 최

(

)
진의 최대연속출력 기준 70~75% 수준으로 알려
져 있다. 기본적으로 엔진은 사이징을 통해 도출
된 엔진 요구동력의 최소 1.5배 이상의 최대출력
을 낼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모터와 프로펠
종적으로 구동모터 인버터 에 전달하는 동력은 엔

러 효율을 고려할 경우 드론에서 실제 추력으
로 변환되는 엔진의 동력은 대략

.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

,

Surge 등의 영향으로부터 전력
변환에 관련되는 컨버터/인버터와 배터리의 안전
게 제어함으로서

한 운용범위를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

(SOC)은

야 한다 또한 배터리의 잔여에너지수준

드론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

필요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9>는

일반적인 멀티콥터 드론의 비행

시나리오에 따른 하이브리드시스템 동력운용

.

프로파일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기와 컨버터 인버터 그리고 모터의 효율 증

.

대가 필수적이다 냉각손실은 공랭식과 수랭식

,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드론의 운용방
식에 따라서 최적의 냉각시스템을 선정하는 것

. <그림 8>은

이 중요하다

시스템 설계점을 중

심으로 엔진과 발전기의 운용영역을 예시로 나

.

타낸 것이다

그림 9. 드론 동력운용 프로파일(예시)

멀티콥터의 경우 대부분 제자리비행 내지 저
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소요동력이 대개 완만

,

하게 변화하나 운항중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
할 경우 동력요구조건도 급격하게 상승 또는

.

하강할 수 있다 이때 제어기는 시스템의 안전
한 운용을 보장하도록
그림 8. 하이브리드시스템 동력운용 영역

<표 1>

예시와 같이 전

체적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제어할

.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전압은 가능한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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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하되 전압변동에 따른 배터리의

SOC

적정수준 관리 및 충전전류 제한에 따른 안전

.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1. 하이브리드시스템 동력운용방식(예시)

그림 11. 시스템 동력운용 시나리오(예시)

-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이러한 모든 제어는 엔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격연속

6kW급

(HPSD)2)을

용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발전기와 배터리 전력을 통합하는 제어기(PMU3))
드론

개발하고

. <그림 10>은 시스템의 다양한 동력운용 시
2
른 배터리 SOC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있다

,

에서 수행하며 하이브리드시스템이 드론에 탑재

PMU를 통해 비행
에 필요한 동력을 감시 제어할 수 있다.
되면 드론의 비행제어컴퓨터는

뮬레이션 결과의 하나로서 시간 연속운용에 따

3.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3.1 엔진

3.1.1

기술 동향

드론용 엔진은 가볍고 경제적이며 취급이 용
이한

2-Cycle

.
력/중량)이

방식의 왕복엔진이 널리 사용된

(

다 로터리엔진의 경우 왕복엔진보다 비출력 출
그림 10. 시스템 동력운용성능(분석사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

격이 비싸고 운용유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

<그림 11>은 HPSD 시스템의 적용사례로서 대
표적인 운용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시
스템의 출력전압은 50V로 설정되며 스로틀 자동
제어를 통해 전압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륙 및 상승

.

적인 사용에 그치고 있다 현재 드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으로는

,

품이 대표적이며

3W, DA, MVVS

제

냉각방식은 드론의 형식에

.

따라서 공랭식과 수랭식 모두 적용 가능하다

(Carburetor)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가적인 출력은 배터리가 공

또한 기존 기화기

급한다 드론의 비행과정에서 갑작스런 환경조건

연료소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식 연료분

변화 또는 출력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사장치

시스템 전압과 전류의 변동 발생시 제어기의 상태

최근에는 기존의 휘발유만 사용하는 엔진에 더

정보 모니터링 및 자체적인 제어로직으로 대응할

해서 케로신 계열의 항공유

수 있으며 드론 조종사는 통신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

,

.

2) 민군겸용[드론용 하이브리드 전원장치(6kW급) 개발]: HPSD(약어)

(EFI)를

방식의 단점인

.

적용하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Jet A-1, JP-8 등)를
왕복엔진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12>와 같이 독일 Hirth

3) Power Management Unit : PMU(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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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 중인 동사의

4202 Heavy Fuel

4201

엔진모델 기반

엔진이 있으며 휘발유 대비

포화증기압이 낮은 케로신 연료의 무화성능을

.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0시간 이상의 내구성을 검증할 계획
이며, MIL-STD-810 환경조건을 준용하여 고도
1km 이상, 저온/고온, 진동, 충격, 가속도, 모래/
먼지 환경에서 구동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
림 13>은 엔진의 형상과 크기를 보여준다.
준용하여

그림 12. Hirth 4202 HF Engine

3.1.2

국내 개발현황

국내에서는 현재 드론용 엔진을 전량 해외에서

.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6kW급 HPSD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테너지
는 국내최초 본격적인 드론용으로 정격연속

8.2kW급의 2-행정, 공랭식, 2기통-수평대향형 왕
복엔진을 개발하고 있다[8].

그림 13. ㈜테너지 개발 왕복엔진

표 2. HPSD 엔진 주요제원

3.2 발전기

항목

단위

제원

Type

-

2 stroke

No. of Cylinder

-

2 cylinders with horizontal

Bore x Stroke

mm

50 x 45

Stroke/Bore ratio

-

0.9

심 구성품으로서 경량화와 효율 관점에서 접근할

Displacement

cc

176.7

필요가 있다 드론용으로 사용되는 발전기는 대부

Compression ratio

-

10

분 영구자석 방식의 시동 발전기를 적용한다 국

Fuel Injection

-

EFI

내에서는

Ignition

-

1 s/plug per cylinder

<표 2>는 엔진의 주요 목표제원을 나타내며,
2021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엔진
은 해외의 동급수준 엔진 대비 비출력은 5% 이상
높이고 전자식 연료분사장치(EFI) 적용으로 연료
소모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FAR 33을

3.2.1

기술 동향

발전기는 엔진과 더불어 주전력을 공급하는 핵

.

,

.
2017년 ㈜삼현에서 처음으로 5kW급 드

론용 내전형 발전기를 개발하였으며 출력밀도는

1.6kW/kg 수준이다. 발전기는 고정자와 회전자
배치 및 구동형식에서 내전형(In-runner)과 외전
형(Out-runn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드론용의 경
우 통상 외전형이 중량과 효율 관점에서 유리하기

.

때문에 외전형 방식이 널리 적용된다 현재 국내
에서 사용되는 드론용 발전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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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livan 발전기가 외전형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서 출력밀도는 2.3kW/kg
수준이다. <그림 14>는 영국 Electronica의 5.5kW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Axial-Flux 방식은 효율 향상과 더불어 발전기의
출력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폭넓게

.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 외전형 발전기로서 직경 대비 두께를 매우 얇
게 만들었으며 출력밀도는

.

Sullivan과 비슷한 수

준을 나타낸다

3.2.2

국내 개발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6kW급 HPSD

시스템

개발 관련하여 ㈜삼현에서 국내최초 외전형 방식

.

의 드론용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삼현은

5kW급 내전형 발전기 개발 경험을
7.5kW@7,000rpm의 경량 외전형
발전기 개발을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계 설계에는 Halbach Array가 적용되었으며
최대효율 90% 이상 출력밀도는 3kW/kg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6>은 현재 개발 중인 발
전기의 형상을 보여주며, <그림 17>은 발전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나타낸다.
년에 수행한

토대로 최대출력

그림 14. Electronica 외전형 발전기

최근에는 출력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Axial-Flux 방식의 발전기가 개발되고 있다. 대표
적으로 <그림 15>과 같이 미국 LaunchPoint에서
개발한 드론용 6kW급 발전기가 있다. 출력밀도는
5kW/kg 수준으로 기존 발전기의 2배 이상 제시
되고 있다[9].

그림 16. ㈜삼현 개발 발전기
그림 15. LaunchPoint Axial-Flux 발전기

Axial-Flux 방식은 자석과 코일을 축방향으로
순차적 배치하여 중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상대
적으로 진동과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형드론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성숙도 확보

.

가 필요하다 고출력 대형 발전기 분야에서는 이
미 출력밀도

10kW/kg 이상의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

.

로 보인다 향후 드론용 소형 발전기 시장에서도

2017

그림 17. ㈜삼현 발전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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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과 발전기 배터리 그리고 제어기로 구성된

Walkera에서 판매하는 G120 EFI
Control Power System은 최대 7.4kW 출력의 드
론용 수냉식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서 최대 45kg
중량의 드론에 적용할 수 있다[11]. 엔진과 발전기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드론에 적용하

는 직결방식이며 제어기에 의해 엔진의 시동 및

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효율적 통합 제어와 더불어

발전기의 정류와 시스템 전체적으로 통합 제어된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

다 제자리 비행시 연료소모량은

3.3 하이브리드시스템 통합

3.3.1

또한 중국

기술 동향

,

.

/

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외 드론용 하이브리
드시스템의 신뢰성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

.

730g/kWh으로
제시되었으며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9>와
같다.

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드론시

.

장 대비 미미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엔진과 발전기를 단순 조립하는 방
식으로 통합설계에 따른 중량절감과 효율 향상을

,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드론의 다양한 형식과 임
무특성에 따른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

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
지 해외와 국내에서 개발된 드론용 하이브리드시

,

스템은 대부분 상용품 엔진을 베이스로 사용하며

발전기의 경우 일부 개발 그리고 제어기와 배터리

/

팩은 시스템의 필요조건에 맞도록 개조 개발해서

.

그림 19. Walkera G120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ichenPower의 H2시스템은 대표적인 사례
로서 <그림 18>과 같이 소형 드론용으로 판매되고
있다[10]. 시스템의 최대연속출력은 2.4kW로서 최대
20kg급 드론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자체구동식 팬과
송풍덕트에 의해 냉각되는 1기통 왕복엔진이 내전형
발전기와 결합된 형식이다. 보기류를 포함한 총중량
이 5.6kg, 연료소모율이 750g/kWh 수준이다.
중국

<그림 20>은 캐나다 Pegasus Aeronautics의
4kW급 GE70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서 수냉식
70cc급 EFI 엔진을 채택해서 최대 20kg급 드론에
적용할 수 있고 2시간 비행이 가능하다[12].

그림 20. Pegasus - GE70 하이브리드시스템

3.3.2 국내 개발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국내최초로 정격연
그림 18. RichenPower H2

속

6kW급의 드론용 하이브리드시스템(HPS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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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SD는 멀티콥터 드론에 적용할

(PMU)까지 완전한 독립 시스템으로 구성
되었다. 엔진과 발전기는 일체형 방식으로 통합설

.
로 BMS에 의한 감시/제어 및 자체 냉각장치가 가
동되며 정격최대 3kW 그리고 순간최대 6kW까지
공급이 가능하여 엔진-발전기 고장시 드론의 비상
착륙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계를 수행하여 성능 최적화 및 중량 최소화를 구

시스템을 공랭식으로 통합 설계함으로서 효율적

현하였으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 제어기술을

인 작동을 통해 냉각손실을 최소화하였다

개발하고 있다

-

수 있는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엔진과 발전기
배터리로 구성된 동력원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

,
확보하였다. 제어기는 엔진의 ECU와 발전기 그리
고 배터리와 통신을 통해 상태정보를 감시/획득
하며, 드론의 요구동력에 따른 엔진의 스로틀제어

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배터리는 보조전원 개념으

[13]. 엔
진-발전기 통합 중량은 본체 기준 7kg 이하이며,
제어기와 배터리, 냉각장치 등을 모두 포함해서
15kg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14].

및 발전기의 출력과 배터리의 통합을 통해 시스템

. <그림 21>은 HPSD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며, <그림 22>
은 전체 조립된 형상을 보여준다.
의 안정적 제어를 수행한다

4. 하이브리드 드론 개발동향
4.1 해외 동향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드론업체

Top Flight Technologies를 중심으로 소형 하이브
리드 드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Top Flight는 독
자적인 하이브리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림 23>
과 같이 최대중량 50kg급 Airborg H8 10K 드론을
선보였다. 상용 엔진에 자체개발한 최대 10kW급
고효율 발전기를 장착한 하이브리드시스템을 탑

2

[15].

재하고 시간 비행을 시연하였다

그림 21. HPSD 하이브리드시스템 구성

그림 23. Top Flight Airborg H8 10K

그림 22. HPSD 시스템 조립형상

HPSD 시스템은 제어기를 통해 시스템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6kW 이상의 출력을 연속적

Skyfront의 중량 15kg급 Perimeter 하이브리드 드
론은 독자적 G2K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토대로 최
대 5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 엔진 고장시 배터리로 5
분간 비상착륙이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었으나 임무장

4kg 탑재할 경우 비행시간은 45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16]. <그림 24>는 Perimeter 드론의 모습이다.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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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Quaternium Hybrix 2.0

그림 24. Skyfront Perimeter

NASA에서는 2015년 분산추진(Distributed
Propulsion) 방식의 고정익 GL-10 하이브리드 드
론을 개발하고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

그림 27. Avartek Boxer

DJI를

중국의 경우 이미
드론시장의

70%

통해 전세계 소형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대부분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
그림 25. NASA GL-10

,

는 방식이며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적용한 드론 출시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GL-10은 25kg급으로 2세트의 6kW 출력 디젤엔
진-발전기 및 배터리를 조합하여 수직이착륙은 물
론 최고속도 100km/h까지 비행시험을 수행함으
로서[17], 분산추진방식의 효율성과 더불어 하이
브리드시스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Quaternium의 중량 20kg급
Hybrix 모델이<그림 26> 대표적이다[18]. 왕복엔
진 기반의 최대출력 3kW급 하이브리드시스템을
탑재했으며 2017년 4시간 40분의 최장 체공기록
을 수립하였다. 핀란드의 Avartek는 4kW 하이브
리드시스템을 장착한 중량 25kg급 Boxer 드론을
출시하였다[19]. <그림 27>은 Boxer의 모습으로
최대 4kg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2시간까지 비행
할 수 있다.

. <그림 28>은 대표적으로 Walkera에
서 출시한 QL 1200 모델로서 2.4kW급 하이브
리드시스템을 장착하고 이륙중량 18kg으로 최
대 90분 비행할 수 있다[11]. 그 외 Foxtech 등
이고 있다

에서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장착한 저가의 상용

.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28. Walkera QL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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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동향
대한항공은

2019년 국내최초로 본격적인 상용

하이브리드 드론을 부산시에 납품함으로서 국내

.

소형 하이브리드 드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29>는

. 2018년 국내독자모델의 QTP 드론을
대상으로 최대 7kW급 하이브리드시스템을 탑
재하고 지상에서 2시간 연속운용시험을 수행했
으며, 2019년에는 1시간의 비행시험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림
4>에 예시로 제시된 임무형상을 토대로 QTP
작하였다

KUS-HD 하
30kg, 최대속도
70km/h로 2시간 비행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이브리드 모델로서 최대중량

하이브리드시스템 지상시험을 수행했으며 동등

-Only

출력수준의 엔진

연료량 절감효과를

50% 이상의
확인하였다[20]. 여기서 하
조건 대비

이브리드시스템에 사용된 엔진은 엔진만 단독
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엔진보다 작고 가벼운
엔진을 적용했으며 부족한 동력은 배터리가 보

.

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드론이 오랜 시간 장
거리 순항 비행할 때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연료

.

효율 향상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비행
중 엔진의 스로틀은 드론의 요구출력 및 시스

그림 29. 대한항공 KUS-HD

㈜화인코왁에서는 정부주도 재난치안용 무인
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체공시간 연장을 위한

35kg급

멀티콥터 방식의 하이브리드 드론을 개

.

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격연속
발전기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체공성능을 목표로

.

2020년까지

4kW급 엔진2시간 이상의

비행시험을 완

QTP는

/

수직 이 착륙 능력과 함께 장거리 고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드론으로서 하이브
리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장기체공 운용 가능
성을 제시한 점에서 국내 드론기술 수준을 높

. <그림 31>, <그림 32>는 QTP
형상과 비행시험 장면을 보여준다.

여주었다
의

료할 계획이다 배터리와 제어기는 동체내부에

-

내장되었고 엔진 발전기 시스템은 동체 하부에

. <그림 30>은

장착되었다

화인코왁에서 개발한

.

하이브리드 드론의 모습이다

그림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QTP

그림 30. ㈜화인코왁 하이브리드 드론

,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

템전압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다

무

인기용 하이브리드시스템 핵심기술 연구를 시

그림 32. QTP 비행시험 장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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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W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개발중인

HPSD

5. 결 론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장점과 특성을 드

론에 접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형상의 고효율

하이브리드 전기동력시스템은 드론의 형상

하이브리드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위해 관련

및 임무특성 비행조건에 따라서 엔진 발전기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HPSD

,

-

시

배터리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스템은 비행시간 및 임무장비 탑재중량에 따라

때문에 드론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서 최대

수 있다 또한 기존 배터리 방식과 비교하여

50~60kg급 드론까지 적용할 수 있다.
33>은 하이브리드시스템의 특성과 장점

<그림

.

중량대비 체공시간을 월등하게 증가시킬 수 있

을 구현할 수 있는 장거리 모빌리티 개념의 고

고 두 가지 동력원을 병행함으로서 드론의 안

효율 장거리 플랫폼

전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High Efficiency Long-range

Platform : HELP)
보여준다[14].

관련하여 하나의 예시모델을

.

/

국내 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드론의 체공시
간 및 운용거리 증대 요구에 따라서 드론용 하
이브리드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적용한 드론의

.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그림 33. 고효율 장거리 드론(예시모델)

HELP는

가위날개 방식으로 작동하는

4개의

프로펠러 지지대에 의해서 일반적인 쿼드콥터

/

방식의 수직 이 착륙은 물론 순항비행을 위한
고정익형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HPSD

하이

브리드시스템과 통합되어 효율적인 장거리 비

. HPSD

행을 구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하

이브리드시스템은 드론의 요구동력에 따라서
필요시

)

2세트

-

(

이상의 엔진 발전기 탑재 확장형

.

모델 도 가능하다 확장형 모델로 쌍발 하이브
리드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드론의 임무장비 탑

.

재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론용 하이브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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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of Multi-objective
Optimal Path Planning for UAVs
Oh, Soohun*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search trends of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ath planning for UAVs are
summariz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algorithms applied.
From the operational environment point of view, the trends are summarized by classifying the
flight environment into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cases, and a static environment
whose mission objectiv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fixed and dynamic environment with
those not fixed. From the algorithm point of view, research trends are organized by classifying
them from online and offline, multi-objective Pareto optimal solutions and single-objective optimal
solutions, types of applied heuristic methods and objective functions, and flight path geometry.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의 다기준 최적화 경로계획을 위하여 적용된 운용환경 및 알고리듬의 특
성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운용환경 관점에서는 비행환경이

2차원인

경우와

3차원인

경우 및 임무 목적이나 환경변수가 고정된 정적인 환경과 고정되지 않은 동적인 환경으로 분류
하여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알고리듬 관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기준 파레토 최적해를
구하는 방식과 단기준 최적해를 구하는 방식, 적용된 발견법의 종류, 목적함수의 종류 및 비행경
로의 기하학적 형상 관점에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Key Words : Multi-Objective Optimization(다기준 최적화), Path Planning(경로계획), UAV(무인기),
Pareto Optimal Solution(파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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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의사결정자(DM;

1. 서 론

Decision Maker)의

주관

적인 선호도를 만족하는 단일해를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1.1 다기준 최적화
단일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SOO;
jective Optimization)

화(MOO;

Single-Ob-

문제와 달리 다기준 최적

Multi-Objective

Optimization)

문제

는 복수의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문제
로, 실제 응용에 있어서 복수의 갈등 관계에
있는 목적함수들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
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료소모량을 최소
화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하는 항공기의 설계문
제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성을 갖는 목적
함수들을 최적화하는데 적용된다. 실제 문제에
서 복수의 목적함수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거
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함수들 간의
우열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의사결정자의 주
관적인 우열 판단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수의 목적함수 모두를 동시에 최
적화하는 유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수의(또
는 무한대의) 파레토 최적해(Pareto
Solutions)가

Optimal

존재하게 된다. 다른 목적함수들

그림 1. Pareto Front 개념
(Non-dominated 점들은 함수 F1과 F2의 다기준
최소화를 위한 파레토 최적 관점에서 개선이 불
가능하다. 즉 두 함수 중 하나의 함수값이라도
더 작은 값으로 개선시키려면 다른 함수값을 증
가시켜야 하는 파레토 최적인 점들이며, 이들의
집합이 Pareto Front이다. 이에 반해 Dominated
점들은 두 함수값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개선이
가능하므로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중 하나라도 악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목적함수
도 개선시킬 수 없는(예를 들어 무인기가 시작
점에서 목표점까지 비행하는 최적경로를 도출
하는 문제의 목적함수로서 최단 경로와 장애물
충돌회피를 설정할 경우, 하나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려면 다른 목적함수의 적합도 열화를
감수해야 한다.) 해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

mal, Pareto Efficient, Nondominated, Noninferior)이라

부르고, 파레토 최적인 해들의 집합을

Pareto Front(Pareto Frontier, Pareto Boundary)

라 칭한다<그림

1>.

파레토 최적인 해들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
정보가 없을 경우 모든 파레토 최적해는 동등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문제를 보는 관점
의 차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접
근방식이 존재한다. 즉,

MOO

문제의 목적은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

MOO

문제의 해법은

DM의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선호도 정보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무선호도 방법

(no preference methods) :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선호도 정보가 없는 경
우. 선호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기준에 따라 최적해를 구하게 됨.
2)

연역적 방법

(a priori methods) :

목적함

수들 간의 선호도 정보가 사전에 설정되고 이
를 가장 잘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
3)

귀납적 방법

(a posteriori methods) :

레토 최적해들이 우선 제시되고

DM의

파

주관적

인 선호도 기준에 따라 파레토 최적해들 중 하
나의 해를 선택하는 방법
4)

상호적 방법

(interactive

methods)

:

매

반복계산(iteration) 단계마다 최적해들이 제시
되고

DM은

해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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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DM의

개선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반복계산

단계의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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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인기의 다기준 최적화 경로

DM

계획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논문들

이 가장 선호하는 해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

을 조사하고, 적용된 운용환경 및 알고리듬의

을 때 과정이 종료됨.

다양한 특성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MOO

문제를

SOO

문제로 변환하여 해를 구

하는 연역적 방법이 있는데 이를
라고 한다.

Scalarizaing

scalarizing이

2. 본 문

매개변수의 조정을 통

해 모든 파레토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변환이

무인기의

MOOPP

관련 논문을 조사하고[1-1

라야 유효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잘 알려진 방

6],

법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위한 알고리듬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

1)

선형 가중합

larization) :

(weighted sum or linear sca-

로 양수이며,

fi(x)는 MOO의

wi는

가중치

목적함수들이다.



min
ε-constraint

운용환경 관점에서 비행환경이
와

3차원인

2차원인

경우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임무 목

적이나 환경변수가 고정된 정적인(static) 환경
과 고정되지 않은 동적인(dynamic) 환경으로

  

 
2)

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복수 목적함수의 선형 가중합으로

단일 목적함수를 구성하는 방법.

각 논문별로 문제의 정의와 이를 해결하기

 

분류할 수 있다.

method : MOO의

알고리듬 특성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

목적함수

들 중 하나만 목적함수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으로 분류하였다.

구속조건으로 전환하는 방법

Ÿ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min     ≤  for ∈╲

Ÿ

다기준 파레토 최적해, 단기준화(scalarizing)
최적해

Ÿ

적용된 발견법(heuristic
유전 알고리듬(GA;

1.2 무인기의 다기준 최적화 경로계획

진화(DE;
무인기의 다기준 최적화 경로계획(MOOPP;
Multi-Objective

Optimal

Path

Planning)을

Differential

최적화(PSO;

위

Particle

timization),

소화, 연료소모 최소화), 장애물 충돌회피(지형

stra)

Ÿ

목적함수의 종류

경에서 적 비행체, 대공 레이다 및 대공무기로

Ÿ

비행경로 형상
리(Voronoi

종류

Swarm

:

차등

입자 군집

Optimization),

Ant Colony Op-

에이 스타(A*), 다익스트라(Dijk-

지물에 대한 충돌회피), 생존성 최대화(군사 환
인한 피해의 최소화) 등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Evolution),

개미 집단 최적화 (ACO;

한 목적함수로는 경로길이 최소화(임무시간 최

method)의

Genetic Algorithm),

:

직선, 곡선, 보로노이 모서

edge)

이러한 목적함수들은 서로 갈등 관계(한 목적함
수의 적합도를 높이려면 다른 목적함수의 적합

2.1 2차원/3차원

도를 낮춰야 함)에 있기 때문에 다기준 최적화
를 통한

Pareto Front를

구하고 이로부터 운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적해를

DM이

선택하거

운용 환경 관점에서 무인기의 비행경로계획
문제는

2차원[4, 6-8, 10, 13, 15, 16]

및

3차원[1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나(귀납적 방법), 사전에 목적함수들간의 상대

-3, 5, 9, 11, 12, 14]

적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적해를

차원 문제의 경우 비행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구하는(연역적 방법)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는 가정을 도입한 것으로 비행고도를 이용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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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충돌회피를 고려하지 않는다. 매개변수

사용하여 비행하다가 운용환경이나 임무변화가

와 목적함수가 줄어들어 문제가 단순해지는 장

발생한 경우 온라인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일부

점이 있으나 지형효과 등 실질적인 환경를 고

구간의 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즉, 사전에

려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된 경로에 따라

3차원

비행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동비행을 수행하다가 비행체에 탑재된 센서
에 장애물 등의 새로운 정보가 탐지되면 이 정

2.2 온라인/오프라인 & 동적/정적

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최적경로 계획이 일부
구간에 대하여 수행되고, 사전에 설정된 기준

무인기의 경로계획 알고리듬이 비행 전에 설

에 따라 몇가지 파레토 최적해들이 운용자에게

정되는 경우 오프라인 알고리듬이 되며 비행

제시된다. 운용자는 이 정보를 토대로 최종 비

중 임무목적이나 운용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오

행경로를 결정하고(또는 무인기가 자동 선택)

프라인 알고리듬으로도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무인기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비행경로를 변경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 도중에 임무목

하는 방식이다.

적이나 운용환경(목표물 변경, 생존한 무인기
수, 장애물 배치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면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경로계획 변경이 가
능한 온라인 알고리듬의 적용이 필요하다.
임무나 운용환경이 동적(dynamic)인 경우 반
드시 온라인 알고리듬을 적용해야 하지만[8],
운용환경이 정적(static)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알고리듬으로 충분한 경우[1,
4]도

우[1,

3-7, 10, 11, 13, 1

있고 온라인 알고리듬을 적용해야하는 경
2, 9, 12, 15]도

있다. 예를 들어 임무와

운용환경은 고정되어 있으나 지형정보 등을 무
인기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른
무인기와의 충돌회피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는 무인기에 탑재된 센서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공간

모델링)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인식도 변

화에 따른 온라인 알고리듬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2. 정적 환경의 온라인 경로계획 예 [1]
(점 1에서 점 8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온라인으로
생성하는 예시. 비행 중 탐지된 장애물을 회피하
는 경로를 실시간 생성. 점선으로 표시된 원은
무인기 탑재 센서의 탐지영역을 표시. 흰 점은
센서 탐지영역의 중심이며, 검은 점은 실제 이동
경로를 구성하는 B-Spline 경로 요소를 구분)

<그림 2>.

온라인 알고리듬의 경우 실시간성을 보장해

2.3 다기준/단기준화

야 하므로 경로계획 구간을 현재로부터 가까운
미래까지의 일부 구간으로 제한하고, 유전알고

서론에서 설명한

scalarizing

기법을 통해

MOO

리듬을 적용할 경우 진화의 세대수(generation)

문제를

나 각 세대의 인구수(population)를 최소화하는

수 있다. 조사한 논문에서는 모두 목적함수들

전략이 필요하다.

의 선형 가중합(weighted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알고리듬을 병행하
는 경우도 있다[2,

9, 16].

오프라인 알고리듬을

며[1,

SOO

문제로 변환하여 최적해를 구할

2, 5, 9, 10, 12-16],

sum)을

이용하였으

ε-constraint 방법을

적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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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rizing
sum

기법의 단점은 가중치나(weighted

method)

제한치의(ε-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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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견법(Heuristic Method)

method)

조합에 따른 특정 경우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

이동체의 다기준 최적 경로계획 문제는 목적

을 뿐이며 모든 파레토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함수나 구속조건 등 매개변수의 차원이 늘어남

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중치나 제한치의 설정

에 따라 계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에 따라 최적해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각 목적

때문에 결정론적(deterministic; 동일한 입력에

함수에 할당되는 가중치나 제한치를 어떻게 배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알고리듬

분해야 운용목적에 부합되는 최적해를 구할 수

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법과 같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은 확률론적(stochastic; 동일한 입력에 대해

가중치나 제한치를 결정하는 알고리듬 설계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알고리듬을 적

의 의견에 편향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많이 적용되는

특히 가중치나 제한치가 최적화 알고리듬이 적

발견법으로는 유전 알고리듬(GA;

용되기 전에 결정되는 연역적(a

rithm),

priori)

방법이

입자 군집 최적화(PSO;

Optimization),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중

며, 이외에도 차등 진화(DE;

치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퍼지 알고리

tion),

듬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연구도 제시

imization)나

되었다[10].

이 활용되고 있다.

1]

문제를 직접 푸는 연구도[3,

많이 시도되었으며, 이 접근방식의 장점은

MOOPP에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1,
다음으로는

이 중에서

9, 12]. PSO는 GA에

가장 선호하는(운용환경에 가

Ant Colony Opt-

다익스트라(Dijkstra) 알고리듬 등

넓은 범위의 파레토 최적해를 구할 수 있으며,
DM이

Differential Evolu-

개미 집단 최적화(ACO;

GA[17]는

4, 6-8, 1

Particle Swarm

에이 스타(A*) 알고리듬이 있으

므로, 알고리듬 설계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더

MOO

Genetic Algo-

PSO

조사된 논문 중 가장
3-6, 8, 11, 12, 15]. GA

기법[18]이 많이 적용되었다[2,
비해 정의해야 할 매개변

장 부합되는) 최적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하고 계산

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파레토 최적해 간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다[19]. 그러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나

없기 때문에

제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상대 비교한 바에

DM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의존해

GA와 PSO

서 최적해를 선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따르면,

탐색해야할 매개변수 공간이

되었다[12].

SOO에

비하여 훨

씬 넓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

알고리듬을 실시간

GA의

MOOPP

문

성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

유전 알고리듬의 한 종류인

DE

기법[20]이

서 온라인 알고리듬 구현에 한계를 가진다. 이

MOOPP에

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듬 매개변수의

경우이다[14]. 또한 본 논문에서는 퍼지 논리를

간소화를 통해

이용하여

MOO

문제를 온라인으로 구현

조사된 논문 중 적용된 경우는 한

DE

기법의 매개변수를 튜닝하는 방

한 사례도 있다[8]. 또한 동 논문에서는 파레토

안을 제시하였다. 발견법의 적용 초기에는 국

최적해로부터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적해를

소 극소점(local

선정하는 논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을 방지하기 위해 해공간(solution

DM

minima)으로

해가 수렴되는 것
space)을

보

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의존해서 최적해를 선택

다 넓게 탐색하는(exploration) 전략을 취하고,

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

공간 탐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실제 극점을

되었다.

찾기 위해 해공간을 정밀하게 탐색하는(exploitation)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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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 단계가 광역탐색(exploration) 단계인

내에서는 대부분 단일 무인기의 경로계획 최적

지 정밀탐색(exploitation) 단계인지에 따라 다

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유일하게 복수 무인

른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광역탐색

기의 경로 계획 최적화를 다룬 논문[3]이 있으

단계에서는 더 넓은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매

나 본 논문에서도 무인기간 충돌회피 문제는

개변수를 적용하고 정밀탐색 단계에서는 더 정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동적으로 위치와 속도

밀한 공간 탐색이 가능한 매개변수를 적용시킴

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물체에 대한 충돌회피를

으로써 알고리듬의 수렴속도를 증가시켰으며,

MOOPP

각 단계의 구분 및 매개변수 튜닝에 퍼지 논리

시사한다.

를 적용하였다.

문제에 고려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이외에도 연료량 최소화가 목적함수로 사용
기법을 적용

되기도 하나 항공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연료

한 경우에 대한 상대적인 성능 비교연구도 수

소모량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계산하는 논문은

행되었으며, 해당 논문에서 고려한

문

조사된 범위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모두 경로

순서로 성능이

길이 최소화와 연료량 소모 최소화를 동일한

MOOPP

문제에

제에 대하여

DE,

GA, PSO, DE

GA,

PSO의

우세함을 제시하였다[11]. 이외에
1]도

36가지

ACO

기법[2

조사된 논문 중 한가지 경우에 적용되었

다[7].
기법[22]도

Dijkstra
A*

MOOPP

및

A*

문제에 사용되었

기법은 두 경우에 적용되었고[10,

경로계획 문제

의 경우 연료 소모량 최소화를 위한 상승 고도
5,

11, 12].

목표물 탐색시간 최대화[2], 투입 무인기 수

16],

최소화[6],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 최

기법은 한 가지 경우에 적용되었다[1

소화[6],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구간의 경로

기법은 최적 경로계획 문제에 가장 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경로 이탈 정도의 최

Dijk-stra
3]. A*

3차원

최소화 목적함수가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3,

그래프 기반의 경로계획 알고리듬인
다.

목적함수로 간주하였다.

리 활용되는 기법중 하나이며, 환경 정보가 정

소화[9],

확하게 주어지면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최

무완수시간(목표 발견시간과 목표물에 대한 정

적경로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를 지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시간

있으나 시간에 따라 환경정보가 변화하는 동적

의 합) 최소화[15] 등 무인기 운용임무의 특성

환경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에 의존하는 특별한 목적함수들도 사용되었다.

SAR(Search and Rescue)

임무에서 임

특이하게 경로계획과 무인기 설계를 동시에

2.5 목적함수

최적화한 연구도 있다[13]. 인구밀집 지역 상공
의 비행경로계획 문제에 있어서, 비행시간과

문제의 목적함수로는 다양한 변수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지상에 대한 피해를 동

들이 쓰이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목적함수

시에 최소화하는 목적함수가 설정되었다. 비행

로는 충돌회피(장애물) 최소화, 경로 길이 최소

속도는 고정한 상태에서 날개면적만을 설계변

화, 안전성(대공 레이다나 무기 등 적 위협으로

수로 설정하였으며, 날개면적에 따라 추락시

부터의 생존성) 최대화의

비행거리가 달라지므로 지상에 대한 피해가 달

MOOPP

3가지가

있다. 민간용

무인기의 경로계획으로는 장애물 충돌회피와
경로길이 최소화 목적함수가 기본적으로 적용

라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Pareto

Front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적

되었다. 특이하게도 동적으로 위치가 변하는

함수가 세가지 이상이 되면 그래프 형태로 도

다른 항공기에 대한 충돌회피가 고려된 논문은

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된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범위

되어도

DM이

Pareto Front가

제시

직관적인 선호도를 판단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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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의

71

목적함수

에 대한 파레토 최적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
서 목적함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함으로써
2차원

파레토 최적해 그래프를 제시하는 방안

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3].

2.6 비행경로의 기하학적 형상
최적화의 대상인 비행경로를 기하학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직선, 곡선 및 보로노이 모서
리(Voronoi

Edge)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선으로 구성된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3,
8, 12-16]가

그림 3. 직선을 이용한 경로계획 예 [12]

6,

가장 많았다. 전체 경로를 구성하는

중간 경로점(waypoint)들을 정의하고 각 경로
점을 잇는 직선으로 비행경로를 정의하는 방식
이다<그림

3>.

경로의 정의가 용이하고 경로점

좌표를 이용하여 유전 알고리듬의 염색체 부호
화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인접한 두 직선 사
이의 방향 변화가 클 경우 비행이 불가능한(선
회반경 능력 초과) 경로가 생성될 수 있으며,
장애물 충돌회피를 위한 정교한 경로 생성을
위해서는 경로점을 촘촘하게 배치해야 하는 단

그림 4. 곡선을 이용한 경로계획 예 [1]

점이 있다.
곡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그림
B-Spline

곡선을 적용하였다[1,

비행 경로계획에 있어서

4>

대부분

2, 4, 5, 9].

B-Spline

이는

곡선을 사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어점(control

points)이라

불리는 몇 개의 점

만으로 곡선을 정의할 수 있으며 제어점 좌표
를 유전 알고리듬의 염색체로 부호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매우 복잡한 형태의 곡선도 몇
개의 제어점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소한

1

차 미분 가능한 곡선이 생성되므로 불연속점이
없는 매끄러운 경로 생성이 가능하다. 한 제어
점의 위치를 바꿀 경우 그에 따라 형상이 변하
는 곡선의 부분이 해당 제어점 인근으로 제한
되므로 곡선의 미세 조정이 용이하다.
곡선 대신
있었다[11].

Cubic Spline

B-Spline

곡선을 사용한 경우도

그림 5. Voronoi edge를 이용한 경로계획 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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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과 광통신탑재체 동향
김정아*

1)

The Trends of Geostationary Data Relay Satellites and
Optical Communication Payloads
Kim, Jongah*

ABSTRACT

The geostationary data relay satellite is applied to support LEO satellites as data relay
communication system using inter-satellite link between GEO satellite and LEO satellite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ly satellites in low earth orbit. The space advanced countries have actively
developed the optical communication payload to realize a laser communication in inter-satellite
link mainly communicated in space. The study on recent trends of the optical communication
payloads shows us to need a preparation to make use of laser communication in a space
development of Korea.
초 록
본 논문에서 살펴본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은 저궤도위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지궤도위성
과 저궤도위성 사이의 위성간통신을 이용하여 저궤도 위성데이터의 중계통신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우주선진국들은 주로 우주에서 통신되는 위성간통신에 레이저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광
통신탑재체의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광통신탑재체의 최근 동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
주개발에서 레이저통신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Key Words : Geostationary Data Relay Satellites(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 Optical Communication

Payloads(광통신탑재체), Laser Communication(레이저통신), Laser Communication
Terminal(레이저통신터미널), Optical Communication(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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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성이 지상국 상공을 지나는 궤도위치에서만

1. 서 론

지상국과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1] 위성 관측데

최근 우주선진국에서는 저궤도위성(군)을 이

이터 활용을 위한 실시간 지상수신은 매우 어렵다.

용하여 지구관측 뿐만 아니라 통신, 인터넷 등

특히 저궤도 아리랑위성이 한반도 지상국

저궤도위성 임무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궤도위성은 주로 지구관측 임
무를 수행하는 고해상도 관측위성으로 활용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궤도의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인 아리랑위성
은

<표 1>과 같다.

(KGS)과의 통신시간은 하루 2~3회, 1회당 10
분~15분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성데이터를 지
상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이
에 아리랑위성은 위도가 높은 노르웨이 스발바
르섬의 수신소(SGS)나 독일의 수신소(NSG) 등
해외수신소를 이용하여 위성데이터의 지상전송
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해외

표 1. 아리랑위성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수신소로부터 한반도 지상국까지 데이터를 전
달하는 지상망 전송속도가 느려서 위성데이터
의 전달지연(Latency)이 크게 발생한다. 또한
해외수신소 이용은 수신소 이용의 비용 부담과
위성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있다.
저궤도위성은 영상촬영계획에서

<그림 2>와

같이 위성탑재 저장소의 데이터 저장량을 확인
저궤도위성은 생성된 지구관측 영상데이터를

하면서 지구관측 촬영을 계획할 때[1] 저장량에

압축ㆍ저장하고 암호화하여 지상전송한다. 지

따른 촬영계획의 제한이 발생하여 저궤도위성

구관측탑재체의 발전으로 관측영상의 해상도가

의 지구관측 임무의 효용성을 저하시킨다.

좋아질수록 관측픽셀 갯수는 많아지고 각 픽셀
을 표현하는 디지털 비트수에 따라 짧은 시간
에 대용량의 위성데이터가 생성된다. 아리랑

3A호는 하나의 단위영상인 Spot 영상을 5초동
안 촬영해서 15초동안 지상전송할 정도로 실시
간 지상전송이 어려운 대용량의 위성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그림 2. 영상촬영/지상전송 계획에 따른 위성데이터 저장량

이에 고해상도 지구관측 임무에 대한 저궤도
위성의 활용도가 커질수록 저궤도위성의 한반
도 지상국에 대한 짧은 위성데이터 지상전송시
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저궤도위성의 위성데이터 지상전
그림 1. 아리랑위성의 궤적과 한반도 지상국(KGS)

송 및 지상통신 시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주
선진국들이 구축하고 있는 정지궤도 자료중계

저궤도위성은 고도가 낮은 만큼 고해상도 지구
관측에 유리하지만,

<그림 1>과 같이 저궤도 특성

위성시스템과 중계통신에 적용되고 있는 광통
신탑재체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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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
24시간 지상국과
“우주에 떠 있
는 지상국”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궤도위
성, 달탐사 등의 비행체, 위성발사체 등에 위성
간통신을 이용하여 자료중계(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능을 갖는 위성이다.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이란

통신이 가능한 정지궤도위성을

그림 5. 정지궤도 중계위성 2기의 통신영역

저궤도에서 위성데이터의 지상전송 가능시간

100%로 확장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0도와 180도 정지궤도 위치에 2기의 중계
을 궤도당

위성을 구축하면 한반도 지상국에서 모든 데이
터를 직접 수신할 수 없고, 이에 한반도 지상국
까지 전송속도가 느린 지상망의 자료전송으로
인하여 위성데이터의 전달지연을 피할 수 없다.

그림 3. 중계위성을 이용한 저궤도위성의 지상통신

그림 4. 정지궤도위성의 중계통신영역
그림 6. 정지궤도 중계위성의 위성간통신

<그림 4>와 같이 한반도 지상국과 24시간 통
1기의 자료중계위성을

<그림 6>과 같이 3기 이상의 정지궤도 중계

구축하면 저궤도위성은 정지궤도위성과 위성간

위성을 정지궤도의 삼각 위치에 배치하여 자료

통신이 가능한 지구 반구의 저궤도 위치에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지구에서 저궤도위성

위성데이터를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을 통하여

의 위성데이터를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 사이

한반도 지상국으로 지상전송 할 수 있다.[2]

의 위성간통신을 이용하여 한반도 지상국으로

신이 가능한 정지궤도에

이와 같이 정지궤도 중계통신은 저궤도위성

<그림 3>
과 같이 기존의 궤도당 0~10%에서 궤도당 50%
로 확장할 수 있다.[2]
의 위성데이터 지상전송 가능시간을

직접 근실시간 지상전송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우주선진국들이 저

24시간 근실시간으로 위성데이
터의 지상전송/지상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3
궤도 비행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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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상의 정지궤도위성으로 중계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일 것이다.

2.1 미국의 자료중계위성(TDRS)
미국의 자료중계위성(TDRS, Tracking and
Data Relay Satellite) 시스템은 NASA의 우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인 지상국 구축없이 주지상국

24시간 통신할
수 있는 중계통신시스템으로 저궤도의 비행체,
즉 우주비행선, 국제우주정거장, 허블망원경, 저
궤도위성에게 자료중계와 통신을 제공한다.
에서 모든 위성들을 전지역에서

<그림 8>에서 보듯이 최근 발사된 TDRS-13
위성에는 위성간통신을 위해 정밀 조정되는

4.572m 메쉬형 안테나가 있고, 지상통신을 위한
1.9m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다.[4]
NASA는 차세대 TDRS 위성에 레이저통신 적
용을 고려하고[5], 레이저통신기술 확보를 위한
광통신기술 개발 일정에 레이저통신중계(LCRD)
를 포함하여 개발하고 있다.[6]
2.2 유럽의 자료중계위성(EDRS)

ESA는 유럽의 자료중계위성(EDRS, European
Data Relay Satellite) 시스템으로 전지구의 우주
자료고속망(SpaceDataHighway)을 구축하고 사용
자위성에게 중계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7. 미국 TDRS의 운영궤도 (‘19.3.19 기준)

TDRS 위성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13기
위성이 발사되어 <그림 7>과 같이 10기의 정지
궤도위성이 운영궤도에서 우주망을 구성하고 있
다.[3]

TDRS 위성의 중계통신은 RF통신시스템
으로 S대역(6Mbps), Ku대역(300Mbps), Ka대역
(800Mbps)의 위성간통신을 이용하고, NASA
white Sands Complex 주지상국과의 지상통신
은 Ku대역 통신을 이용한다.[4]

그림 9. EDRS 위성의 우주자료고속망 형상 (Airbus)

EDRS 위성은 2016년 EDRS-A 위성과 2019년
EDRS-C 위성이 발사되어 유럽지역 정지궤도에
서 운영중이며, 2016년부터 사용자위성으로 저궤
도 Sentinel-1A, 1B, 2A, 2B 위성에 자료중계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2] 또한 2020년 국제우주정
거장의 유럽 콜룸버스 모듈의 일일통신을 중계통
신할 예정이며,

2021년 저궤도 지구관측 Pleiades
Neo 위성의 자료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8. TDRS-13 위성 형상(좌)과 메쉬형 안테나(우)

그림 10. EDRS-C

그림 11. ESA 광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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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S 위성의 중계통신은 하이브리드 통신시
스템으로, 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을 탑재하
여 위성간통신은 레이저통신(1.8Gbps)으로, 지상
통신은 Ka대역 통신을 이용한다. EDRS 위성은
Ka대역 지상통신을 위한 2.2m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ESA는 광통신탑재체의 궤도시험을 위한
광통신지상국(ESA 광지상국)을 구축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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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lianⅠ 위성의 중계통신은 RF통신시스템으
로 S대역과 Ka대역 통신을 이용한다.

그림 14. 중국 Tianlian Ⅱ-01 위성

중국의 자료중계위성

2세대, TianlianⅡ는 3

기의 정지궤도위성으로 차세대 자료중계위성망
을 구축할 계획으로,

2019년 TianlianⅡ-01 위

성을 발사했다.[11]

TianlianⅡ 위성의 중계통신은 RF통신시스템
으로 S대역과 Ka대역 통신을 이용하고, 더 빠
그림 12. 아시아지역 EDRS-D 위성의 중계통신 형상

른 자료 전송과 더 많은 다목적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차세대 중국유인우주선의 중계통신을

ESA는 일본 JSAT과 협력하여 2024년 EDRS-D

준비하고 있다.

위성을 아시아지역 정지궤도에 우주자료고속망

(SpaceDataHighway)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7] 3개의 LCT-135를 탑재한 EDRS-D 위성은
<그림 12>와 같이 GEO-GEO 위성간통신으로 위
성자료를 근실시간 유럽으로 전송할 수 있다.[8]
2.3 중국의 자료중계위성(Tianlian)
중국의 자료중계위성,

TianlianⅠ은 정지궤도 자
료중계위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위성시리즈 1세
대로, 중국 유인우주선, 우주시험실, 우주정거장에

2.4 일본의 자료중계위성(JDRS)

2002년 발사된 자료중
계시험위성(DRTS, Data Relay Test Satellite)으
로, 2017년 퇴거할 때까지[12] 궤도시험을 운영하
일본의 자료중계위성은

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기술과 높은 정확도의 통
신신호 획득 및 추적기술, 그리고 우주네트워크
의 운영기술들을 확보하였다.[13]

DRTS 위성의 중계통신은 RF통신시스템으로 S
Ka대역 통신(240Mbps)을 이용하였다.

대역과

데이터 중계와 통신ㆍ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
국 정찰위성(Yaogan)에도 자료중계를 제공한다.[9]

TianlianⅠ 위성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기
의 정지궤도위성이 발사되어 정지궤도 삼각 위치
에서 자료중계위성망을 구성하고 있다.[10]
그림 15. DRTS 위성

그림 13. TianlianⅠ-01위성

그림 16.JDRS 자료중계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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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세대 자료중계위성(JDRS,

Japanese
Data Relay Satellite)은 2020년 발사 예정으로,
저궤도위성 ALOS-3의 자료중계를 계획하고 있
다.[14] JDRS 위성의 중계통신은 하이브리드
중계통신시스템으로, <그림 16>과 같이 레이저
통신(1.8Gbps)의 위성간통신과 Ka대역피더링크
의 지상통신으로 구성된다.[15]

3. 레이저를 이용한 광통신탑재체
차세대 우주통신 방법으로 고려되는 광통신,

그림 18. LCRD의 지상통신 (레이저통신+RF통신) 형상

정지궤도위성에 레이저통신중계(LCRD)를 위

즉 레이저통신을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의 중계

한 하이브리드 통신시스템으로

통신시스템으로 적용 또는 계획하고 있는 미국과

2개의 광학모듈로 구성된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
과 Ka대역 통신탑재체를 탑재한다. 여기서 Ka대
역 통신은 지상통신만 가능하고, 레이저통신은
위성간통신과 지상통신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므
로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은 2개의 광학모듈을

유럽의 광통신탑재체 개발 현황을 살펴보자.

3.1 미국의 레이저통신중계(LCRD)

NASA는 광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레이저통
신중계(LCRD,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ion)의 광통신탑재체로, <그림 17>

<그림 19>처럼

이용하여 위성간통신과 지상통신을 동시에 광통
신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계통신시스템이다.[16]

과 같이 정지궤도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과 저
궤도 사용자터미널을 개발하고 있다.[16][17][18]

그림 19. LCRD의 2개 광학모듈 구성(좌)과
레이저 중계통신 형상(우)
그림 17. 정지궤도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좌)과
저궤도 사용자터미널(우)

정지궤도위성의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을 이용
표 2. 광통신탑재체(LCRD)의 특징
특성
모델
하향링크
/상향링크
주파수

정지궤도 레이저
통신중계터미널

저궤도
사용자터미널

<그림 18>과 같이 레이저 지상통신을 시험

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저궤도 사용자터

LCRD

ILLUMA-T

미널과 정지궤도 레이저통신중계터미널 사이의

1.244Gbps

1.244Gbps
/51Mbps

통합시험(ILLUMA-T,

1550㎚

1550㎚

무게/전력

65kg /130W

<30kg /<120W

광학구경
/전송전력

∅10.8㎝ /0.5W

∅10㎝

‧DPSK 변조(고속용)
‧PPM(저전력용)
‧모듈형 구성

‧2축 회전 (±175° 방위

기타

하여

각,±120° 고도각)
‧모듈형 구성

Integrated LCRD LEO
User Modem and Amplifier Terminal)으로 <그
림 19>와 같이 위성간통신과 지상통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저 중계통신을 시험한다.[18]
이를 통하여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통신체계를 기존의 RF통신에서 고속의 광통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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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부터 사용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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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은 유럽자료중계위

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Sentinel 위성에 탑재되어 통
신거리 45,000㎞의 GEO-LEO 위성간통신의 통신
성능뿐만 아니라, 통신거리 80,000㎞까지 레이저

3.2 유럽의 레이저통신터미널(LCT)

통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지역 정

상데이터를 지상으로 고속 전송하는 중계통신시

ESA는 유럽의 자료중계위성(EDRS)에 탑재할
광통신탑재체로 <그림 20>의 레이저통신터미널
(LCT-135, Laser Communication Terminal)을 성
공적으로 개발하고, LCT-135의 소형화 기술로
<그림 21>과 같이 저궤도용 소형 레이저통신터
미널(Smart LCT-70)을 개발하고 있다.[8][19]

성(EDRS)과 저궤도

EDRS-D 위성과 유럽지역의 EDRS-A,C
위성 사이의 GEO-GEO 위성간통신도 가능하다.
이로써 유럽자료중계위성(EDRS)은 레이저통신으
지궤도의

로 전지구에서 위성데이터를 근실시간으로 전송
할 수 있는 우주자료고속망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중계통신에서 사용자위성인 소형 저궤
도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광통신탑재체의

LCT-135 모델에 소형화 기술과
전장품 분리형 설계로 <그림 21>의 저궤도용
소형 레이저통신터미널(SmartLCT-70)이 개발되
고 있으며[8], 저궤도 Pleiades Neo 위성에 탑
재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그림 20. LCT-135

그림 21. Smart LCT-70

표 3. 광통신탑재체(LCT)의 특징
특성

레이저통신터미널

4. 레이저통신 시스템의 필요기술
우주선진국들은 광통신탑재체 개발에 따라 고

소형
레이저통신터미널

속의 레이저통신을 이용한 정지궤도 자료중계위

모델

LCT-135

Smart LCT-70

성을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우주개

궤도

GEO/LEO용

LEO용

발에서 저궤도위성 임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통신거리

80,000㎞/45,000㎞

45,000㎞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전송속도

1.8Gbps

1.8Gbps

1064㎚

1064㎚

있다. 이에 기술검증

무게/전력

53㎏ /160W

30.8㎏ /130W

광학구경
/송신전력
크기

∅135㎜ /2.2W

∅70㎜ /5W

60㎝×60㎝×70㎝

60㎝×80㎝×20㎝

광통신탑재체와 함께 광통신탑재체를 위성에 탑

임무수명

15년

10년

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위성접속조건을 만족하는

‧TRL9 획득
‧EDRS 위성,
Sentinel-1,2 위성

‧첫비행(2020),
Pleiades Neo위성

위성과 지상에서 위성으로부터의 레이저통신을

주파수

(광학모듈)

기타

Tesat사가 개발하여 유럽자료중계위성
(EDRS)에 탑재된 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은
자료중계를 위한 GEO-LEO 위성간통신으로 궤도
상 10,000번 이상의 통신링크를 달성하여 TRL9
을 획득하였다.[20]
독일의

TRL-9을 획득한 유럽의 레
이저통신터미널(LCT-135)에서 레이저통신에 필요
한 기술들을 알아보자.
레이저통신시스템은

레이저통신을

수행하는

송수신하는 광통신지상국으로 고려할 수 있다.

4.1 광통신탑재체의 위성접속조건
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은

비콘(Beacon)을

사용하지 않고 우주에서 위성간통신의 신호획득
방법으로,

정지궤도위성의

레이저통신터미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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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위성의 레이저통신터미널 사이의 통신링크
를 3단계 과정으로 수행한다.[21]

② (광통신지상국을 이용한 궤도검증)

LCT 설정

변수 보정 및 지향획득추적시스템의 성능 검

① 레이저통신터미널의 서로 상대위치로 지향

증을 위하여 고정형 광지상국을 기준으로 사

② 신호획득

용하고 이동형 광지상국을 보완책으로 사용
③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궤도검증)

③ 신호추적 모드로 전환하고 통신 시작

LCT 설정변수

의 추가적인 상세조정 및 위성간통신의 신호획
득, 신호추적, 통신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ESA는 광통신탑재체의 초기궤도시험을 수행
하기 위한 광통신지상국으로 고정형과 이동형
형태의 광통신지상국을 구축하고 있다. 고정형

<그림 23>과 같이 스페인(Tenerife)에
있는 돔형태의 ESA 광지상국이 있고, 컨테이너
형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Tesat사가 개발한
이동형 광지상국(TAOGS)이 있다.[22]
으로는

그림 22. LCT-135의 초기 통신신호 획득 과정

초기 통신신호 획득을 위한 지향모듈의 지향
구동은

1분 미만으로 수행하고 신호획득 구동은

55초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단계별 상호
구동으로 신호획득 과정을 수행한다.
최대

레이저통신의 신호획득 성능은 신호획득 시간

55초 이내, 그리고 99% 이상의 신호획득 가능성
(확률)을 요구한다. 위성간통신의 신호획득 확률
과 신호획득 시간에 대한 위성의 영향요소들의
요구사항이 위성접속조건이 된다.

그림 23. ESA 광지상국(고정형)과 TAOGS(이동형)

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은 통신신호의 지향

/획득/추적을 위한 주요한 위성접속조건으로 다
음과 같이 요구한다.
∙ 1Hz 이하의 자세오차 안정도는 2~4μ㎭/s
∙ 1Hz~1kHz 주파수의 미세진동은 1μ㎭ rms/axis
4.2 레이저통신의 광통신지상국
레이저통신터미널(LCT-135)은 초기궤도시험에
서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

표 4. 유럽의 광통신지상국 특징
특성
형태

(자체시험) LCT의 초기 구동에서 데이터의
전송 및 수신 기능의 전체 시험

Tesat TAOGS

돔 (고정형)

컨테이너(이동형)

구성/장소

‧스페인, Tenerife
‧Dome ∅12.5m

‧광통신 컨테이너
(OCO)
‧운영자 컨테이너
(OPZ)

전송속도

1.8Gbps(양방향)

1.8Gbps(양방향)

레이저파장

1064㎚

1064㎚

전송 전력

50W

~50W

광학구경

‧∅1m 망원경
‧초점거리 13.3m

‧∅100㎜ Tx
‧∅270㎜ Rx

‧LCT의 정기궤도시험
‧저궤도위성의 지상통

‧장소이동 용이
‧운영개념 개발검증
‧광지상국 위치특성

단계로 궤도시험을 수행한다.[2]
①

ESA 광지상국

기타

신용 광통신링크

(대기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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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광지상국은 기본적으로 광통신탑재체
의 초기궤도시험 및 운영중 정기 궤도시험을 위
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이동형 광지상국은 차세
대 운영개념 개발 검증과 광지상국 위치에서의
대기모델과 같은 위치특성 연구 등의 미래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5. 우주에서의 레이저통신(광통신)
광통신은 빛을 매개체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
신방법으로, 특정 주파수 단일의 빛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우주통신기술이다.
차세대 우주통신기술로 고려되는 레이저통신
의 장점은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속도를 달
성하면서 통신보안성이 좋고 인근 무선 주파수와
의 간섭이 없고 주파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우주통신 사용에 레이저 장비의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 또한 광통신탑재체는 상대적으로 무게와
부피가 작고 장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레이저통신의 단점은 안개와 같은 지상대기 통과

그림 24. 광통신을 이용한 중계통신

또한 지상통신으로 불안정한 레이저통신에 대
한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자료중계위
성(EDRS-D)이나 레이저통신중계(LCRD) 위성의

2개이상의 광학모듈로 구성되고
<그림 24>의 위성간통신과 지상통신으로 레이저
광통신탑재체는

통신의 동시 수행과 같이 레이저 지상통신에 대
한 레이저통신의 특성 연구와 안정화 기술에 대
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다.

에서 신호 감쇄현상이 발생하고, 장애물 투과력
이 약해서 직선통신만 가능하고 통신신호의 전송
속도와 거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상통신에서
레이저의 시각안전(eye-safe1))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기존의

RF통신은 장점으로 곡선

통신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대역이 넓지만, 반면에 단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관리대상으로 RF통신 주파수 확보가 어
렵고 RF통신탑재체는 안테나로 인하여 무게와
부피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탑재체의 무게와 부피가 작고 고속
자료전송이 가능한 레이저통신의 광통신탑재체가
개발되고, 레이저통신은 지상대기 통과시 안개로
인한 신호 감쇄현상으로 통신이 불안정하지만 대
기가 없는 우주에서의 광통신은 안정적으로 통신
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우주공간에서 통신을
수행하는 위성간통신에 레이저통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대략 1.4㎛보다 긴 파장의 레이저를 eye-safe로 부름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주선진국들의 정지궤도 자료
중계위성의 활용 현황과 중계통신을 위한 광통신
탑재체의 개발 동향을 연구하였다.
우주선진국들은 광통신탑재체의 개발에 따라
고속의 레이저통신을 이용한 정지궤도 자료중계
위성을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우주
개발에서 저궤도위성 임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
여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에 우주에서의 위성간통신으로 레이
저통신의 기술검증

TRL-9을 획득한 레이저통신

터미널(LCT-135)을 통하여 레이저통신에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보았다.
광통신탑재체의 최근 동향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에서 레이저통신을 활용하기 위
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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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위성의 개발 동향
명환춘*

1)

Development Trend of Early Warning Satellite
Hwan-chun Myung*

ABSTRACT

Recently, some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of an early warning satellite as an
important part of a missile defense system. During the Cold War Era, the first need of an early
warning satellite was mainly due to the reciprocal monitoring and response of the nuclear attack
between US and USSR. As such needs gradually extends to versatile monitoring of
SLBM/SRBM/Battel Awareness as well as ICBM, the more nations, such as China/Japan/Europe,
are expressing their great interest in enhancement of an early warning satellite. The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trend and status of the earning warning satellites studied or developed in the
relevant nations.
초 록
최근 몇몇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기경보 위성의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미·소 냉전시대에 핵공격에 대한 상호 감시와 대
비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은 물
론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조기경보 위성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만 아니라

SLBM/단거리

ICBM뿐

탄도미사일/전장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까지 조기경보의 기

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시대별로 조기경보 위성의 개
발에 대한 동향과 각각의 조기경보 위성 시스템의 특징을 소개한다.

Key Words : Satellite(인공위성), Early warning(조기경보), Infrared(적외선), DSP(Defense Support
Program), SBIRS(Space-based Infrar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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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인공위성 시스템은 기
상관측은 물론, 산불감시와 해수온도의 변화, 지
구온난화 감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주
의 평화적 활용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미·소 냉
전시대부터 적외선 센서 기술은 상대방의 탄도
미사일 발사 감시를 위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도 조기경보 위성 개발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처럼 조기경보 위성의

그림 1.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3]

러시아는 물론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 점차 확

조기경보 위성의 탄도미사일 검출 원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감시하기

료의 연소에 의한 화염의 화학적 발광과 가열된

위한 방법으로는 지상과 항공, 해상의 레이더가

미립자들의 복사작용들이 주된 관측대상이 되

부의 공격에 의하여 무력화되기 쉬울 뿐만 아니

물론 가시광선, 적외선 등 다양한 범위의 파장

군사적 활용을 도모하는 국가의 범위가 미국,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2].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감시체계들은 외
라, 지구 곡률에 따른 관측 지연과 관측 범위의
방향성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

미사일 화염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추진제와 연

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염의 특성은 적외선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적외선
파장 범위에서 가장 큰 세기의 신호를 방출하는

다. 이러한 기존 감시체계들의 제한적 기능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탄도미사

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이 임의의 장소와 시

적외선 관측신호 특성의 부수적 요인으로서 고

이동형 차량 발사 시스템(TEL)이나 잠수함 발사

일 동체의 대기 마찰열에 의한 발열현상 또한

점에서 발사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들의 신속한

려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탄도미

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기경보 위

사일의 발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위

넓은 관측 범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감

을 주요 관측채널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

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감시체

께 가시광 채널과 자외선 채널도 탄도미사일 발

성은 이와는 달리 우주궤도에 위치함으로써, 폭

계들의 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탄도미사일의 감
시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성 탑재체의 대부분은 적외선 센서의 파장 대역

사의 관측과 탐지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3].

있다[3]. 최근에는 이와 같이 조기경보 위성을
포함하는 통합된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탄도미
사일의 탐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도에서 탐지
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
템의 구축을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조기경보 위성
은 탄도미사일의 탐지뿐만 아니라 비행궤적의
추적 또한 중요한 임무로서 고려되고 있다.

그림 2. 탄도미사일 발사의 적외선 영상[4]

본 연구에서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
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조기경보 탑재체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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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
들의 소개는 물론, 향후 계획되고 있는 차세대

RTS

위성에서는

시켰다.

MIDAS

442개로까지

화소의 수를 증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적외선 탑

20cm 이고, 2.65~2.80

조기경보 탑재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재체 주반사경의 구경은 약

설명한다.

 의 채널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탐

지하도록 설계되었다.

MIDAS 프로그램은 초기의

많은 임무 실패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장거리

2. 미국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자 했었던 원래 목적을 달
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정지궤도에

2.1 MIDAS 프로그램
미국은

1950년대부터

MIDAS-RTS
DSP(Defense Support

서의 운용을 목적으로 기획된 차기
탄도미사일 탐지용 적

외선 위성의 개념연구를 착수하였으며, 록히드

마틴 사와 함께 러시아(구 소련)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함께 우주 발사체 발사와 핵폭발의 탐
지를 위하여 조기경보용 극궤도 회전 위성

MIDAS(Missile Defense Alarm System)
착수 하였다[5].

위성

개발을

통하여

Program)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 DSP 프로그램

개발에

그림 3. MIDAS 위성의 외관[5]

1960년부터 1966년까지 모두 12대의 위성
(MIDAS-1~9, MIDAS-RTS-1~3)이 발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많은 위성들이 발사 실패와 위성체의

MIDAS 프로그램에 이어서, 미국은 1970년대
부터 DSP라는 정지궤도용 조기경보위성 프로그
램을 노스롭 그루만 사와 함께 본격화하였는데,
DSP 위성 체계는 5대의 정지궤도 위성군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3대가 실제적으로 운
영되고 나머지 2대는 예비용으로 궤도에서 대기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6]. DSP 위성을 이용
한 조기경보 시스템은 크게 DSP 위성과 지상수
신 분산 관제시스템, 데이터 분산 경로 설정 네
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1970년부터 2007년까
지 총 23대의 DSP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초기에
는 대형 미사일 탐지만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총 5번의 지속적인 성능개선 작업을 통하여 단거
리 소형 미사일 탐지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오동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에 실패 하였고,
단지 4대의 위성들만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하였다. 이 중에서

MIDAS-7

위성은 처음으로 미

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초기 운영에 성공하였으
며,

MIDAS-RTS-3

위성은 가장 긴

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모델에서는

27개의

MIDAS

372일간의

위성의 초기형

화소로 구성된

탑재체를 장착하였으며, 이후

W-37

탑재체 개발을 통하여 화소의 수가
에서

184개(W-37)로까지

임

W-17

적외선

등의 적외선

175개(W-17)
MIDAS-

확대되었고,

그림 4. DSP위성의 구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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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관제시스템은

표 1. DSP 프로그램의 개요[7]
Phase I

Phase II

위성명
발사 연도
무게(kg)
전력(W)
관측 채널
SWIR 화소수

1~4
1970~1973
907
400
SWIR
2,000

5~7
1975~1977
1,043
480
SWIR
2,000

Phase III

Phase IV

Phase V

8~11
1979~1984
1,170
500
SWIR
2,000

12~13
1984~1987
1,674
680
SWIR/MWIR
6,000

14~23
1989~2007
2,381
1,275
SWIR/MWIR
6,000

위성은 정지궤도에 위치하는

안정형 위성으로서,

1D

회전함으로써

10초를

1축

회전

주기로 한 바퀴씩

센서를 이용하여 지표면 위의

화소수로 전 지구면을 탐지하기 위해서 적외선

15도

각도로 기울어진 형태로 자체회전

하면서 감시구역을 넓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장착된 적외선 센서의 구경은
형

광학계의

구조를

92cm로서

기반으로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오스트레
일리아와 유럽, 미국에 위치한 대형 수신관제소
는 각각 자기가 관제하는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처리하고 중앙 관제소로 해당 정보를
발송한다.

DSP

프로그램 초기에는 거의 모든 이

미지 자료처리가 궤도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열원을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적은 숫자의
센서가

DSP

수신하여 전용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구분

DSP

89

슈미스

설계되었고,

SWIR(2.7  )과 MWIR(4.3  )의 관측 채널들
을 사용하였다. 탄도미사일이 10km의 구름층을
통과하는데 약 30~40여초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DSP 위성의 조기경보 가능 시간은 발사 후
50~60여 초 이상이 되어야 탐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을 지상으로 발송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
상에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입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취득 정보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 운용자가

DSP 위성이 출력하는 오보경보를 수작업으
걸러내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걸프 전

종종
로

쟁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신소 개별
판별에서 중앙 수신소로 정보를 취합한 후에 종
합적으로 판별을 수행하도록 지상 시스템을 통합
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DSP

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합성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개선된 지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3 SBIRS 프로그램
미국 공군은

1996년부터

노화된

DSP

프로그

램을 대체하기 위하여 보다 더 향상된 적외선

SBIRS(Space Based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Infrared System)
SBIRS 프로그램은 새로운 개념의 전지구적
외선 감시 시스템으로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적
핵

심인 미사일 탐지 및 추적에 덧붙여 전술적 정
보수집 기능까지 갖추도록 개발되었다.

SBIRS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로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미사일의 종류/탄도의 궤적/공격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사일 경보, 미사일 경

보 메시지와 미사일의 상태 벡터 정보를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신속히 전달하는 미사일 방어, 탄
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외선 발산 대상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항시적으로 수집하고 이
그림 5. DSP위성의 관측 방식[6]
(ATH:Above The Horizon, BTH: Below The Horizon)

를 이용하여 미확인된 탄도미사일 및 비행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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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잠재적 위협 대상에 대한 특성 분석과

동부가 장착되어 있어서 넓은 관대역의 관측이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는 열원 정보 수집, 전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의 상황 파악 및 작전 수행과 관련한 모든 적외

볼 위에 장착되어 위성의 자세와 상관없이 임의

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장 파악 등

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두 탑재체

이 있다.

SBIRS 시스템의 초기 개념은 기존의
DSP 위성과 함께 정지궤도에 4기, 타원궤도에 2
기가 올라가는 SBIRS-High(SBIRS-GEO, SBIRSHEO)와 24개의 위성군으로 구성된 저궤도의
SBIRS-Low로 이루어졌다. SBIRS의 첫 번째 위
성은 2006년에 발사되었으며, 2014년에는 403회
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8,000회의 적외선 열원
현상을 탐지하였고, 2015년에는 193회의 탄도미
사일 탐지와 7,000회 이상의 적외선 열원 현상
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S 탑재체는 2축 짐

에 의한 전체 영상 데이터는

2.1Gbps의

데이터

전송률에 의하여 지상에 전달될 수 있으며, 전장
품의 총 소요 전력은 약

SBIRS-LOW

프로그램은

175W로 알려져 있다.
100여개 이상의 목표물

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관측 및 추적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는데,

2001년부터는

미 공군에서 미

사일 방어국으로 주관이 이관되었고, 명칭도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로
변경되었다. 기술검증용인 STSS- ATRR 위성과
STSS-D 1/2위성이 2009년에 발사되었다.

그림 7. SBIRS-LEO 탑재체의 외관[9]
그림 6. SBIRS 프로그램의 구성[8]

SBIRS-HEO

프로그램의 타원궤도 위성에 탑

재되는 적외선 센서는 우주 기상조건에 강인한

SBIRS-LOW

프로그램의 위성은 저궤도 상에

특성을 가지면서 여러 지역의 탄도미사일 열원

서 상세한 탄도미사일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각

들을 정확히 감지하여 이전보다 더욱 정확한 위

위성들에 탄도미사일의 발사 직후인 부스터 단

치를 알려줄 수 있으며, 탑재체 센서가 짐볼에

계를 감지하기 위한

WAS(Wide-view Acquistion

Sensor) 탑재체와 미드코스 단계를 추적하기 위
한 NTS (Narrow-view Tracking Sensor)탑재체
를 장착하고 있다. WAS와 NTS 탑재체의 관측
채널은 각각 SWIR과 MWIR/LWIR/VIS로 구성
되어 있으며, 냉각방식은 각각 수동과 능동 방식
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다. WAS 탑재체의 망원
부 내부에는 1축 짐볼(gimbal)에 의한 스캐닝 구

의하여 지향 방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위성에 장착된 적외선 탑재
체는

SWIR, MWIR, STG(See-To-Ground)

등의

관측 채널을 가지는 스캔 센서로서, 수동형 냉
각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센서의 무게는 약

245kg

정도이고

통해서

관측된

SBIRS-HEO

100Mbps의
영상을

프로그램은

데이터 전송률을

지상으로

1~4호의

전송한다.
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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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7년에

걸쳐서 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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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차세대 조기경보 프로그램
미국은

2011년에 SBIRS

프로그램을 대체하거

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그림 8. SBIRS-HEO 탑재체의 외관과 관측방식[10]

CHIRP(

Commercially Hosted IR Payload)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 이후 38개월 만에 새로운 개념의
시험용 조기경보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였고,
SES-2 위성에 보조 탑재체로서 장착하여 발사하
였다. CHIRP 프로그램은 반사경을 구동하는 어
떠한 기구분의 장착없이 지구를 2D 검출기 4개
로 구성된 4대의 탑재체를 이용하여 24시간 상
시 주시를 주행하는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시

SBIRS-GEO

위성은

1D/2D

센서들로 구성된

두 가지 종류의 탑재체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SWIR/MWIR/STG 등의 관측채널들을 장착하
고 있다. 탑재체의 총 무게는 약 500kg 정도록
알려져 있으며, 이중 광향 지향 기능을 가지는
슈미트형 광학계로 설계되었다. GEO-1~4위성은
2011~2018년에 걸쳐서 발사되었고, GEO-5/6위

험용 탑재체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조기경보 적
외선 탑재체는 지구의

1/4

3km의 해상
설계되었다.

영역을

도를 가지고 상시 감시하도록

성에서는 향후에 관측 탑재체의 개선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외선 탑재체 모듈을
추진 본체와 분리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각
각

2021년과 2022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그림 10. CHIRP 탑재체의 외관과 관측방식[11]

이와 함께, 미국은

2022년까지 GEO-6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SBIRS의
후속 위성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
에 있다.

SBI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기경보 기

능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한 반면에, 고비용과
오랜 개발기간으로 인한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까닭으
로 인하여 차세대 조기경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구사항으로서 시스템의 단순성과 함께 짧은 개
발기간과 외부 공격에 대한 강인성 등이 중요하
게 고려되었다.

2018년 10월

차세대 조기경보 프

로그램의 개발 주관 업체인 록히드 마틴 사는 차
세대 조기경보 탑재체 개발 업체 후보들로서 레
이시온 사와 노스롭 그루만/볼 에어로 스페이스
그림 9. SBIRS-GEO 탑재체의 외관과 관측방식[10]

콘소시엄을 선정하였고,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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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정도였으나

1985년

는 상세설계 회의를 통하여 최종 탑재체와 개발

평균 임무 수명이

이

업체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후부터는 위성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3. 러시아

2배에 가까운 40개월까지 위성의 수명이
었다. 센서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지구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식(BTH)이 아닌

3.1 OKO 프로그램

배경으로 지구 대기권에 노출된 탄도미사일을 관

MIDAS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구 소련)는 1960년대 후반부터 OKO라고
하는 조기경보위성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1978년부터 부분적인 운용을 시작하여 1982년
에서야 비로서 실제 운용을 수행하였다. OKO
프로그램의 위성군은 처음에 9개의 몰리냐 타원
궤도 위성과 2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계획되었으
며, 정지궤도 위성은 미국의 ICBM 발사를 감시
하기 위하여 초기는 서경 24도의 위치에 주로
발사되었지만, 총 9개의 정지궤도를 확보하여

ICBM

미국의

이후 다양한 정지궤도 조기경보 운용에 활용하
기도 하였다.

OKO

US-K(1세대)와
정지궤도 위성인 US-KS(1세대)/US-KMO(2세
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총 86대의 US-K 위성
과 7대의 US-KS위성, 8대의 US-KMO 위성을
1972년부터 2012년까지 발사하였다.

표면을
우주를

찰하는 방식(ATH)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SLBM
가지고 있었다.
US-K 위성과 1

발사에 대한 감시만이 가능하였고

에 대한 탐지 능력에는 한계를

1984년부터 1996년까지 8~9대의
대의 US-KS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군으로 본격
적인 조기경보위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1997
년부터 발생한 잇따른 지상국과 위성들의 오류로
인하여 조기경보위성 시스템의 기능이 현저히 저
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막

US-KS

1999년에는

정지궤도의 마

위성마저 운영이 중지되었다.

표 2. OKO 위성의 분류와 특징[12]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위성의

종류는 몰리냐 타워궤도 위성인

연장되

구분
무게(kg)
소비전력(W)
크기(m)
안정화 방식
관측 채널
검출기 화소수
공간해상도(km)
관측 방식

1세대 위성
(US-K/US-KS)
2,400
2,500
2(길이)x2(지름)
3축 제어
UV/VIS/IR
277
4
ATH

2세대 위성
(US-KMO)
2,600
2,800
6(길이)x2(지름)
3축 제어
VIS/IR
12,000
0.7
BTH

그림 11. OKO 프로그램의 몰리냐 궤도[12]

1972년에 US-K

위성이 처음으로 몰리냐 타원

궤도로 발사되었고, 동일한 위성을 이용하여

1975년에는 정지궤도에도 US-KS 위성을 발사하
였다. 1970년대에 발사된 대부분의 US-K 위성의
수명은 1년을 넘지 못했으며, 1985년 이전까지도

그림 12. US-K 위성의 외관과 관측 영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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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 1세대 위성과는 달리 2세대 위성은
US-KS 정지궤도 위성을 대신하여 지구 표면을
직접 관측하는 방식(BTH)으로 탄도미사일을 탐
지할 수 있도록 개발이 착수되었고, 1991년에
첫 번째 US-KMO 위성이 정지궤도로 발사되었
다. 1992년에 발사된 US-KMO 위성은 77개월
동안의 최장 임무 수명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발사를 끝으로 위성 개발이 종료되었다. 2002년
부터는 개발이 종료된 US-KS 위성을 대신하여
2대의 US-K 몰리냐 타원궤도 위성과 1대의
US-KMO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된 조기경보
위성군을 구축하여 기능을 유지하였다. 2012년
에 마지막으로 발사된 US-KMO 위성은 2014년
에 내장된 전력공급 장치의 문제로 인하여 2년
만에 지상국과의 통신이 두절되어 5~7년으로
예정된 조기경보 임무가 조기에 종료되었고, 결
국 2015년까지 2대의 US-K 몰리냐 타원궤도 위
성만으로 최소한의 조기경보 기능만을 수행하
였다.

그림 13. US-KMO 위성의 외관과 관측 영역[13]

OKO

2015년과 2017년에 2

대의 위성이 타원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
고,

2019년에

세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다.

그림 14. 툰드라 위성의 외관[13]

툰드라 위성의 위성체는 Eergia사의 USP
(Universal Satellite Plaform)을 이용하여 개발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USP는 1,200kg의
위성체 구조무게를 가지면서 1,000kg까지의 탑
재체를 장착할 수 있고, 2,200W의 소비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3축 제어 방식의 위성체로 알려
져 있다. 툰드라 위성은 미국의 SBIRS-GEO와
유사하게 2D(staring) 탑재체와 1D(scanning) 탑
재체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으며, 2D 탑재체는
광역과 국지의 관측 영역을 가지는 2개의 광학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Energia사는 2017년에
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하여 러시아(구

1998년부터 EKS라는

새로운 조기경보

위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예산과 기
술적 어려움, 개발업체와의 법률소송 등으로 인
하여 위성개발에 상당한 지연이 초래되었다.

EKS

계획되었으며,

정지궤도용 조기경보 위성 개발을 위한 개념설

3.2 EKS 프로그램
소련)는

2020년까지

93

프로그램에서는 툰드라 위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였는데, 이전의
그램과는 달리

ICBM과

OKO

프로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

일 등의 탐지 기능도 보강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모두

6대의

몰리냐 타원궤도 위성 개발이

4. 유럽
4.1 프랑스
프랑스는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조기경보

위성 개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
는데,

2004년에 조기경보 기능의 기술 검증을
위하여 2대의 전이궤도(GTO)용 SPIRALE-A/B
위성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아스트륨(현 에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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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과 알카텔(현 탈레스)을 각각 개발 주관업체
와 위성 제작업체로 선정하였다.

SPIRALE

위성

이 주된 임무는 전이궤도에서 지구 배경 복사의
적외선 특성을 관측하고, 관측된 자료들을 자료
화하여 향후 정지궤도용 조기경보 위성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6년에

상

2009년에 2대를 동시에
전이궤도(30분 간격)에 발사하여 2011년까지 약
20개월의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4.2 독일

2001년에 발사된 BIRD(Bi-Spectral Infrared
Detection) 위성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는 저궤도
소형 군집위성을 이용한 조기경보위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들에 주로 집중하였다. 특히,

BIRD 위성은 100kg 정도 무게의 소형위성으로
서 575km 고도에서 운용되었으며, 2004년의 오
류발생 이전까지 기술검증 위성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재체 이외에

BIRD 위성은 2대의 가시광선 탑
MWIR과 LWIR의 대역을 관측할

수 있는 2대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적외선 탑
재체(HSRS)를 장착하고 있으며, 산불 및 지상의
열원 정보 획득의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그림 16. BIRD 위성의 외관과 적외선 센서[15]

그림 15. SPIRALE 위성의 외관과 관측궤도[14]

SPIRALE

Myriade
위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위성의 크기는 585x595x862(mm)이고, 무게는
약 120kg 정도의 소형 위성이며, 3축 안정화 방

독일은 이러한 기술검증 위성을 바탕으로 다

식을 통하여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도록 설계되

양한 저궤도 소형군집 위성군을 활용한 조기경보

었다. 위성의 영상 정보는 위성체 안에 장착되

위성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어 있는

에서

에,

도의 무게를 가지는

에

위성은 기존에 개발되어진

8Gbits의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된 이후
X밴드를 이용하여 10Mbps의 전송률로 지상
전송된다. 조기경보용 적외선 탑재체는 2개

의 반사경과 관측을 위한 적외선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필터-휠을 장착하고 있으며, 능동형 냉
각방식에 의하여 검출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7. ATHENE 위성군의 궤도[16]

FOCUS-M

330kg 정
28개의 소형위성들을 발사하

프로그램은 저궤도에

여 전지구적 조기경보 감시기능의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ATHENE 프로그램에서는 개발이
검증된 SAR-Lupe 소형 위성체를 기본 플랫폼으
로 하여, 적도 궤도면 위에서 운용되는 6~10개의
저궤도 소형 군집위성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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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구 북반구의 특정 지역들을 연속적으로 감
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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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우주방사선 시험에 대한 내구성 확인
을

통하여

LWIR

위성탑재

확인하였다.

가능성을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MWIR

영상에 내

재되어 있는 태양 반사광과 지구 복사량 등의

5. 일본

배경잡음을 제거하고 목표 신호를 검출하기 위
조기경보 위성시스템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
해 왔던 일본은 독자적인 조기경보 위성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학성,

JAXA

2013년에

일본의 방위성, 문부과

등이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관

련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2

파장(multi-spectral)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조
기경보 탑재체에 적용될 적외선 검출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방위성의 기술연구본부를 중심으

2019년까지

으며, 시험용 조기경보 탑재체에는

QDIP

센서와

MCT

적외선

적외선 센서를 함께 탑재하도록

설계되고 개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

본의 방위장비청에 의하여 지상용으로 개발된

로

한 융합처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조기경보 탑재체의 제작을 완료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선진광학
3호에 시험용 조기경보 탑재체를
장착 및 발사하여, 2024년까지 우주에서의 실제
적인 운용을 통하여 2파장 적외선 센서의 우주
성능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ALOS)

6. 중국
중국은

2006년부터

여러 시험 위성 프로그램

을 통하여 조기경보위성 기술이 개발을 비밀리
에 추진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CCTV

군사 채널에 따르면, 중국은

조기경보위성

2017년에

개발에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착수하여,

첫 번째 조기경보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2018년에

관련 성능의 검증을 완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대의 정지궤도 위성과

1~2대의

극궤도 위성으로 이루어진 조기경보

ICBM에 대해
대응시간을, SLBM에 대해서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의

25~30분의
는 약 10~20분의대응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특별히, 정지궤도 조기경보위성
서는 약

에서 사용되는 적외선 탑재체는 자체적으로 개
발한
그림 18. 시험용 2파장 적외선 센서의 외관[17]

일본의 방위장비청에서는 기존의

CdTe)
대되고

2.7Kx2.7K의

화소로 구성된 적외선 검출기

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MCT(Mg

대신에 차세대 적외선 검출기 소자로 기
있는

QDIP(Quantum Dot Infrared

Photo detector)를 이용하여 지상용 단파장 적외
선 센서를 2007년에 개발하였다. QDIP의 장점
은 화소의 양호한 균일성, 고온 동작, 우수한 양
산성, 저비용 개발 및 다화소화에 유리, 검출 파
장대의 제어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 있으며,
2013년에는 이러한 2파장 QDIP 적외선 센서를

그림 19. 중국 조기경보위성의 외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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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Warning”, 1988

7. 결 론
21세기

오늘날의 우주는 단지 평화적인 선택

적 활용의 범위를 넘어서 자국의 방위와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의 장소로 급격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지상의 무기체계와의 결합을 통하여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 시스
템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그 동안의 우주 개발을
통하여 축적되어온 적외선 탑재체 기술을 활용
하여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
적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기경보위성 시스템 개
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군사적 활용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인류
의 보편적 가치와는 모순되지만, 역설적으로 주
요 국가들 간의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으로 인하
여 관련된 우주 분야에서의 급격한 기술 향상이
부수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金田秀昭, “탄도미사일

2010

방위와 우주문제”,

2. Zia Mian et al., “Early Warning in
South Asia-Constraints and Implications”, Science and Global Security,
pp.109~150, 2003
3.

윤형노,
및

“주요국 조기경보위성 개발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2014

현황

4. Geoffrey Forden, “A Constellation of
Satellite for Shared Missile Launch
Surveillance”, MIT’s Program on
Science/Technology/Society, 2006
5. R. Cargill Hall, “Missle Defense Alarm:
The Genesis of Space-Based Infrared

6. Major J. Rosolanka, “The Defense
Support Program(DSP): 28 Years of
Service”, 1998
7. “Defense Support Program: Celebrating
40 years of Service”, 2011
8. “Space Acquisition: Space Based Infrared
System Could Benefit from Technology
Insertion Planning”,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15
9. John W et al, “The Missile Defense
Agency’s 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Crosslink, 2008
10. Roger Teague, “SBIRS Transform
–ational Capability”, 2006
11. Bob Newberry, “System Enginnering
Challenges for Satellite Hosted
Payloads”, NDIA 14th Annual Systems
Engineering Conference, 2011
12. Pavel Podvig, “History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ussian
Early-Warning System”, Science and
Global Security, 2002
13. A. Paleologue, “Early Warning
Satellites in Russia: What past, what
state today, what future?”, Proceedings
of SPIE, 2005
14. D.Galindo ,“SPIRALE: Early Warning
optical space demonstrator”, 2004
15. https://directory.eoportal.org/web/eoport
al/satellite-missions/b/bird
16. https://www.ohb-system.de/atheneenglish.html

명환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pp. 86~97

17. http://yamatotakeru999.jp/po16-5.html
18. https://v.youku.com/v_show/id_XNDQw
MjEzNzQ1Mg==.html?refer=seo_ope
ration.liuxiao.liux_00003303_3000_Qzu6ve_
19042900

97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권 1호 (2020) pp. 98~104
기술동향

https://www.kari.re.kr/
librar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지궤도환경탑재체 개발 및 초기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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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S Developments and
its Initial Activation and Check Activities
SEO, Seok-Bae*, LEE, Il-Seop*, CHANG, Su-Young*, KO, Dai-Ho* , LEE, Seunghoon*

ABSTRACT

Environmental pollutions mean nature could not be purified itself because that are exceeded the
critical point of self-cleaning capabilities for air, water, soil, noise, microwave, or radioactive
contaminations. This paper explains development processes and current status for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which is developed to monitor air pollu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a geostationary orbit. The GEMS developments have been started
from 2013 as an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is on the In Orbit
Test now after successful Initial Activation and Check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GEMS will
conduct the important roles for the geostationary air quality constellation with the NASA’s
TEMPO (Tropospheric Emissions: Monitoring of Pollution) and with the ESA’s Sentenial-4 in
the early 2020s.
초 록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환경오염에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전파, 방사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주변의 대기오
염을 감시하기 위한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의 개발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2013년부터 미국과 국제공동개발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상 환경탑재체 GEMS는 2020년 6월 현재 초기기능시험을 완료하고 궤도상시험 수행 중에 있으
며, 향후 발사될 미국항공우주국의 TEMPO (Tropospheric Emissions: Monitoring of POllution)
및 유럽우주국의 Sentinel-4와 함께 정지궤도에서 전지구의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 Air Quality (대기질), Spectrometer (초분광기), GK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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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정부는

2020년부터 5년간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총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는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저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내의 산업/수송/발전/농업/생활 분야에 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천(晴
天)계획 및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의체 등 국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1].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1983년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로 시작되었는데 이
는 2001년에 폐지되었고, 표 1과 같이 직경 10
㎛ 및 2.5㎛ 이하의 미세먼지가 현재의 환경기
준이다[2].

99

Monitoring
Instrument),
SCIAMACHY
(SCanning Imaging Absorption SpectroMeter for
Atmospheric CHartographY) 등을 활용하여 대
기질 관측을 수행하였다[3].
천리안2B위성에 탑재된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는 최초
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환경탑재체로, 그림
1과 같이 향후 미국의 TEMPO (Tropospheric
Emissions: Monitoring of POllution) 및 유럽
의 Sentinel-4와 함께 정지궤도에서 전지구의
대기환경을 감시하는 GEO AQ Constellation
(Geostationary Air Quality Constellation)을 구
축할 예정이다[4][5].

표 1.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연도
1983
1991
1993

기준 항목 [μg/m3]
TSP
150(연)
300(일)
150(연)
300(일)
150(연)
300(일)

2001

-

2007

-

2011

-

2018

-

PM10

PM2.5

-

-

-

-

80(연)
150(일)
70(연)
150(일)
50(연)
100(일)
50(연)
100(일)
50(연)
100(일)

위성을 활용한 대기질 관측은
를 시작으로,

-

그림 1. Geostationary Air Quality Constellation

-

GEO AQ Constellation 미션을 통해서, (1)

-

유사한 관측 성능을 가지는 정지궤도 상 세 개

25(연)
50(일)
15(연)
35(일)

1970년대 O3

NO2, SO2, HCHO 등의 정보를
주로 저궤도위성(LEO Satellites)으로 취득하고
있다. 미국 NASA의 경우 TOMS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PS (Ozone
Mapping Profiler Suite) 등을 개발하였으며,
유럽 ESA에서는 TROPOMI (TROPOspheric

의 탑재체 데이터를 처리하여,

(2) 유사한 포맷
의 level-2 결과물로 저장 및 공유함으로써, (3)
전지구 대기질을 감시를 위한 위성데이터의 활
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세 개의 정지궤도위성
에서 획득하지 못하는 지역은 저궤도위성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 보완할 예정이다[6].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의 대기오염을 감시할

GEMS 개발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장에서는 GEMS의 개발착수부터 천리안2B위성
발사까지 개발과정을, 3장에서는 위성발사 후
한 달간 진행된 GEMS 초기기능시험을 설명하
고, 4장에 결론 및 고찰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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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MS 개발
GEMS의 개발착수부터 설계, 제작, 장착, 우
주환경시험, 발사, 초기기능시험 등 주요일정을
그림 2에 정리하였다.

표 2. GEMS 개발의 주요일정
회의명

날짜

수행업무

시스템설계검토회

2013,
10.28-29

규격 설계/검토

2014,
03.12-13

장납기부품 구매,
비행모델 부품 제작

2015,
02.25-27

비행모델 부품 시험,
부분체 시험,
전자모델 시험

2016,
08.17-18

망웡경부 조립/정렬,
성능/환경 시험 착수

2017,
10.23-24

조립완료 확인,
시험완료 확인

2018,
01.26-27

요구조건 검증 확인,
환경탑재체 입고

2018,
07.16

조립 준비사항 확인,
위성에 GEMS 장착 착수

(SDR, System Design Review)

예비설계검토회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회
(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검토회
(TRR, Test Readiness Review)

최종인수시험
(FAT, Factory Acceptance
Test)

선적전검토회
(PSR, Pre-Shipment Review)

조립준비검토회
(IRR, Integration Readiness
Review)

2.2 천리안2B위성에 GEMS 장착
조립준비검토회 직후

그림 2. GEMS 개발관련 주요일정

2013년 GEMS 공동개발계약 체결 후 2018년
PSR (Pre- Shipment Review) 시점까지는 주로
설계 및 제작 중심의 업무였으며, 이후 GEMS
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고하여 천리안2B위
성에 장착한 다음, 발사 및 우주환경과 관련된
시험을 수행하였다.

GEMS 전장박스를 위
2019년 2월에

성의 패널에 설치를 시작하였고,

GEMS 센서부를 위성에 장착한 다음 케이
블 연결 및 단열재 MLI (Multi Layer
Insulation)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림 3은 GEMS를 위성에 장착하는 과정 및 최
종 장착결과이다.
는

2.1 GEMS 개발 및 조립준비

2013년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Ball
Aerospace사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환경
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표 2와 같
이 수차례 검토회(reviews)를 통해서 설계를 확
정지은 다음 GEMS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검토
회의 최종단계로써 천리안2B위성에 GEMS를
장착하기 위한 조립준비검토회(IRR, Integration
Readiness Review)를 2018년 7월 16일에 수행
하였다[3].

그림 3. 천리안2B위성에 GEMS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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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2B위성에 탑재된
인하기

GEMS의 동작을 확
기능시험(functional tests)은,

위한

GEMS 전장박스를 위성의 패널에 장착하고 해
당 패널을 닫지 않은 상태로 1회(Open Wall
Test, 2018년 7월) 그리고 GEMS 센서부가 위
성에 장착된 시점에 위성 패널을 모두 닫은 상

1회(Final Integration System Test, 2019
년 3월) 총 2회 수행하였다.
태로

2.3 천리안2B위성 우주환경시험
천리안2B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3. GEMS 초기기능시험
진동시험,

열진공시험, 전자파시험 순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시험 전후에는 천리안2B위성 및

GEMS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SOH (Status
Of Health)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천리안2B위
성 우주환경시험의 일정 및 수행업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천리안2B위성의 우주환경시험
시험명

날짜

수행업무

진동시험

2019,
5.7-6.11

발사환경에서 위성의 안정성 검증,
Sine진동/Acoustic/Shock 시험

2019,
7.24-8.7

궤도환경에서 위성의 안정성 검증,
Radiator 및 Heater 성능 검증

2019,
10.7-15

RF환경에서 위성의 안전성 검증,
Radiated Emission 및
Susceptibility 해석

Dynamic Test

열진공시험
Thermal
Vacuum Test

전자파시험
Radiated EMC
Test

2.4 발사준비 및 발사성공
발사를 위해서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로
천리안2B위성을

그림 4. 천리안2B위성 발사장면

이동하였으며,
현지에서
GEMS를 포함한 위성 전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Final SOH 시험을 수행하였다(2020년
1월 17일). 천리안2B위성은 그림 4와 같이 2020
년 2월 19일에 Ariane 5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
로 발사되었고, 이후 16일 동안 5회의 궤도변
경을 수행하며 목표궤도에 안착하였다(2020년
3월 6일).

GEMS의 초기기능시험인 IAC (Initial
Activation and Check) 업무의 목적은, 위성의
발사부터

목표궤도

진입까지의

과정에서

GEMS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우
주환경에서 GEMS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GEMS는 두 개의 side (side-A 및 side-B)로 구
성되어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가지는데, 두
side에 대한 GEMS 초기기능시험의 총 소요기
간은 32일이었으며, 이 기간에는 GEMS가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 Dry-out 및
Cool-down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3.1 원격 업무환경 구축

2019년 12월부터 전세계에 영향을 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GEMS
해외공동개발대상인 Ball Aerospace사 소속 엔
지니어가 GEMS 초기기능시험에 직접 참석하
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천리안2B위성 관제실에 비디
오카메라(webcam)를 설치하고 메신저를 채널
을 개설함으로써 원격업무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5는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된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천리안2B위성의 관제실 및 Ball
Aerospace 사의 GEMS 초기운영실험실로, 두
장소 모두 GEMS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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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S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CMA 위치를 closed로 보내는 명령을 1회 전
송하였다.
범위에 있었으나

3.4 SMA Tuning 수행
위성발사 전 지상시험에서,

GEMS의 서브시

Scan Mechanism가 중력의 영향을 최소
로 받도록 SMA (Scan Mechanism Assembly)
Tuning을 수행하였다. GEMS 지상시험 중 위
스템인

성의 자세는 수직 그리고 수평 두 가지 이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1회씩 SMA Tuning이

필요했었으며, 천리안2B위성이 목표궤도에 안
착한 상태에서 최종 우주환경을 반영한 유사
조치를 수행하였다.

그림 5. GEMS 초기기능시험을 위한 업무환경
(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리안2B위성 관제실
(하) 미국 Ball Aerospace사 GEMS 초기운영실험실

SMA Tuning은 GEMS 각
side 별로 수행되며, 각 side에 대해서 그림 6
과 같이 총 세 단계(Plant Test, Open Loop
Test, Closed Loop Test)의 시험을 완료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GEMS의 SMA
Tuning은 Closed Loop Test의 최종값을 NVM
(Non-Volatile Memory)에 저장하여 마무리된다.

3.2 GEMS 서바이벌 히터 온도 감시

GEMS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주변에 설
치된 10개의 서바이벌 히터(survival heaters)가
동작하여, GEMS가 일정 범위의 온도 내에서 안
전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위성이 목표궤도에
도달한 이후부터 GEMS를 켜기 전까지, GEMS
서바이벌 히터의 온도 감시를 수행하였다.
3.3 GEMS 전원 인가 및 온도 확인

2020년 3월 23일, 목표궤도에 위치한 GEMS
에 전원이 인가되었고, GEMS에서 위성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원격측정값을 이용해서, 통
신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GEMS의 온도가 예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MA
(Calibration Mechanism Assembly)의 위치에
대한 조정을 수행하였는데, CMA 위치가 정상

그림 6. GEMS SMA Tuning 절차

GEMS side-B에 대한 SMA Tuning은 총 3
일 동안 수행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 완료
하였다.
3.5 Self test 수행

GEMS의 Self Test에서는 CMA의 움직임,
Scan Mechanism의 기능, LED의 동작, 그리고
초점면전자부의 디지털 패턴에 대한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

GEMS에는 운영 및 동작을 위한
명령어집합인 CBM (Command Block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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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Command Sequence Memory)이 존재
하는데, Self Test를 위해 해당 CBM을 호출하
여 1분의 짧은 시간에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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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8 Cool-down 수행

수신한 원격측정값을 분석하여 문제없음을 확

2020년 4월 13일에 완료된 GEMS Dry-out
직후 시작한 Cool-down을 다음 날 마무리하였
다. Cool-down의 목적은 GEMS 히터의 온도설
정을 정상 운영모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과

인하였다.
짜는

GEMS side-B의 Self Test의 완료날
2020년 3월 25일이다.

정에서 초점면전자부 주변의 히터 온도가 나머

3.6 Dry-out 수행

GEMS는 설정 및 제어할 수 있는 16개의 히
터(operational heaters)를 포함하고 있으며, Self
Test 직후 GEMS의 히터를 동작시켜, 오염방지
(decontamination)를 위한 Dry-out을 시작하였
다(2020년 3월 26일). 특히 초점면전자부(FPA,
Focal Plane Assembly) 주변의 GEMS
Operational Heater #1의 경우, 초기 12분 동안
4회의 히터 설정변경을 수행하며 온도를 정밀하
게 제어하였다. Dry-out이 수행되는 동안 GEMS
의 온도 및 상태는 천리안2B위성 관제실뿐만 아
니라 Ball Aerospace사의 GEMS 초기운영실험
실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으며, 이와 병행
하여 저장된 GEMS의 모든 원격측정값을 12시
간 간격으로 공유 및 확인하였다.
3.7 Dry-out 재수행

4일 이상 진행되던 GEMS Dry-out 도중, 우
주 방사선에 의해 천리안2B위성이 안전모드로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2020년

3월 31일).
사태파악 및 조치가 실시간으로 수행되었고,
미리 수립된 비상복구 절차에 따라 위성의

Switch Over가 신속히 수행되었다. GEMS의
경우, 원격측정값 분석을 통하여 위성이 안전
모드로 진입하기 전에 GEMS를 정상적으로 종
료시켰음을 점검하였고, GEMS를 재시작한 후
수신한 원격측정값 분석을 통해서 GEMS에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3월 31일, 히
터 온도를 포함한 GEMS의 모든 설정을 완료
하고 13일의 일정으로 Dry-out을 재개하였다.

지에 비해 높게 유지하여 초점면전자부의 오염
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9 Table Upload, Dark Imaging 수행

GEMS에는 설정 및 관측 등을 위한 35개의
SMA Tuning

테이블이 존재하며, 이미 완료한

또한 해당 테이블을 업로드해서 수행하는 업무
이다.

GEMS Cool-down 이후 자이로(gyroscope)
시험을 위한 테이블을 업로드하여 자이로를
설정한 후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이

CBM을 테이블 형식으로 업로드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호출하여 1회의 Dark
Imaging을 수행하였다. Dark Imaging을 마지
막으로 GEMS side-B에 대한 초기기능시험 관
련 모든 업무를 2020년 4월 14일에 완료하였
다.
어서 새로운

3.10 GEMS side-A 초기기능시험 수행

GEMS side-B의 초기기능시험에 이어 side-A
GEMS side-A의 초기기능
시험 절차는 side-B와 유사하나 Dry-out 및
Cool-down은 포함되지 않는다. GEMS side-A
초기기능시험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5일부
터 4월 17일까지 SMA Tuning, Self Test,
Table Upload 등을, 4월 20일부터 3일 동안은
CBM 및 CSM을 이용한 GEMS 관측 및 자이
로 데이터 검증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2020년 4월 23일에 완료된 관측 및 검증 시험
을 끝으로 3월 23일부터 시작한 GEMS 초기기
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같은 날
시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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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S IOT (In Orbit Test)가 시

작되었다.

4. 결론 및 고찰
GEMS 개발초기부터 2018년까지는, 해외공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요구사항 수립, 제품 설
계, 그리고 제작 등의 업무를 국제공동개발로
진행하였으며, GEMS가 한국으로 입고된 2018
년부터는 한국항공우연구원이 주도하여 천리안

2B위성에 GEMS를 설치하고 위성의 우주환경
시험을 수행하였다.
2020년 위성발사 이후에는, 정지궤도에서 초
분광 카메라를 운영하며, 온도 조절 및 감시,
우주의 중력환경에 따른 하드웨어 보호 및 설
정 변경, 우주에서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 등
을 수행하며 경험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
가 기술전략차원에서 독자적 환경정보 획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GEMS는 향후 발사될 미국의 TEMPO 및 유
럽의 Sentinel-4와 함께 전지구 대기질 감시를
수행하는 GEO AQ Constellation을 구축할 예
정으로, GEMS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환경오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GEMS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환경탑재
체로써의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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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s of TCP Flow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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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carries Internet traffic, the speed of the
Internet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well TCP performs. The characteristics of TCP
performance is defined by the flow control algorithm adopted by TCP. The proposed
solution is beginning with the basic problem of eliminating the phenomenon of congestion
collapse and focusing on a variety of problems. It includes measures to make effective use of
network resource available in various environments. Effective use of the network in a highly
distributed and heterogeneous environment with shared concepts such as the internet
depends on how well a single TCP-based application can utilize the network capacity. And
also depends on how well the TCP collaborate with other applications that transmit data
over the same network. This paper will explain the various methods of the congestion
control, and techniques generally in use.

초 록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은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하므로 인터
넷 성능은 TCP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버전의 TCP 성능
특징은 TCP가 채택한 흐름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정의될 수 있고, 제안된 해결책들은 혼잡 붕
괴 현상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환경에
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공유 개념과 고도로 분산되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단일 TCP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용량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
가에도 달려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혼잡 제어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Key Words : Flow Control(흐름제어), Congestion Control(혼잡제어), Congestion Collapse(혼잡붕괴),
Congestion Avoidance(혼잡회피), Slow Start(느린 시작), Fast Recovery(빠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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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터를 전송할 때 수신기의 버퍼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수신자가 송신자가 생성하는 속도만

대부분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큼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수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전

신자는 윈도우의 크기를 감소하고, 감소한 값

송 제어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ontrol

을 송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Protocol)을 사용하고 있다. TCP의 가장 필수
적인 요소인 혼잡제어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
터 손실, 혼잡 상태 및 경로 변화 감지 등 다
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신뢰성 및 정밀도 향상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토콜은 IP 네트워
크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의 패킷
전달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TCP 표준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흐름
제어를 정의하고 있다. TCP의 흐름에서 최대
처리량은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네트워크 경로의 왕복 시간에 반비
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슬라이딩 윈

그림 1. 초기의 데이터 전송 방법

도우가 너무 크면 네트워크와 수신기의 자원
한계로 인해 패킷 손실 가능성이 높고,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한데, 처리량이 뛰어
나면서도 네트워크와 수신기 자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최적의 슬라이딩 윈도우 값을 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CP는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은 패킷 전송과 손실 탐지 사이의 간격이 짧을
수록 TCP 복구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간격은 너무 짧아 송신자가 손실을
조기에 감지하면 해당 패킷을 불필요하게 재전
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민반응은 단순

그림 2. 수신기 버퍼 크기를 활용한 전송 방법

히 네트워크 자원을 낭비하고, 네트워크의 높
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초기 TCP는 그림 1

결과적으로 송신자는 수신자에게서 보내온

과 같이 수신기 내부의 입력 버퍼를 초과하지

감소 값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축소하고, 수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통합된 메커니즘은 그림

2와 같이 수신기가 사용 가능한 입력 버퍼 정

신기의 처리 속도와 동기화를 시키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네트워크 자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

보를 송신자와 공유하기 위해 연결 설정 시 수

기 때문에 혼잡 붕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자는 송신자에게 수신 패킷에 사용할 수 있

데이터 전송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는 버퍼 크기를 알려주고, 송신자는 준비된 데

다. 네트워크 자원 인식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

이터를 수신 버퍼 사이즈에 맞게 전송한다. 데

용을 의미하는 혼잡 제어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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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송률보다 몇 배 높더라도 전송률 제한 요소

이에 TCP 데이터 전송을 위해 다양한 매개 변

로 흐름 윈도우를 고려해야 한다.[1]

수를 최적화하고, 주요 흐름 제어 알고리즘을
분석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2. 혼잡 붕괴 방지를 위한 흐름제어
초기 TCP 표준은 전송 속도를 네트워크 상
태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
다.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
들에 의해 네트워크 용량을 쉽게 초과되었고,
이와 같은 혼잡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대부분의 제안은 수신기
의 흐름 제어와 네트워크 활용 상태를 인식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TCP 송신자
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가능한 데이터 패킷
수를 추정하고, 수신 윈도우에 의해 흐름 제어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즉, 흐름 윈도우보다 수
신 윈도우가 작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림 3과 같이
이러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2.1 TCP Tahoe
TCP Tahoe는 표준 TCP의 사양(RFC 791[1])
을 기반으로 잘못된 재전송 시간 초과 추정치

(RTO, Re-transmission TimeOut estimate) 문
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값을 과대평가하
면, TCP 패킷 손실 검출 메커니즘은 매우 보수
적으로 동작하여 개별 흐름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반대로 RTO 값을 과소평가할 경우
오류 감지 메커니즘은 불필요한 재전송을 수행
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낭비하고, 네트워크 혼
잡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표준 TCP
에서 원래 패킷의 ACK와 재전송 패킷의 ACK
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RTO 계산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왕복

분산

추정 알고리즘(RTTVAR,

Round

Trip Variance Estimation)을 활용하여 RTO 과
대평가(overestimation)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RTO와 추정 왕복 시간

(RTT) 값 사이의 선형 관계 (a) 대신에 RTO를
미세하게 설정하기 위해 RTT 변동 추정치를
계산 (b) 하여 활용하였다.

(a) β·SRTT, β는 1.3 ~ 2[1] 범위의 상수.
(b) SRTT + 4
지수

재전송

(Exponential

·

rttvar
타이머

백오프

알고리즘

retransmit

timer

back-off

algorithm)을 통해 각각의 재전송 이벤트에 대
해 RTO 값을 두 배로 설정하여 과소평가

(underestimation)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극심
한 혼잡 동안에 후속하는 패킷 손실을 검출함
그림 3. TCP 혼잡 붕괴 방지를 위한 흐름제어

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RTT(Round

Trip Time)로 인하여 총 재전송 횟수를 현저히
실제 TCP 전송률 제한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만, 수신단의 처리율이 송신단의 데이터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상태
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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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데,

입하였고, 이 임계값을 통해 느린 시작 단계에

TCP Tahoe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지수함수

서 혼잡 윈도우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고, 감지

(exponential function)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된 모든 패킷 손실은 임계값을 현재 혼잡 윈도

느린 시작 알고리즘에 비해 혼잡 회피 알고리

우 크기의 절반으로 조정한다. 다시 말해 혼잡

즘은 수신된 ACK 패킷에 대한 응답과 패킷

윈도우 값이 임계값보다 낮으면 느린 시작 단

손실의 검출에 있어서 훨씬 더 보수적이다. 여

계를 이용하고, 임계값보다 크면 혼잡 회피 알

기에서는 2배 증가와 달리 마지막 RTT를 수행

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2]

표준

TCP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동안 모든 데이터 패킷이 성공적으로 전
송되었다면,

혼잡

윈도우(cwnd,

congestion

window)는 “1”씩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패킷

2.2 TCP Reno

반

TCP Tahoe에서와 같이 패킷 손실에 대한

(multiplicative decrease policy)으로 줄어들게

반응으로 혼잡 윈도우를 하나의 패킷으로 줄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혼잡

윈도우는

된다. 각각의 흐름이 네트워크 자원을 기하급

는 것은 다소 엄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한 처리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혼잡 방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1% 패킷 손실률은 TCP Tahoe 알고리즘을 실

고 있다.

행하는 TCP 흐름에서는 최대 75%까지 처리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혼잡과 경미한 혼잡 사건들 간에 차
별화 개념을 도입하여 느린 시작 알고리즘과
혼잡 회피 알고리즘의 일부 구성을 수정하였
다. 재전송 시간 초과를 통한 손실 감지는 특
정 시간 간격(예, RTO – RTT)에 대해 일부 주
요 혼잡 이벤트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방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
그림 4. 표준 TCP의 단계적 증가

라서 송신자는 혼잡 윈도우를 최소값으로 재설
정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적용한다. 여기서 상
당히 다른 상태는 중복 ACK에 의해 손실을
감지할 수 있는데, 송신자가 4개의 ACK를 받
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첫 번째 데이터는 일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첫 번째
데이터의 정확한 사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
개의 중복 ACK라고 보면 된다. 중복된 ACK는
일부 패킷이 도착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지만, 중복 데이터를 포함한 각 ACK는 데이터

그림 5. TCP Tahoe의 흐름 제어

TCP Tahoe에서는 느린 시작(Slow Start)과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별개로 운영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임계값 파라미터(ssthresh)를 도

패킷이 성공적으로 전송했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송신자는 손실된 패킷을 검출하는 것 외에
네트워크 일부 데이터 전달 능력도 관찰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상태는 가벼운 혼잡으로 간주
할 수도 있어 손실에 대한 반응은 보다 최적화

백현철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pp. 105~118

109

할 수 있다. TCP Reno에서 최적화된 반응은

크(손실 패킷 재전송, 혼잡 상태 추론, 전송 속

빠른 회복(Fast Recovery)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도 감소 등)가 일부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했다

있기 때문인데 이는 네트워크에서 혼잡 윈도우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오류가 복구될 때까

패킷 순서가 재조정하게 되는데, 패킷 재정렬

지 네트워크 자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송신자는

(Re-ordering)은 버그, 구성 오류, 오작동과 같

중복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 등 다양한 원

수신할 때까지 빠른 회복 단계에 머무는 방식

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림 7과 같이

이다.

제안되었다. 그러나 패킷 재전송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상태에서거나, 네트워크의 다른 영향
에 의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라우터에서 다양한 패킷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
고, 라우터 대기열에서 내부적으로 패킷을 재
조정하는 경우 패킷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 TCP Reno의 흐름 제어

이 알고리즘 단계는 그림 6처럼 다양한 상태
의 혼잡 윈도우 크기(wnd)를 상태선 위로 표시
하고, 전송 중인 패킷의 양은 유효 혼잡 윈도
우 크기(cwnd)로 나타내고 있다. 곱셈 감소 정
책(Multiplicative decrease policy)을 사용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점유율을 보여주고, 혼잡 윈
도우에서 cwnd/2로 감소한 후 빠른 재전송

(Fast Retransmit)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TCP
Reno는 TCP Taheo의 동적 성향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빠른 재전송 단계를 단축시킴으
로써 각각의 손실 감지 후 느린 시작 단계를
대체함으로써 안정 상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
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패킷 재정렬을 위한 흐름 제어

그림 7. 패킷 재정렬을 위한 흐름제어

3.1 Eifel
TCP 처리량에서 패킷 재정렬의 부정적 영향
을 줄이기 위해 Eifel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중복 ACK에 기초한 손실 감지 처리 방법은
추가 지연을 도입한 TD-FR(Time Delayed Fast

Recovery) 접근 방법 대신에 재정렬과 실제 손
실 이벤트를 구별하고자 했다. 첫 번째 복제된

ACK를 수신할 때 이벤트 유형을 알려고 노력
하지 않고, 첫 번째에 대해 복제되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 패킷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재전송을 요구하게 되는데, 송신자가 동일한
시퀀스 번호(복제된 ACK)를 받게 되면, 네트워

ACK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TCP 송신자는
빠른 회복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TCP

New Reno처럼 복제된 ACK를 수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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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복되지 않은 ACK를 수신하게 되면, 내

3.2 TCP DOOR

용을 확인하고 빠른 회복 단계를 계속할 것인
지 아니면 복구를 중단하고 원래 혼잡 윈도우

네트워크 경로가 변경된 시간 간격을 식별할

에 대한 값을 재 정의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네트워크

림 8과 같이 패킷 재정렬이 없을 때 기본적인

가 혼잡 제어 조치를 비활성화 하여 TCP 처리

혼잡 제어 알고리즘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

량에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 이를 위해 제

고, 일부 패킷이 재전송되더라고 원래의 송신

안된

속도를 매우 빠르게 복원시키게 된다.

것이

TCP

DOOR(Out

Order

and

Response)이다. 경로를 변경하는 중에 IP 패킷
의 순서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로 변경을 식별하는 문제는 순서가 맞지 않
는 패킷 전달을 식별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
다. Eifel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패킷 재정렬을
신뢰성 있게 검출하기 위해 각 데이터와 ACK
패킷은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패킷이 전송될 때마다 증가
되는 특별한 카운터 형태로 새로운 TCP 옵션
에 포함될 수 있고, 수신자는 재전송을 쉽게
검출하여 TCP 헤더나 새로운 TCP 옵션 필드
에서 어느 정도의 bit를 사용하여 송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표준 Eifel 알고

그림 8. Eifel의 흐름제어

리즘과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Eifel 알고
리즘은

재전송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유사한

방식으로

잘

알려진

Time

stamp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해

ACK가 시퀀스 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전송에
대해서 일부 식별 가능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
거나, ACK가 재전송을 요청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TCP 헤더에 사
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2 bits를 할당하고, 여기
서 1 bit는 데이터 패킷의 재전송을 나타내고,
다른 bit는 송신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정보를 포
함하게 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TCP 프로토콜에서는 헤더 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표준화된 TCP

그림 9. TCP DOOR의 흐름제어

Time stamp 옵션에서는 가능하다. 각 ACK 패
킷은 필요한 정보를 명시할 수 있어 수신된 복
제되지 않은 ACK의 Time stamp 상태 변수가
작은 경우 송신자는 네트워크 경로 상에서 실
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송
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패킷 재정렬 검출에 대한 반응은 그림 9와
같이 2가지 요소를 수반한다. 첫 째는 혼잡 제
어는 시간 간격 T1로 전환효과를 완화하기 위
해서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되어야 하고, 둘째
는 시간 간격 T2에 대해 최근 혼잡 제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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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로 송신 속도를 감소시킨 경우 원래 상태

제안된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특별한 혼잡

(혼잡 윈도우 및 재전송 시간 값)로 되돌려야

제어 정책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흐름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탐지된 재라우팅 이벤

낮은 흐름 사이의 불공정한 네트워크 공유를

트에 대해서 손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실행하고, 이를 보증하는 것인데, 이는 TCP 혼

되고, 일시적인 혼잡 제어의 불능 상태 간격과

잡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성 요건과 모순

즉각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경험적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새로운 혼잡 제어

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

는 표준 TCP 제어 알고리즘(Reno, New Reno,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SACK) 보다 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TCP 기
반 QoS 범위(우선순위가 높은 표준 TCP 흐름

4. 차등 서비스를 위한 흐름제어

이 존재할 경우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것이 혼잡 제어 정책을 찾는 문제)를

애플리케이션 유형마다 데이터 전송 요구 사
항은 다르다. 한 그룹을 구성하는 일부 애플리

우선순위가 낮은 서비스로만 제어할 경우 공정
성 요구사항은 반듯이 준수해야만 한다.

케이션은 요청 응답 지연 및 처리량(Web 검색,

FTP 접속 등)에 대해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
고 있지만, 자동 업데이트와 같은 다른 애플리
케이션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수 있고, 네
트워크 조건에 대해 매우 관대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그룹은 트래픽
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경우로 네트워크
에서 전체적인 사용자 인식 서비스 품질(QoS)
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터넷은
여러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Heterogeneity), 네
트워크(IP) 레벨에서 QoS 기능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기능은 아직 보
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림 10과 같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QoS
를 제공하기 위한 호스트 간 TCP 기반 우선순
위가 제안되었다.

4.1 TCP Nice
TCP Nice는 자동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피
어 투 피어 파일 공유 등 수많은 백그라운드
전송이 있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최적
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우선순위와 낮은 우선순위 흐름 사
이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
림 11처럼 TCP Nice의 혼잡 제어 정책은 검출
된 모든 네트워크의 상태 변화에 매우 보수적
으로 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
서 TCP Nice는 모든 표준 TCP 흐름을 높은
우선순위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TCP Nice 설계는 Vegas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
고 있다.

그림 10. 차등 서비스를 위한 흐름제어
그림 11. TCP Nice의 흐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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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s는 패킷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경쟁

향 지연 값을 더하여 비교하여 사용한다. TCP

TCP 흐름 간에 네트워크 자원을 재분배할 수

LP 알고리즘의 독특한 특징은 그림 12와 같이

있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혼잡 감지 메커니즘

초기 혼잡 검출에 대한 반응으로 이벤트가 감

을 가지고 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성으

지되면 LP는 혼잡 윈도우를 현재 값의 절반으

로 인해 Vegas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로 줄이고, 추정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타이머

표준 TCP 흐름의 반응성과 유사한 TCP 흐름

가 경과되기 전에 송신자가 또 다른 조기 혼잡

과 경쟁하면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유하는데

감지 이벤트를 야기할 경우 LP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Vegas 자체는 우선순위

높은 흐름을 인지하고, 혼잡 윈도우의 값을 감

가 낮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소시킨다.

이다.

Reno 혼잡 회피 조치를 재개하게 된다.

이와

다를

경우

LP는 일반적인

TCP Nice는 표준 TCP 흐름의 존재에서 전
송 속도 감소를 보증하기 위해서 DUAL 알고
리즘에서 정의한 대기열 지연 임계값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대기열 지연은 중복되지 않은
각각의 ACK 패킷이 도착할 때의 임계값과 비
교하게 된다. 이때 평균 RTT 대신 대기열 지연
계산에 현재 RTT 샘플을 사용하고, 임계값을
초과하는 현재의 대기 지연 추정치의 발생은
혼잡 윈도우의 변경을 자동으로 트리거 시키지
않고, 큐잉이 대기하는 횟수만을 계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12. TCP LP의 흐름제어

4.2 TCP LP
Nice와 LP는 각각 기준 알고리즘(Vegas,
TCP LP(Low Propriety)는 소프트웨어 업데

New Reno)과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트, 데이터 백업 등과 같은 백그라운드 애플

이 또한 증명되지 않았고, 더욱이 무선 및 고

리케이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 전

속 네트워크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제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에서는 기준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으로 인

TCP LP에서는 DUAL에서의 대기 시간 계산을

하여 Nice 또는 LP의 적용에 제한적이다.

좀 더 정확한 지연 추정치를 사용하여 점진적
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Time

5.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흐름제어

Stamp 옵션을 사용하였고, 단 방향 전달지연을
추정하기 위해 체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대기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표준 TCP의 수정을

행렬의 지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결과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혼잡은 패킷 손실

값은 역방향 채널의 혼잡에 훨씬 더 저항력을

의 주요 원인으로 유선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가지므로 거짓 혼잡 감지 수준이 완화되었다.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TCP LP는 연결되어 있는 동안 최소 및 최대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무선 주파수의 간섭으

단 방향 지연을 유지하고, RTT마다 한 번씩 현
재 단 방향 지연 추정치를 미리 정의된 단 방

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패킷 손실은 라우
터 버퍼의 오버플로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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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므로 혼잡 시간을 줄이려는 TCP 결정

설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였다. 최적의

13은

방법으로는 최근에 관찰한 데이터 전송 속도에

Westwood 기법에서 대역폭 초과와 전송 중

해당하는 값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혼잡 상태를 개선한 방

는 네트워크의 혼잡에 의해 발생하는 패킷 손

법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손실에

실에 대해서는 수신자가 최근에 관찰한 데이터

대해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송을 계속

의 수신 속도는 송신자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진행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

속도와 같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신자는

시적으로 혼잡 알림을 사용하여 라우터에 네트

수신자가 관찰한 전송 속도를 바탕으로 전송을

워크 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링

계속할 경우 새롭게 전송되는 패킷 수는 전달

크 계층 재전송 또는 TCP 패킷 감시와 중간

된 패킷 수와 같으므로 추가적인 혼잡을 방지

라우터에서의 손실 복구 등 비 혼잡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모든 패킷 손실에 대해서 윈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네트워크 채널에 의존하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송

며, 중간 호스트를 이용하여 유선 구간과 무선

신자가 수신자가 관찰한 전송 속도를 얻을 수

구간을 분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해결책은 수신

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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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에게 관찰한 전송 속도 정보를 달라고 요청
하는 것이다. 실제 기존의 ACK 패킷을 활용하
여 실제 전송 속도(Delivery Rate)를 추정하도
록 하는 것이었다. 이 추정치의 근거로 데이터
패킷이 수신된 직후 ACK 패킷을 생성되고, 송
신 측으로 전송할 때 고르게 지연된다고 가정
하면, 송신자가 관찰한 ACK 속도는 수신자가
관찰한 데이터 전송 속도와 동일하게 된다. 실
제로

정방향

경로의

대역폭을

계산하려면

ACK의 속도에 승인된 데이터양을 곱하면 되
는 것이다. 수신기에 의해 일부 ACK가 손실되
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대역폭
그림 13.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흐름제어

계산이 유지되는 것이다.
네트워크상에서

5.1 TCP Westwood/Westwood +
TCP Westwood 알고리즘은 광범위한 네트
워크에서 표준 TCP의 특징을 유지하려고 노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Westwood는 2 단계의 대역폭 추정 처리 능력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 동
안 ACK 패킷을 수신하는 것에 달려 있다.

ACK 패킷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였고, TCP New Reno를 일부 수정한 형태이
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무선 네트워크에

   ∆

서는 데이터 전송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
었다. Westwood는 손실 감지하기 위해 3개의
중복 ACK를 수신하면 전송 윈도우를 반으로
줄이는 Reno의 혼잡 제어 방식을 사용하여 혼
잡 윈도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적의 값으로

여기서, d는 ACK의 의해 승인된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며, △는 ACK를 마지막에 수신하
였을 때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된 아주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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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값을 특별한 이산 시간 필터를 사용하

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계선에 대한 관

여 평균값을 얻는 것이다.

측은 CRB에서 정의한 것을 따르게 되는데, 이

   


   ∆  ∙        ∆  ∙   
여기서, α(△)는 △의 함수로서 평균 계수를
의미하고, b와 b-1은 대역폭 추정치의 현재와
이전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B-1은 추정치 이전
에 계산된 평균값을 의미한다.

것은 샘플링 주기가 원활히 적응하고, 전환하
는 과정에서 추정 정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의 가용성이
매우 동적으로 변환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샘
플은 평균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균값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
더라도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대역폭
추정 지터(bandwidth estimate jitter)를 통해

5.2 TCPW ABSE
TCPW

ABSE(Westwood

계산하고 있다.

with

Adaptive

Bandwidth Share Estimation)는 대역폭을 샘플

6. 고속/지연을 적합한 흐름제어

링 할 때 샘플링 간격에 적응형 메커니즘을 적
용함으로써 이중 대역폭을 추정할 수 있다고

고속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생각한 것이다. TCPW CRB에서는 미리 결정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Reno,

두 개의 샘플링 간격을 사용하였지만, ABSE는

New Reno, SACK 등과 같은 TCP 변종들이

추정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샘플링 간격을

사용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모든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1988년에 TCP

상태를 추정하는 경험치를 CRB와 비교해 보
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 샘플링 간격의 길
이를 직접 제어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Taheo에서 정의되었던 기본적인 원리에 의문
을 제기하지 않고, 그림 14와 같이 서로 다른
가정과 접근 방식에 의존하여, 데이터 전송 효
율 측면만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    
∆  max∆ min  


혼잡 회피 단계(Congestion Avoidance Phase)
에서는 네트워크 자원 활용을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 위해 오류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여기서 △min은 사전에 정의된 최소 샘플링

RTT에 대해 혼잡 윈도우(cwnd)를 한 패킷씩

간격이고, VE(Vegas-type Estimation)는 기대

증가시키도록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네트

RE(Rate

워크 용량이 혹은 왕복 지연 등이 상대적으로

Estimation)는 Westwood +와 유사한 샘플링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고속 장거리

간격을 가진 지수 평균 대역폭 추정치를 의미

지연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

한다. RE의 현재 값이 Vegas와 같은 추정 VE

었다.

속도에

대한

Vegas

추정치,

에 의해 예측된 것보다 현저히 작을 경우 네트

대역폭

지연(BDP,

Bandwidth

Delay

워크는 극심한 혼잡을 격을 가능성이 있다. 따

Product) 문제는 일부 채널에서 네트워크 대역

라서 CRB와 마찬가지로 긴 샘플링 간격을 계

폭을 검색할 때, 패킷 손실이 없을 때는 최소

산하게 되는데, ‘RE → 0’일 때, △는 RTT에

시간은 대역폭 지연 순서를 따르게 된다. TCP

가깝게 된다. 반대로 VE와 RE가 가까울 때(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혼잡 윈도우가 매 RTT 마

수의 손실 패킷이 ‘0’에 가깝거나 같을 때,

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Reno, New Reno 흐

RTT가 최소값에 가까울 때)는 최소 샘플링 주

름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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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는 매우 많은 수의 패킷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ms RTT의

여기서 D는 최대 데이터 패킷을 의미한다.

10Gbps 링크에서 느린 시작 단계에서 약 8만
3천개의 패킷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약
120Mbytes의 네트워크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
과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린 시작
단계에서 최대 증가 단계를 100패킷으로 제한
하는 제한된 느린 시작(Limited Slow Start) 알
고리즘을 제안되었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 성
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었다. 제시된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서 내부 공
정성을 위해 흐름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
는가와 표준 TCP 흐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흐름들 사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HS

그림 14. 고속/장거리 지연환경에서의 흐름제어

TCP는 New Reno의 핵심인

AIMD(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개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혼잡

6.1 HS TCP
고속 네트워크에서 TCP 효율성 문제를 인식
한 후 비현실적으로 낮은 손실률에 의존하는
않고, 높은 대역폭 지연과 손실률 환경에서도

방지를 수행하는 동안 각 RTT 패킷 수가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고속으로 복구하는 과정에
서도 New Reno의 공정성 내에서 윈도우가 줄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 TCP에 대한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HS TCP는 각각의
혼잡 윈도우의 크기 α(New Reno 증가 계수)
와 β(혼잡 회피 감소 계수)의 기능으로 빠른
회복 단계에서 경미한 손실을 감지하면, 이를
대신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5에서는 혼잡
회피 및 빠른 회복 단계에서 HS TCP와 New

Reno를 비교한 것으로 낮은 손실률에서 혼잡
윈도우의 크기는 HS TCP가 New Reno 보다
공격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가져가고, 동시에
손실 감소는 더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고속 장거리
지연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혼잡 이벤트 발생 중에 더 많
은 패킷을 손실하고, 더 자주 발생시키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고속 장거리 지연 네트워크에서 TCP의 또

그림 15. HS TCP 흐름제어

6.2 CUBIC TCP
높은 대역폭 지연 네트워크에서 확장이 용이
하면서 동시에 내부 공정성 및 RTT 공정성 특
성이 좋은 단순한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만드
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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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HS TCP, STCP, BIC와 같은 혼잡 제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를 위한 제안들은 고 손실 환경에서 표준 혼잡

그림 16은 CUBIC에서 혼잡 윈도우 크기의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는 규칙을 바꾸면서 표준

증가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역학관계를 보여

TCP의 흐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대부

주고 있다. 1로 표시된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

분의 변환 기준은 특정 손실률 ρ에 부합하는

윈도우의 ωmax를 알 수 없지만, CUBIC 함수의

미리 계산된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의미했다.

오른쪽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은 기존의
느린 시작에서 사용되던 지수적 접근보다 훨씬

     


보수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대역폭 지연 네트
워크에서도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 후 단계

예를 들어 HS TCP의 임계값은 연속 패킷

에서는 손실 감지에 따라 윈도우 크기를 감소

1000개당 1개씩의 손실(ρ=10 pkt/s)에 해당하

할 때 혼잡 윈도우의 2로 럽게 접근하게 된다.

는 38개의 패킷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ωmax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이 감지되면 대상

러한 손실률의 정의는 특히 RTT가 크게 다른

이 업데이트되고, 일시적으로 혼잡 현상이 나

-3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타나지만, 3(CUBIC 함수)을 기준으로 좌우에

동일한 병목 지점에서 경쟁하는 두 흐름이 서

혼잡 윈도우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로 다른 RTT를 갖는 경우 더 큰 RTT를 가진

다. 또한, CUBIC는 그 성능이 표준 혼잡 제어

흐름은 항상 양립 가능한 모드로 유지되지만,

인 Reno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더 작은 RTT를 갖는 흐름은 빠르게 확장 가능

하기 위해 표준 Reno 흐름의 성능에 근접하는

한 모드로 전환되어 모든 가용한 네트워크 자

보충 혼잡 윈도우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

원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측을 통

하고 있다.

해 BIC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RTT를 독립적으
로 혼잡 윈도우 크기를 증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향상된 CUBIC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CUBIC은 혼잡 윈도우
ω를 마지막 혼잡 이벤트 이후 경과된 시간 △
를 CUBIC 함수로 정의하는 HS TCP 방식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  
 ∙  max      max

여기서 C는 미리 정의된 상수, β는 빠른 회
복 단계에서 감소 계수, ωmax는 마지막으로 등
록된 손실 감지 바로 전의 혼잡 윈도우 크기를
의미한다. 윈도우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RTT
에만 의존하지 않을뿐더러 BIC의 제한된 느린
시작 알고리즘과 빠른 수렴 단계에서도 확장성
및 내부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윈도우 ω가 추정 대상의 ωmax와 거리가 멀
때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ωmax와 가까울 때는

그림 16. CUBIC TCP 흐름제어

CUBIC 혼잡 윈도우는 0.5(일반적으로 β
cubic ≠ β reno)와는 다른 β로 감소할 수 있
기 때문에 s로 확장해야 적정한 성능(평균 송
신율)을 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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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이것은 모든 RTT에 의해 윈도우

초과한 후 확장 가능한 HS TCP에서 저속

크기가 증가된 것으로 쓰일 수 있고, CUBIC이

Reno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윈도우 ωreno가 메인 윈도우를 초과

볼록 곡선을 제외하면 Africa 방식과 매우 유

하는 것을 감지할 경우 메인 윈도우는 부가적

사하다.

인 윈도우와 동일하게 재설정하게 된다. 그래

CTCP는 손실 기반 접근과 지연 기반 접근을

서 2006년 CUBIC는 리눅스 커널 버전 2.6.16부

접목 시킨 것으로 손실 기반 접근인 표준 TCP

터 리눅스용 TCP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현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확장 가능한 지연 기반

재 사용되는 TCP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

구성요소를 추가한 형태로 구현하였다.

하고 있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CUBIC는 손실을 유일한 신호

  min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한 100% 네트워크 자
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네트워크에서 많은 패킷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서, cwnd는 손실 기반, dwnd는 지연 기
반, awnd는 수신기에서 보내온 전송 가능한 윈
도우 크기를 의미한다.

6.3 Compound TCP
Compound TCP는 Africa와 유사한 혼잡 제
어 접근방식으로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지연
기반 추정치(delay-based estimate)를 사용하여
기존의 Reno 혼잡 제어와 높은 대역폭 지연
네트워크에서도 확장 가능하도록 혼잡제어를
결합하였다. CTCP는 고속모드와 저속모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최종 혼잡 창 계산
에 추가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성요소(ωfast)로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성능 평가 모두에서

CTCP는 높은 대역폭 지연 환경에서도 양호한
활용과 내/외부 및 RTT 공정성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CTCP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에
서 기본 TCP를 대체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가
장 많이 구축된 혼잡 제어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서로 경쟁하는 데
이터 전송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다른 최소

RTT 값을 관찰하여 둘 중에서 더 높은 RTT가
더 많은 데이터 흐름을 장악하는 불공평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3]

       
이 구성요소는 Vegas 추정치 △에 작은 수
준의 네트워크 버퍼링(△<α, α는 미리 정의된
상수)이 발생하였을 때, 약간 수정된 HS TCP
규칙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추정치가 임계값
α을 초과하면, 확장 가능한 성분인 ωfast를 추
정치에 비례하는 값으로 완만히 감소시킨다.

       ∙ ∆
여기서, ζ은 사전 정의된 상수이다. CTCP
혼잡 제어는 그림 17과 같이 임계값(△<α)을

그림 17. Compound TCP 흐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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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언
전송

제어

참고문헌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1. A. Alexander, “Host-to-Host Congestion

Control Protocol)은 대부분 인터넷 트래픽을

Control for TCP”IEEE Communications

전달하므로 인터넷의 성능은 TCP가 얼마나 잘

Surveys & Tutorials, VOL. 12, NO.3, Third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

Quarter 2010.

정 버전의 TCP 성능 특징은 TCP가 채택한 흐
름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정의될 수 있고, 제
안된 해결책들은 혼잡 붕괴 현상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문제에 초
점을 맞추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네
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공유 개념
과 고도로 분산되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효과
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단일 TCP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용량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
라,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
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
가에도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TCP Tahoe가 고안된 이후 2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수준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가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호스트 대 호스트 기술이 개
발되어 왔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송신자가 빠
른 패킷 손실과 경로 변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능을 제시한 것도 있고, 손실률, 병목
지점의 버퍼 크기, 흐름 제어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리눅스 커널 버전

2.6.16부터는 CUBIC이 TCP로 자리 잡았고, 마
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에서 혼잡 제어를
위해 Compound TCP로 대체되었다.

2. V. Jacobson, “Congestion Avoidance and
Control”, ACM SIGCOMM, pp. 314-329, 1988.
3. K. Tan, “A Compound TCP Approach for
High-Speed Networks”,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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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lision avoidance analysis during a launch process should be performed to protect the
on-orbiting space objects from the newly launched objects by evaluating their conjunction. If a
conjunction which exceeds safety thresholds is identified, it results in mandatory closures of launch
opportunities, which are launch window cutouts for the corresponding launch time to mitigate the
risk. The COLA (launch collision avoidance) screening criteria and procedures used other launch
agencies and centers are examin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foreign tendency as well as the
Naro case, the COLA requirement of KSLV-II (Korea Satellite Launch Vehicle-II)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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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위험을 평가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근접 회피(COLA)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임
의의 시간에 이륙하여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근접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하는 발사 시간을 발사
윈도우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접 회피 관
련한 해외 사례 및 나로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발사체의 근접 회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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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오고 있다

1. 서 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우주물체가

1960대초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발사하는
시간대에 발사체 또는 위성이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할 확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우주물체
의

많은

부분은

Network에

US

Space

Surveillance

의해 정기적으로 추적되고 분류되

고 있다. 발사체 이륙 후 다른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은 예상 비행 궤적 기반의 근접 회
피 분석을 통해 평가되어진다. 근접 회피 분석
결과 충돌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서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조치를 수행해
야 한다. 발사체의 경우, 예정된 비행궤적을 임
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발사 시간을 변경해
서 위험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발사 윈도
우(launch

window)

시작/종료 시점을 변경하

거나 발사 윈도우에서 위험한 구간을 제외시키
게 된다. 기동 및 항력, 중력 등의 영향으로 인
해 우주물체의 궤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
기 때문에, 발사시마다 모든 우주물체의 최신
궤도 데이터를 토대로 근접 회피 분석을 수행

[1].

2.1 근접 거리 평가 방법
초기의

COLA는

근접 거리 평가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오늘 날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근접 거리 평가 방법은 발사된 물체
의 기준 궤적과 다른 우주물체의 기준 궤적을
기반으로 상대거리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궤적을 따라 비행중인 두 물체 간의 상대 거리
를 계산하고, 최소 거리가 안전 규격보다 작을
경우 발사를 대기시킨다. 발사 윈도우 안의 매
발사 기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인 물체, 운용 중인 위성, 운용이 종료
된 위성, 로켓 몸체 및 잔해 등 우주물체 종류
에 따라 안전 거리 규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근
접 회피를 평가한다.
근접 거리 평가 기법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
한 데이터 입력과 발사 윈도우 스크리닝 실행
속도이다. 기준 발사 궤적과 우주 물체의 궤적
정보만 있으면 된다. 반면에 기준 궤적을 따라
정확히 비행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기 위해
안전 규격을 충분히 큰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근접 회피 사례 및 나

발사 윈도우가 좁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로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형발사체에 대한
자 한다. 먼저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COLA

2절에서는

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근접 회피 분석 방법

3절에서는 NASA의

접 회피 관련 연구 내용을 다루었다.
해외 발사체의

COLA

는 한국형발사체
였다.

6절

4절에서는

규정 및 과정을,

COLA

근

5절에서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

결론에서는 앞 절에서 얻어진 결과와

추후 연구 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였다.
그림 1. 근접 거리 평가 방법 [2]

2. COLA 분석 방법

2.2 충돌 확률 평가 방법
COLA

분석 방법으로는, 근접 거리 평가 방

법(distance

evaluation

방법(probability

method)과

확률 평가

evaluation method)이

주로 사

비행 궤적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충돌 위험
을 분석하는 방안으로는 확률 평가 방법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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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활용되고 있다. 확률 평가 방법은 두 물체

다. 일반적으로 충돌 확률이 큰 경우에 있어서

의 위치 분산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다음 식

근접 거리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근접

과 같이 충돌 확률

거리가 작다고 해서 충돌 확률이 높게 나타나

Pc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는 것은 아니다. 두 물체의 위치 공분산 방향
    










exp            


   

 


여기서 는 관성 좌표계 상의 평균 상대 위

이 서로 겹치지 않아서 유효 충돌 영역이 작은
경우에는 근접 거리는 작더라도 충돌 확률이
결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3]에

근접 거리와 충돌 확률 간의

치를 나타내고, 는 발사체와 우주 물체의 복

상관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제시되

합 공분산 행렬    를 나타낸다. 부피

어

적분은

IV/Centaur

<그림 2>과

같이 두 물체간의 공통된

범위에 대해 계산된다.

있으며,

1997년

10월

15일

발사체를 이용해서

탐사선을 발사한 사례에 대해

Titan

Cassini
COLA

토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3. COLA 관련 NASA의 연구
본 절에서는 참고문헌
로,

NASA에

수행한

[1, 4]의

COLA

내용을 토대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충돌 확률 평가 방법 [2]

3.1 COLA 분석 기준
객체의 크기를 정량화해서 고려한 유효 충돌
영역, 기준 궤적 상의 최소 상대거리, 위치 불

참고문헌

[1]에서는 Monte Carlo

분석을 통

확실성 등 세 가지 매개 변수로부터 충돌 확률

해 발사체가 우주 물체와 충돌할 확률이 극히

이 계산된다. 근접 거리 평가 방법에 비해 더

낮음을 보였다.

많은 입력을 필요로 하며, 계산 과정도 복잡하

대해 전체

다. 특히 발사체 위치 공분산의 정확성은 충돌

결과, 평균 충돌 확률이 약

확률 계산의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였다. 임의의 기간 내에 여러 번 발사하는 경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에는 누적된 충돌 확률이 증가하는데

관련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확률을

사할 경우

얻게 되어 위험 평가에 적합한 계산으로 알려

발사할 경우

져 있다. 심지어 충돌 확률 방법만이 정확한

사시 충돌 위험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다는 사

충돌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을 보여준다.

[1].

공분산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

5개의

216,000번

10 , 50번
-6

대표적인 발사체 궤적에
발사하는 경우를 분석한
-8

4x10

발사할 경우

수준임을 보
6번

발

10 , 460번
-5

이 됨을 보였다. 이 분석은 발

-4

10

아무리 개발이 잘된 발사체 시스템이라도 임
무 실패 확률이

-2

10

수준이다. 발사시 충돌 위

률 계산이 불가능해서 근접 거리 기법을 사용

험을

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오류 등으로 인한 발사 실패 위험 대비 충돌에

충돌 확률과 근접 거리 간에 비례적인 상관관

의한 실패 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무

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

성공 측면에서 볼 때 충돌 위험에 의한 실패

-6

-4

10 ~10

범위로 가정하면, 발사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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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COLA

ISS에서 10

-5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미만의 충돌 확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발사운

[1]에

영에 있어서도 해당 수준 이하의 충돌 위험을

서, 근접 비행을 완화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

감안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이

지 않는 경우와 특정 충돌 확률 기준으로

커서 충돌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

COLA를

면,

림

3의

수행할 경우의 영향성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0

이상의 충돌

-5

-6

10

이하의 확률 수준에 대해서만 스크리

닝을 수행하면 충분할 것이다.

확률 기준으로 발사 윈도우 스크리닝을 수행하
는 경우,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볼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와 기능적으로 동일함을 보였
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 수준
대비 절반 이상의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

수준에서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는 결

-7

6x10

론이 얻어졌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필요하였다. 그러

-7

10

나 스크리닝 기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이 발사 윈도우 가용 범위가 급

격히 좁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발사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한 결
과들은 과거와 달리 무인 우주 물체에 대해서
는

COLA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근

거가 되고 있다.
한편,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tation, ISS)의

를 위해
문헌
다.

ISS의

Space

궤도상 충돌 평가와 충돌 회피

NASA가

[1]에

그림 3. 발사 횟수와 스크리닝 기준에 따른 누적
충돌 확률간의 관계 [4] (No LCOLA와 Pc=1E-5
그래프 일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참고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궤도상 충돌 회피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및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발사시 근
접 회피 분석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궤도
상 충돌 확률이

-5

10

이상으로 나타나면

ISS의

위치 변경을 위한 기동을 수행하여 충돌 위험
을 낮추도록 한다. 충돌 확률이

-5

10

이하일 때

는 회피 기동을 수행하지 않고, 충돌 확률이
10

-5

-4

~ 10

또는

-4

10

이상인 경우에도 기동이

의무적이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기동을

그림 4. 스크리닝 기준이 발사 윈도우에 미치는
영향 [4]

보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볼 때 궤도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ISS의

충

결과적으로, 위험 감소 관점에서 볼 때, 무인

돌 확률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발사시 근접 회

우주 물체에 대한 근접 회피 분석이 반드시 필

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요한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4절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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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최근의 해외

규정들도 이러한 사

COLA

실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있으면,

COLA gap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참고문헌

3.2 COLA 분석 대상 시간

123

[5~8]에 COLA gap

분석 방법 및

사례가 나와 있는데, 위성으로부터 분리된 상
단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AFI

(Goddard

(Air

Space

Ranges)나

Force

Flight

Center)에서

GSFC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정된 발사일과 예비

COLA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

COLA

ISS와

분석을

gap

통해 발사 윈도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성 투입 궤도가

ISS

궤도와 수차례 교

발사일에 대해 약 일주일 전에 시험분석을 수

차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임무 설계 단

행하고, 발사

계에서 목표 궤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48시간

전과

분석을 수행한다. 발사

24시간

4~8시간

전에 예비

전에 최종 분

석을 수행하여 발사 윈도우 스크리닝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성 분리 후

100분까지

4. COLA 관련 주요 국가 규정

의 기간에 대해 이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

분석 대상 기간에 대한 규정은 기관마

COLA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없는 반면,

GSFC

에는 관련 규정

에서는 궤도투입 이후 궤도

AFI

상의 우주물체로 등록되기까지

COLA를

가들의

COLA

규정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수행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4.1 미국의 COLA 관련 규정

발사되어 궤도상 우주물체 목록에 포함되기까
지는
른

1~2일

이상 걸릴 수 있고, 비행시간에 따

발사체 또는 위성의 위치 분산 증가로 인

해 모든 대상 기간에 대해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위성 분리후
결과와 발사후

+ 100분)에

2일

대한

COLA

분석

이상 지난 후까지 감안한

미국의 경우 발사 윈도우에서 제외되는 시간
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발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데, 각 기관별 기
주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1

분석 결과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COLA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 또는 미국 시민에 의한 모든 발사

우주물체로 등록된 이후에는,

ISS에서

해당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분석한 후 충돌 위험이
높게 예측된 경우 충돌 회피 기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ISS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
는 시간이 총
“COLA

56시간으로

ga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른다.

NASA/JSC는

든 미국 발사체에 대해“COLA
ISS를

gap”기간

모

동안

보호하는 추가적인 단계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 공군과
체의 궤적과

IS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COLA 관련 규정 [9]
미국 연방항공국

NASA는

발사된 물

궤적 간에 교차하는 경우가

행위는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Title

Aeronautics

Commercial
Aviation

Space

Section 417은
COLA

Space,

Chapter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에

에

and

III

–

Federal

Department

of

의해 규정된다. 이 중에서

발사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발사체, 분리물, 페이로드가 유인 우주
물체에 대해서만
도록 하고 있다.

200 km

이내로 근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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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07 Flight safety.
(e) Collision avoidance.
(1) A launch operator must ensure that a
launch vehicle, any jettisoned components, and
its payload do not pass closer than 200
kilometers to a manned or mannable orbital
object—
(i) Throughout a sub-orbital launch; or
(ii) For an orbital launch:
(A) During ascent to initial orbital insertion
and through at least one complete orbit;
(B) During each subsequent orbital maneuver
or burn from initial park orbit, or direct
ascent to a higher or interplanetary orbit
or until clear of all manned or mannable
objects, whichever occurs first.

4.1.2

미국 우주군 발사장(Eastern/Western

Range) COLA

미

우주군

관련 규정

발사장은

[10]

미

동부의

Canaveral Airforce Station(CCAFS)와
Vandenberg

Airforce

사 안전 관련해서는

Base(VAFB)에

Cape

미 서부의
있으며 발

AFSPCMAN 91-710 Range

Safety User Requirements Manual Volume 1, 2

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에는 미 우주군
분석

Handbook

COLA

내용 및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4.1.3 NASA GSFC/Wallops Flight Facility
COLA 관련 규정 [12]
NASA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Wallops Flight Facility에서

있어서,

COLA

GSFC

발사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

되어 있다. 유인 우주 물체에 대해서 충돌 확
률

10

-6

이내 또는 근접 거리가

200 k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3.1.4 Collision Avoidance (COLA)
4.3.1.4.1 Prior to launch and entry operations,
the
vehicle,
including
any
jettisoned
component, or payload shall mee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with regard to all orbital
manned spacecraft:
Option 1 - The probability of impact, Pi,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 1x10-6
Option 2 - The ellipsoidal miss distance shall
be greater than or equal to (≥)
200 kilometers in track and 50
kilometers cross track or radially
Option 3 - The spherical miss distance shall
be greater than or equal to (≥)
200 kilometers

미국 연방항공국과 같이 유인 우주 물체에 대해
COLA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체 매뉴얼 상에 기술된
의하면
COLA

[11],

발사

7일전,

COLA
3일전,

Atlas V

발

관련 규정에
6시간

전에

분석을 수행하고 발사 당일에 마지막 분

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3.5. Range Safety Offices. Responsibilities.
2.3.5.9. Determining collision avoidance (COLA)
launch hold requirements for mannable orbiting
objects and providing the COLA requirements
letter documenting mission specific criteria. AFI
91-202 provide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minimizing risk of collision with other objects
and for on-orbit collision avoidance; however,
neither of these issu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ranges. At present, the Safety Office is
only interested in COLAs to mannable/manned
vehicles such a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the Space Transportation System from
launch to orbital insertion.

4.2 일본의 COLA 관련 규정

4.2.1

일본의

참고문헌
수행한

COLA

규정 및 절차

[2]에서는 COLA를

JAXA에서

거의

20년

동안

기준을 변경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석 방법을 개선한 내용에 대
해서 다루고 있다.

JAXA는

오랜 기간의

COLA

운영을 통해 유인 우주선에 대해 충분한 안전
성을 보장하면서도 발사 윈도우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독자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
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JAXA가

처음으로

COLA를

운용할 당시의

분석 대상 시간은 발사 이륙부터 위성 궤도
주기까지였다.

ISS가

1

현재의 운용 고도보다 낮

은 고도에서 운용되었고 우주 왕복선이

ISS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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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고 가던 상황이었다. 발사체가 이륙하여

근접 거리 평가 방법만 적용했을때 발사 가

운용 궤도만 통과하면 지구 천이 궤도

능한 윈도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ISS

(Geo-transfer Orbit, GTO)

투입 임무를 제외하

고려하기 위해

JAXA에서는

고는 충돌 위험이 거의 없었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하였다.

의 궤도는 발사 후 수 시간 이내에

로켓 뿐만 아니라

(Combined

Space

Operations

목록화 되었으며 해당 정보를

CSpOC

Center)에

H-IIA와

확률 평가 방법도

같은 대형 액체 추진체

Epsilon과

같은 작은 고체

의해

추진제 로켓도 발사해야 했는데, 연소시간 조

Space-Track에서

절이 불가능한 고체 추진제 로켓의 특성상, 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서 초기의

기준

체 로켓의 궤도오차가 액체 로켓에 비해 커질

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충돌 위험도 증가하여

문제가 없었다.

발사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COLA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주 파편과

JAXA는

안전 규제에 대한 오랜 논의와 비교를

같은 충돌 물체가 탐지되었을때, 유인 우주선

거친 후, 충돌 확률 기준을

이 자체적인 충돌 회피 기동을 계획하고 실행

다. 이와 같이 변경된 일본의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할

고문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평가 기간을

48시간으로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고, 추후에 평가 기간을

[13]에

으로 설정하였

-6

10

COLA

규정은 참

요약되어 있다.

JAXA의 COLA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근접 거리 평가 방법으로 발사

60시간으로

윈도우를 스크리닝하고, 발사 윈도우가 충분히

분석 대상 시간을 길

확보되지 않으면 확률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게 적용함에 따라 그만큼 충돌 위험이 증가하

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 유인 우주선의 안전을

였고 발사 윈도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

도모하면서도 발사 기회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

아졌다.

하고자 하였다.

다시 변경하였다.

초기에는,

COLA

COLA

(safety volume)을

분석을 위한 안전 영역

반경이

200 km인

구 형상으

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운용 고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돌 확률이 높게 나타나 발사가 불
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
기 위해

COLA

분석용 안전영역을 다음과 같

이 수정하였다.


     

< 200 km and



< 50 km

그림 6. JAXA의 COLA 분석 절차 [2]
JAXA는

거의

20년

동안

COLA를

수행하고

개선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1)

COLA

분석을 위해서는 발사체와 유인

우주선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
그림 5. JAXA COLA 분석용 안전영역 정의[2]

다.

ISS

궤적 및 운영계획은

NASA

사이트 등

에서 쉽게 입수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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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우주선의 궤적과 운용 계획은 미리 공개되

표 2. ISS와의 근접 회피를 위해 변경된 일본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발사후 지상추

발사체 발사 시각 변경 사례 (JST)

적을 통해 얻어진

TLE (Two-Line Element)

데

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분석 정확도가

발사체

발사일

계획된
발사 시각

변경된
발사 시각

높지 않을 수도 있다.

H-IIA F9

2006. 2. 18

3:26~4:44 pm

3:27 pm

근접 거리 평가 방법과 확률 평가 방법

M-V-7

2006 9. 23

6:00~7:00 am

6:36 am

은 모두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확

M-V-8

2006. 2. 21

6:00~7:00 am

6:28 am

률 평가 방법은 특히 계산을 많이 요구하며,

H-IIA F23

2014. 2. 28

3:07~5:07 am

3:37 am

(2)

COLA를

위한 효율적인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4.2.2

일본의

2017년

대한

COLA

12월

COLA

4.3 프랑스의 COLA 관련 규정

4.3.1

적용 사례

23일에

발사된

분석 결과가

No.37에

H-IIA

<표 1>과

같다. 궤도

프랑스의

French

COLA

Space

규정에 의하면,

규정 및 절차

Operations
2010년

Act(FSOA)

12월부터

기술

Kourou에서

에 두 개의 위성을 투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발사하는 모든 발사에 있어서, 모든 유인 물체

두 번째 위성이 분리된 후,

에 대한 충돌 확률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

도가 약
었다.

근지점 고도가

643 km,

ISS

H-IIA의

운용고도(약

고도 간의 차이가

원지점 고

450 km로

420 km)와 H-II

되

근지점

고 있다

(Article

22,

de collisions”[16]).

“Prévention

des

risques

본 규정의 주요 목적은 최

이내여서 근접 회피

근에 궤도에 투입되어 아직 우주물체로 등록되

평가 방법으로는 높은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

지 않은 임의의 파편이나 물체로부터 궤도상의

로 나타났다. 발사 윈도우의 약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0 km

92%가

영향을

받게 되어 확률 평가 방법을 추가로 적용하였
다. 이 경우
에

“NoGO”는 0%

발사체의

가 되었다.

<표 4>

분석 결과도 함께

CNES(Centre

에서는

COLA

National

D’Etudes

계산을 위해

ARCL

Spatiales)
(Collision

Risk Analysis at Launch)을

개발하였다. 이 툴

나타나 있는데, 근접 회피 평가 방법만 적용하

은

발사되는 모든 경

였을때 발사 가능한 윈도우가

충돌 확

우에 적용되었으며 운용자에게 충돌을 막기 위

률 평가 방법을 적용했을때 발사 가능한 윈도

해 피해야 하는 발사 윈도우 기간을 알려주도

우가

록 하였다.

Epsilon

16개로

COLA

0개이고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2010년부터 Kourou에서

ARCL의

표 1. 일본 발사체 COLA 적용 사례 [2, 14]
발사윈도우
샘플수

발사체

발사 중단 샘플수

H-IIA F37

265

근접회피
평가방법
245

Epsilon F4

21

21

충돌확률
평가방법
0
5

입력데이터는 물체의 궤적과 분산,

중량 및 크기, 발사 윈도우 기준값 등이고, 출
력데이터는 충돌 위험이 있는 발사 시간대이
다.
-

ARCL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력 및 대기 항력 등을 고려하여 발사체의
궤적을 적분한다. 물체의 크기는 충돌 확률
뿐만 아니라 항력 계산시에도 사용된다.

<표

서,

2>는

COLA

JAXA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

대 거리를 계산한다.

분석을 통해 일본 발사체의 발사 시

각이 변경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15].

모든 비행(추진 및 탄도 단계) 구간 동안 상

-

근접 거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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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순간들에 대한 충돌 확률을 평가한다.

주물체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마지막 결

-

충돌 확률을 기준치와 비교해서 충돌 위험이

과는

있는 발사 시간대를 제시한다.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마지막 분석은

Kourou

발사기지 책임자가 이륙을 결정

발사 당일 뿐만 아니라 발사 연기에 대비해서
발사 이후부터

3일까지가

분석 대상 비행시

간이다. 궤도에 투입되는 모든 물체를 고려해
야 한다. 발사 이후

1개의

물체가 여러 개의

그 다음날에 대한
COLA

COLA

분석도 포함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사기지 책임자

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발사 윈도우를 최종적

물체로 나뉠 수도 있다.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으로 결정한다.

분리된 후에는 위성과 발사체 상단이 궤도상에

이후,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 발사

남아 있게 되고, 분리된 위성이 두 개 이상 있

시점을 발사 윈도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을 수도 있다.

최종 카운트다운 절차가 수정되었다.

COLA

규정이 명시된

2010년

충돌 위험 분석은 발사된 물체들이 더 이상
기동하지 않고 단지 탄도 비행으로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수행된다. 인공위성 운용자가 궤도 투
입 후 3일 내에 궤도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RCL

계산으로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고 위성

자체적으로 충돌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사전 분석은

COLA

4.3.2

COLA

프랑스의

2010년

12월

10일

적용 사례
FSOA가

2014년 9월 11일 Ariane 5의 VA218
Kourou에서 33번의

비행까지

발사가 있었다. 총

행에 대한 발사 윈도우는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

발효된 이후,

29시간

33회

비

55분이었는

데, 이 중 발사를 피해야 하는 시간은 총

261

기 위해 수행된다. 유인 물체가 운용 중인 궤

초였다.

도와 만나지 않는 궤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석된

충돌 안전성이 쉽게 확인되기도 한다. 예를 들

사 시각이 변경된 경우는

어

인데, 발사를 피해야 하는 시간이 발사 윈도우

ISS

운용궤도에 비해 낮은 고도로

(Automated

Transfer

Vehicle)이

ATV

비행하는 경

<표 3>은

5가지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실제로 발
Ariane

5의

VA214

의 시작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발사 시각을

1

우에는 복잡한 계산 없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분 지연시키기로 결정한 사례이다. 다른 경우

내릴 수가 있다.

임무

는 발사 윈도우 중간 시간대에서 충돌 위험이

수행을 위해 소유즈 발사체가 북극 근처를 통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해진 발사 윈도우의 시

과하여 지구를 탈출하는 경우에도,

작 시각 부근에서 이륙이 이루어졌다.

도 위도

51.6도

IOV(In-Orbit Validation)

ISS (운용궤

이하) 궤도와는 만나지 않으므

로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CNES의

첫 번째

COLA

표 3. 프랑스 발사체 COLA 적용 사례 [18]

계산은 모든 시스템

이 드레스 리허설 중인 발사

2~7일

전에 수행

된다. 이후, 매일 우주 물체의 궤적을 최신 정

전체 발사 윈도우
지속 시간

VA201

01:15:00

VA209

00:47:00

33

VA211

01:19:00

36

VA214

01:18:00

32

VA215

00:50:00

84

보를 업데이트해서 계산을 수행한다. 이 과정
에서

ISS의

예기치 않은 기동이 일어났다면, 발

사체의 비행궤적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

ISS

기동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되어 실행될 수가
있어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

COLA

계산은 이륙 수 시간 전의 우

발사 윈도우
닫히는 시간
(sec)

발사 ID.

3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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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로 천리안

Ariane 5

에도

발사할 때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드레스 리허

COLA

설 중에

2A를

2번의

발사 윈도우를 피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각각
었으며 최종
수행되었다.

COLA

1분22초, 1분이

분석은 발사

2018년 12월 4일의

7시간

전에

발사 윈도우는

20:37 ~ 21:53 (UTC)로 1시간 16분이었으며

사는

20:37에

발

이루어졌다.

지구 관측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해외발사체들의 발사 윈도우를 살펴보면,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20],

10분

한국형발

사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
로 해외발사체들과 유사하게 발사 윈도우가

10

분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 관측 시간대 요구조건에 의해 발사 윈도
우가 좁게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좁은 발사 윈도우를 고려할때 해외발사체의
COLA

5. 한국형발사체 COLA 기준

사례처럼 유인 물체에 대해서만

이 경우, 한국형발사체
<표 4>는

의

COLA

앞에서 기술한 미국, 일본, 프랑스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5>는

나

적용할
다.

COLA

COLA

궤도

센터에서 이륙한 후

[19],

유인 우주선과 무인 우주 물체 모두 고려

하였다.

및

2차

비행시험에

<표

6>와

같

분석 대상 시간으로는 이륙 후 위성

경우 발사 윈도우가 약

정도이었으며

1차

기준을 제시하면

로호에 적용되었던 기준을 나타낸다. 나로호의
2시간

COLA

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주기

시점까지로 설정하였다. 나로우주
700 km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ISS

운용 고도인

410 km

근방을 지나

는 동안에 충돌 위험이 없도록 발사 윈도우를
표 4. 해외 발사체 COLA 기준 비교

COLA 대상 시간

3차

비행시

험부터는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등

유인 우주선
분류

설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소 근접 거리
또는 충돌 확률

미국

발사체 이륙 ~
최대 200 km(2),
(1)
위성 궤도 1주기 시점
Pc≤ 10-6

일본

발사체 이륙 후 60시간

최대 200 km(2),
Pc≤ 10-6

프랑스 위성 분리 후 3일까지

실용위성을

COLA gap 분석 필요시 수행
좌표축 방향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할 수 있음

(2)

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때에도 위성 투입
고도가

ISS

운용 고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발

사시에만 충돌 안전성이 확보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한국형발사체 COLA 기준 제시(안)

-

(1)

500~550

분류

COLA 대상 시간

유인

발사체 이륙 ~

최소 근접 거리

우주선 위성 궤도 1주기 시점

200 km

표 5. 나로호 COLA 기준 [20]
분류

COLA 대상 시간

최소
근접 거리

발사체 이륙 ~
유인 우주선
위성 궤도 1주기 시점

200 km

무인 우주
발사체 이륙 ~
물체
발사체 임무 종료 시점

25 km

COLA

분석 수행 시기와 관련해서, 해외발사

체 사례 및 나로호 사례를 정리하면

<표 10>

과 같다. 나로호 경우에는 발사

전,

간 전,
8시간

8시간

전에

COLA

1주일

24시

분석을 수행하였고,

전의 결과를 토대로 발사 시간을 최종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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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 7. 해외 발사체 및 나로호 COLA 수행 시기
분류
미국

프랑스

COLA

129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주쓰레기 경감

수행 시기

조치의 일환으로 임무 완료 후 상단의 고도를

1차
분석: 발사 1주일전
중간 분석: 발사 48, 24시간전
마지막 분석: 발사 6~8시간전

낮추거나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등의 기동이
추가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분석: 발사 1주일전
마지막 분석: 발사 7시간 전

기간을 확장하도록

COLA

COLA

분석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임

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성 투입 고도 또는 재

분석: 발사 1주일전
나로호, 1차
(1)
한국형 중간 분석: 발사 24시간전
(2)
발사체 마지막 분석: 발사 8시간전

진입 고도를 설정하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필요시

COLA gap

분석 및 충돌 확률

분석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발사체에서도 발사일과 예비일이 결정
되면 나로호 때와 동일한 간격으로

COLA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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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발사임무 수행을 위한 GPS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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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Technology Trends for Reliable Launch Missions
Nam, Chang-ju*, Moon, Byoung-jin*, Han, Yoo-soo*, Choi, Yong-tae*

ABSTRACT

The major systems related to the mission of launching in space center require accurate time
information to perform functions at a given time and process and analyze interlocked data
between equipment. In order to provide such time information, the Naro Space Center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TSDN(Time Synchronization and Display Network). The standard time
signal generator, which is a main element of TSDN, performs the function of generating and
distributing accurate time information by receiv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signals. It has
a vulnerability that may generate incorrect time information due to the time information rollover
phenomenon of GPS signals or GPS interference. In this paper, we search trends in the issues and
describe countermeasures.
초 록
우주센터의 발사임무와 관련된 주요 시스템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른 기능 수행과 장비 간의
연동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등을 위해 정확한 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표준시각분배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준시각분배망 중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여 정
확한 시간 정보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GPS 신호의 시간 정보 롤오버 현상이
나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해 잘못된 시간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이슈들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에서 핵심 장비인 표준시각 신호발생장치는

Key Words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Rollover, GPS Interference(GPS

전파 교란), Time
Synchronization and Display Network(표준시각분배망), Signal Generator(신호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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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 발사임무를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이루는 각 요소가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바탕
으로 필요한 순간에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체 임무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경성 실시간 시스템이다. 나로우
주센터는 표준시각분배망을 구축하여 표준시각
및 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고, 우주센터의 각 시

그림 1. GPS 신호 생성 구조

스템에 분배함으로써 안정적인 발사임무를 지
원하고 있다. 표준시각분배망에서 표준시각을
생성하는 신호발생장치는 참조 클럭으로

GPS

신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GPS 위성으로부터
L1 C/A 신호를 받아 시간을 동기화하고, 나로
우주센터의 각 시스템에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신호, CT(Countdown Time) 신
호 및 주파수 신호(10㎒, 1PPS)를 분배한다[1].
이처럼 표준시각분배망은 우주센터의 발사임무
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외부 요인에 의해

GPS 신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PS 정보의 오염은 신호발생장치가 생성
하는 시간 정보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는 추
적 데이터 시각 오차와 발사체 궤적 계산 오류
로 이어져 발사임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GPS 신호를 오염시킬 수 있
는 문제로 과거 GPS 프로토콜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장비들의 롤오버 이슈와, 전파신호가
본 논문에서는

Satellite System)에 속하며 6개의 궤도에서 24
개 이상의 위성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다. 그중

3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부터 GPS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
정하는데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는 그림

1과 같

이 원자발진기(세슘, 루비듐)의 기본 주파수

10.23MHz의 154배 및 120배에 달하는 반송파
L1(1575.42MHz) 주파수와 L2(1227.6MHz) 주파
수로 송신된다. 두 주파수는 민간용도인 표준
측위서비스(Standard Positioning Service)에서
사용하고 있는 C/A 코드(Coarse/Acquisition
code) 또는 군사 용도인 정밀측위서비스
(Precise Positioning Service)에서 사용하고 있
는 P 코드(Precision code)와 함께 송신된다. 이
신호에 시간 정보와 위성의 위치 정보가 포함
되어 있고 수신기 수신 신호 시간과 차이를 계
산하여 거리를 구한다. 위성 신호의 속도와

3

개 위성 각각의 위치에 대한 거리를 삼변측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파 교란

을 통해 계산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에 대한 기존 사례 및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일반적으로는

나로우주센터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관하여 기

를 결정한다. 위치 정확도의 경우 표준측위서

술한다.

2. GPS 이슈
GPS는 위치 및 시간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
해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다.

GPS는 전 지
구 위성항법시스템인 GNSS(Global Navigation

4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해 위치

9~17m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가지고
정밀측위서비스는 5~15m 이내의 위치 정확도
를 가진다[2].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신호를 받아 사
비스는

용하므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차량용 내비게이
션, 스마트폰 등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군대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중
이다. 하지만

1,024주마다 시간 정보가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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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롤오버 이슈와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하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2.1 GPS 롤오버

GPS는 2진법 숫자 10자리를 기준으로 10bit
신호로 매주 시간을 표시한다. 따라서 산술적으
로 0에서 1023까지 표시 가능하며 1,024주(약
19.7년)가 지나면 다시 1주로 초기화되는 롤오
버 문제가 있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1980년
1월 6일을 첫 주의 기준으로 시간이 시작되었
으며 1999년 8월 첫 번째 롤오버가 발생하였으
나 당시에는 GPS 적용 장비가 많지 않아 피해
사례가 적었다. 이후 2019년 4월 6일 두 번째
롤오버가 발생하였으며 GPS 수신기의 종류나
상태, 프로그램 등에 따라 피해 사례가 상이하
게 발생하였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시스

그림 2. L1 C/A 신호

그림 3. CNAV-2

템을 초기화하는 대응 방안이 대표적이며 스마
트폰의 경우 일부 기종은 온라인 업데이트

(OTA)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10bit GPS 메시지 L1 C/A에서
그림 3~5와 같이 CNAV(Civil Navigation)-2,
L2-CNAV,
L5-CNAV,
MNAV(Military
message)처럼 변경된 GPS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2진법 숫자 13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어
롤오버 기간은 2의 세제곱인 8배로 늘어나 약
157년마다 초기화된다. 변경된 GPS 메시지는
현재 GPS 위성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 장
비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해당 신호를 수

그림 4. L2-CNAV

그림 5. L5-CNAV

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

점검하여 일부 장비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

는 방식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3].

인하였다. 일본의 중성미자 검출기 연구진은

를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한 오류 확인 및 대응

GPS 장비를 점검해 입자 빔과 원거리 탐지기의
동기화 정상 여부를 확인하였다[4]. 국내 공공기

책이 필요하다. 독일 지진 연구소는 운용 중인

관들은 공문을 통해 보유 장비의 점검을 진행하

지진계 일부에 대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

였으며 일상에서는 일부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고 전체 점검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지구과학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GPS 롤오버는 사전에 예측되는 이슈로 GPS

연구 대학

UNAVCO는 지구 형태와 지표면 움

직임을 지속 측정 중인 장비들의 손상 여부를

과거

GPS 프로토콜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롤오버 이슈에 대해 장비 개발 회사들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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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
스위스

U-blox 사는 그림 7과 같은 GPS 수신

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롤오버 영향을 약

20년 지연시켰다[6]. 독일의 Meinberg 사에서
개발한 그림 8의 GPS 수신기는 16bit 주 단위
번호를 사용하여 매 주말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앞선 두 번의 롤오버에서 첫 번째 롤오버에서

1023 다음 0이 아닌 1024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 롤오버에서는 2047 다음 2048로 증가하여
롤오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7].
는

그림 6. Trimble 사의 GPS 수신기
MB-Two

2.2 GPS 전파 교란

GPS 신호는 상공 2만km의 위성에서 25W
(와트)의 세기로 송신되는데 지상으로 도달하는
동안 신호전력 감소 및 감쇄 영향으로 신호세
기가 –160dBW로 미약해진다. 그림

9와 같이

신호 전파 과정에서 다른 신호 발생원으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는다면 실제 수신 신호 감도
는 더욱 낮아진다.
그림 7. U-blox 사의 GPS 수신기
M8Q

GPS 신호 교란은 자연적 전파 교란과 의도
적 전파 교란으로 나뉜다. 자연적 전파 교란은
태양 플레어나 지자기 폭풍 등의 영향을 받아

GPS 신호의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의도적
전파 교란은 잡음 기법과 기만 기법으로 나뉜
다 . 잡음 기법은 위성 신호보다

40dB 이상 강

그림 8. Meinberg 사의 GPS 수신기
180SV

한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미국
림

Trimble 사는 그

6과 같은 GPS 수신기들의 롤오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펌웨어와 관련 문서를

그림 9. GPS 교란 신호 세기에 따른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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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신호의 수신을 방해
하는 기법으로. 일명 재밍(Jamming)으로 불리
한 신호를 방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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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GPS 전파 교란 발생 사례
구분

발신지

교란 횟수

교란 영향
기지국 181국,

1차

개성

196회

항공기 14대,

며 교란 장치 제작이 용이하고 고출력 잡음 신
호를 방사하기만 하는 방법이다. 기만 기법은
미코닝(Meaconing)

기법과

스푸핑(Spoofing)

기법으로 나뉜다. 미코닝 기법은

GPS 신호를

2차

일정 시간 지연 시켜 위치 정보의 혼란을 주는
방법으로 재밍과 마찬가지로 장비의 제작이 용

3차

이하고 신호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방
법이다. 스푸핑은

GPS 신호를 수신 이전에 가

개성

261회

4차

금강산,
해주

를 수신기가 수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파

항공기 105대,
선박 10척
기지국 109국,

1,379회

항공기 1,016대,
선박 254척
기지국 1,794국,

개성,

로채서 정보를 조작해 재방출하여 잘못된 정보
교란 사실을 숨길 수 있지만, 암호화된 신호에

개성,
금강산

선박 1척
기지국 145국,

5,352회

항공기 1,007대,
선박 715척

대해서는 공격이 어렵다[2].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80dBm~-60dBm 수준의

2.2.1

월

세기로 발생하였다. 네 번째 교란은

전파 교란 사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군은 미군의
무기 중 유도탄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의 정밀도를 낮추기 위해 GPS 전파
교란기를 사용하였다.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2016년 3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천, 경기, 강원 지
역에 –79dBm~-67dBm 세기로 발생하였다[2].

2.2.2

대응기술 동향

GPS 전파 교란 대응기술은 안테나 기반 대

에서는 미 해군 함정이 통신 두절 상황을 가정

응기술과 수신기 기반 대응기술로 구분할 수

15km 이내의 GPS 신호가
차단되어 인근 지역의 공항, 항구 등의 시스템
이 마비되었다. 2010년 미국 뉴저지주 Newark
공항에서는 GBAS(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기반의 착륙유도장비의 오류가 발생했

있다. 안테나 기반의 대응기술에는 빔 성형 기

한 훈련 도중 반경

법과 방사 패턴 제어 안테나 기술이 있다. 빔
성형 기법은 수신기 안테나의 빔을

GPS 위성

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기술로 빔 폭이 좁고 지
향성이 좋은 빔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

는데 원인은 인근 고속도로의 트럭 운전기사들

효율 안테나가 필요하다. 방사 패턴 제어 안테

GPS 전

나 기법은 교란 방향에 대해 널(Null)을 형성하

파 위협 장치로 확인되었다. 국내 전파 교란

여 교란 신호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안테나 수

1과 같이 총 4회 발생했으며 대규모
군사훈련 시기에 주로 발생하였다. 첫 번째 교
란은 201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파주, 김

보다

이 이동 경로 감시를 피하고자 사용한
사례는 표

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

70dBm~-60dBm의 세기로 발생하였다. 두 번째
교란은 2011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서북부와 거진, 속초 등 강원도 동북부 해상에
서 –80dBm~-60dBm 세기로 발생하였다. 세 번
째 교란은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가 적은 교란 신호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 수신기 기반의 대응 기술은 관성항법 기
술을 결합하는 방법,

GPS 이외의 위성항법시스

템으로의 절체, 전파 교란이 없는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의 전환,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한 교
란 제거 기술 등이 있다. 관성항법 기술을 결
합하는 방법,

GPS 이외의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의 절체, 전파 교란이 없는 다른 주파수 대역
으로의 전환 방법은 교란 자체를 제어하진 못
하지만 개발 비용이 비교적 낮고, 디지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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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은 교란 신호를 경감시키지만 개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2].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기관들은
다양한 전파 교란 대응 방식을 갖추고 있다. 미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GPS 신호 변조 단계
국항공우주국

이전에서 인코딩 규칙을 변경하여 교란을 점검
하는 방법, 교란 신호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차
지하여 교란을 줄이는 확산 스펙트럼 기술, 안
테나에 널을 넣는 방사 패턴 제어 안테나 기법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구현하였다[8]. 또한

GPS 신호에 대한 위기관리체계를 수립
하여 국토안보부, 연방항공국, 국립해양대기청
등이 공동으로 그림 10과 같이 보안감시 프로
그램 IDM(Interference Detection & Mitigation)을
운용 중이다. 특히 국립해양대기청은 미국 내에
CORS(Continuously Operating Reference Station)
기지국을 운영하며 GPS 신호의 캐리어 및 코
드 위상 정보를 측정하고 GPS 네트워크를 통
미국은

그림 10. IDM 구성도

해 국가측지국에 전송하여 전파 교란을 감시한
다[9].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인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는 확산 스펙트
럼 변조를 통해 재밍을 방지하는 다중 모드의
통합된 트랜스폰더 장비(Multimode

integrated
Transponder)를 개발하였다[10]. 프랑스 국립 우
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의 군사용 위성은 ADS(Airbus Defence &
Space) 및 TAS(Thales Alenia Space) 사에서 구
축한 전파 교란 방지 기능을 사용한다[11]. 영
국 정부는 시각 및 항법을 위하여 GNSS 신호
의 가용성, 정확성, 신뢰성 및 무결성을 제공하
는 시스템인 GAARDIAN(GNSS Availability,
Accuracy, Reliability and Integrity Assessment
for Timing and Navig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GAARDIAN은 GPS에서 수신된 신호
를 감시하기 위하여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11
과 같다. 유럽 우주국 ESA(European Space
Agency)는 GPS 교란 진원을 감시, 추적하고 교
센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도는 그림

그림 11. GAARDIAN 구성도

SENTINEL(GNSS
SErvices Needing Trust In Navigation,
Electronics, Location & timing)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현재 온라인 웹으로도 서비스되는
SENTINEL은 QuickThresh라는 다중 경로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는데 각 위성의 SNR(신호
대 잡음비)를 설정하여 작동한다. 또한 고속 푸
리에 변환 기술(Fast Fourier Transform)을 접
목하여 사용자 정의 기간 동안 GPS L1 주파수
란을

완화할

수

있는

를 확인하고 임계값을 초과하면 교란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Chronos 기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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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12와 13은 임의의 같은 전파 교
란을 QuickThresh 알고리즘과 FFT 알고리즘
각각으로 감시하여 분석한 결과 그래프이다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하여
성능을 분석한 바 있는 전파 교란 극복장치는

GLONASS 시스템의 항법신
호 중에서 L1 신호(중심주파수 1602.0MHz)를
이용하여 GPS L1 신호에 대한 신호 교란을 회
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4는 ETRI의
GPS 전파 교란 극복장치 구성도로 GPS와
GLONASS항법 신호를 모두 수신처리 할 수
있는 GPS/GLONASS L1 수신 모듈의 출력 정
보를 활용한다[13].
다양한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대응하는 방
법은 장비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그림 15와 같
이 미국 Orolia SA 사의 SecureSync 제품군은
이종항법시스템인

그림 13. FFT 알고리즘 전파 교란 측정 시험 결과

전파 교란 방어 알고리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14]. 그림

16과 같이 캐나다 NovAtel 사

GAJT 제품군은 널 형성 시스템을 적용하여
40dB 세기의 교란 억제 성능을 발휘한다[15].
그림 17과 같이 영국 Raytheon 사의
Landshield 시스템은 STAP(Digital Space Time
Adaptive Processing)을 통해 고전력 교란에
대하여 방어하고 ADAP(Advanced Digital
Antenna Production) 솔루션을 적용하여 항공
의

그림 14. ETRI 전파교란 극복장치 구성도

및 해상 등의 복잡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16].
그림 15. Oralia SA 사의 SecureSync

그림 12. QuickThresh 알고리즘 전파 교란 측정
시험 결과

그림 16. NovAtel 사의 GAJT GPS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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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상편차, 신호 강도 등의
값을 감시하여 더욱 신속하게 비정상적인 GPS
신호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다[17].
프로그램에서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S 롤오버 대응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전파 교란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7. Raytheon 사의 GAS-1 GPS 안테나

나로우주센터에서 안정적인 발사임무를 위하여
운용 중인 신호발생장치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3. 나로우주센터 대응 방안

탐색하였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대체 예정 장비
는

나로우주센터 표준시각분배망에서 현재 운용

2036년까지 롤오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
2036년 이후 운용을 위한 대체 가능

하였으며

중인 신호발생장치들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임

한 장비 확인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무에 참여할 장비들로 안정적인 발사임무를 위

한다. 또한,

GPS 전파 교란 방법은 계속 변형

GPS 이슈에 대한 대응 방

되고 발전하므로 이를 지속해서 감시하여 공격

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롤오버 대상 장비에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되는 장비 설치 또

대한 대체 장비를 확인하여 시기에 따른 단계

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방어를 지속해서 강

적 교체 예정이며 개선된

GPS 프로토콜을 적
용한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그림 18과 같이 GPS 안테나와 신호발생

화해야 할 것이다.

장치 사이에 전파 교란 방어 장비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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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면 무인 로버의 전개 방법 연구
김진원*, 류동영**2)
1)

Unmanned Lunar Rover Deploying Method Study
Jinwon Kim*, Dongyoung Rew**

ABSTRACT

The efforts of leading space-exploration countries for lunar exploration have been continued
since the 1960s. Considering the extreme conditions of the lunar exploration,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operations of unmanned rovers are very important. Efforts to mount and
deploy a rover on the lunar surface have been successfully performed in three countries such
as USSR, US, and China. In this study, three lunar rover deployment methods (1) side
unloading, (2) roof-top unloading, and (3) cargo elevation method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case studies of previous successful rover deploying lunar missions.
초록
월면 탐사를 위한 해외 우주 선진국들의 노력은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월면

탐사시 우주의 극한 상황을 고려하면 무인 탐사 로버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용은 매우 중요하
다. 그간 로버를 달 탐사선에 탑재하고 전개하는 작업은 미국, 소련, 중국 등

3개국에서 성공적

으로 실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향후 달탐사 로버를 성공적으로 월면에 내려놓기 위한 세 가

(1) 측면 탑재 방식 (2) Roof-top 탑재 방식 (3) 승강 방식을 해외의 성공적인 로버 전
개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지의 방식

Key Words : Rover(로버), Rover Deployment(로버의
Configuration(착륙선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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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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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달탐사용 무인 로버

소련은 1970년대 초반 달착륙선 Luna 17호와 21
성공적인 월면 탐사를 위해서는 무인 로버가 직
접 이동하면서 주변부를 탐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동 방법은 바퀴가 사용된다. 현재까지 소련과 중

호에 무인 달탐사 로버인

Lunokhod 1호와 2호를

각각 Proton 로켓에 실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
켜 달탐사를 수행하였다. 2단으로 접혀진 사다리

국이 달에 무인 로버를 보내어 성공적으로 운영을

가 펼쳐져 월면에 닿아 연결되면 로버가 사다리 윗

하였고 이후 인도, 미국, 일본 등이 기술 개발을 수

면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다[그림 1, 2].

행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기반
연구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달 착륙선에 로버를
탑재하고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하
여는 최적의 장착 위치와 장착 방법 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달탐사를 위한 로버의 탑재 및 전개
방식에 대한 종합 분석이며, 해외의 달착륙선과 로
버의 사양을 조사하고 비교를 통하여 달착륙선 개
발 시 착륙선 로버의 탑재, 전개 방식의 선정 및 설
계 등에 참고가 될 것이다.

2. 로버의 전개 및 탑재 방식

그림 1. Rover Lunokhod 2 Deployment Method
from Lunar Lander Luna 21 - [3]

월면에 무인 로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국가가

2개국이며 체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
개되지 않았다. 국내에는 로버 전개장치의 전개방
식에 대한 실제 개발 사례가 없어서 체계 개발 착
수 전에 사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로버 탑재 및 전개탑재 방
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한국형 무인 달탐사
로버의 탑재 및 전개를 위한 기초 분석 및 참고자
료로 활용이 되도록 분석하였다.

2.1 루프탑(Roof-Top) 탑재 방식
월면 탐사는 역사상 소련과 중국이 각각 2건씩
총 4건의 무인 로버를 보내어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모두 공통적으로 로버를 장착하기
위하여 루프탑 탑재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2. Rover Lunokhod 2 Mounting Method on the
Lunar Lander Luna 21 - [4]

탑재된 로버의 크기가 착륙선 보다 크기가 상당
히 커서 착륙선 안에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므로, 불가피하게 착륙선 상단에 로버를 장착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착륙 후 접혀져 있던 전개용 사
다리가 2중으로 펼쳐져서 경사로를 만들면 로버가
따라서 내려오는 방식이다. 사다리는 양쪽으로 이
중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는 월면에 존재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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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피하여 최적의 방향을 선택하여 내려오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2.1.2

중국의 달탐사용 무인 로버

중국국가항천국(CN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은 2013년 달착륙선 창어(嫦娥) 3
호에 로버인 옥토끼(玉兔, Yutu)를 탑재하고 성공
적으로 월면 탐사를 수행하였으며[그림 3], 2019년
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켜
운용하고 있다.

2.2 측면 (Side Wall) 탑재 방식
인도의 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가 계획하는 달착륙선 로버는 그림 5와 같으며 2019
년 발사 후 달 착륙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적인 착륙
에 실패한 바가 있다.
인도 달착륙선의 주구조물은 중앙 실린더와 측면
패널로 구성되어 통상의 위성체 구조물의 형태를 갖
추고 있다.

그림 3. 창어 3 와 유투 로버 (출처: CNSA)

착륙선 창어 3호 및 4호의 2단 사다리는 길이가
매우 길며 2단으로 펼치기 위한 기구학적인 기계장
치가 착륙선의 옆면에 장착되어 작동된다. 로버의
중량은 비교적 큰 편이며 [표 2] 길이가 긴 전개장치
는 충분한 구조적 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량이 우수한 복합재료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4].

그림 5. 인도의 착륙선과 로버, (출처: ISRO)

착륙 후 (1) 2단으로 접힌 사다리 판의 모터가 서
서히 작동하면서 측면 문이 완전히 벌어져 열리면

(2) 로버를 착륙선 구조물에 고정시킨 장착용 볼트
가 풀리고 (3) 마지막으로 로버의 바퀴가 작동하여
월면으로 내려오는 절차로 전개된다.
이때 로버의 바퀴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월면에
착지시 모래에 파묻혀 구동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
므로 설계 시 사다리 판의 경사와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ispcae 社는 2021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버를 측면에 탑재한 방식을 채택한
HAKUTO 로버를 개발 중이다[그림 6].
일본의

그림 4. 월면 착륙후 로버 전개 방식 (출처 : C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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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시야각(Field of View) 내에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어 장착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일본의 달착륙선 상상도 - [5]

ESA는 달착륙선 Heracles를 캐나다와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2025년 이후를 착륙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버는 측면 전개 방식을 채
택 중이다[그림 7].
유럽의

그림 8. 승강기 방식의 로버 전개 방식

그 외에 추가로 케이블이 설치된 크레인 방식으
로 로버를 내리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설계
나 경량화 관점에서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달탐사 로버의 전개 방식 연구
2016년부터 달탐사 개발사업 중 2단계 선행연구
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달탐사 로버 개
발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구조 설계기
준은 표 1 과 같다.
그림 7. ESA’s Heracles Lander - [6]

표 1. Moon Lander Rover Design Criteria
항목

2.3 승강기 방식

기준

착륙선 :

실현 가능한 전개 방식으로 승강기 원리를 활용

수직 착륙속도

3m/sec

하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로버 탑재시 루프탑에

수평 착륙속도

1m/sec

고정하고, 착륙 후 로버가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다[그림

8]. 이 방식은

아직 시도된 바는 없으나 충분히 적용할 가능한 방
식으로 판단하며, 시스템이 지극히 간단한 장점이

수직방향 최대 가속도

11 g

로버 :
로버 중량

20kg

있으나 착륙장치 옆에 사다리가 붙어 있으므로 추
력기의 화염에 노출되고, 착륙 시 달 표면 바위 등
의 장애물과 간섭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탑재

로버 크기(L x W x H)

730 x 620 x 200

(접혀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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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의 전개 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하
여 표 2에 해외 사례를 비교 정리하였으며, 국내에
서 개발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장 유사한 규모의 달
착륙선은 인도의 챤드라얀-2 구성에서 착륙선 비
크람(Vikram)과 로버 프라그얀(Pragyan) 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기존에 연구 중인 무인 달착륙선의 크
기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중량이 1/2 ~ 1/3 정

륙지의 위도 조건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부 데크(Lower

Deck)는 4각형 형상이며 상부

데크(Upper

Deck)는 태양전지 판을 설치하기 위
하여 구조물을 원주방향으로 6각형의 형상을 고안
하였다. 착륙선의 착륙장치는 착륙 후 동적 안정성
을 위하여 최대한 벌린 상태가 유리하므로, 국산
발사체의 내부공간을 고려하여 발사시 충격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도로 소형이 예상되며, 이는 국산 발사체의 사양에

이런 형상에서는 연료탱크와 산화제탱크가 2개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

가 위/아래로 일직선으로 배치되며, 각 탱크의 적

발 중인 발사체가 충분한 성능을 내게 되도록 상향

도부를 실린더 구조물에 고정하여 감싸는 방식이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약간은 유동적이다.

다. 초기 기본형상에서 로버는 그림 9에서 오른편
에 배치하였다. 발사체의 페어링 크기 제한으로 인

표 2. 해외 달 착륙선과 로버의 사양 분석
소련
Luna21
(Lunokhod)
착륙

25.85N, 30.45E

위치

중국
창어-4
(Yutu, 玉兔)
창어-3 :

인도
Vikram
(Pragyan)

44.12N, 19.51W

70.90S,

창어-4 :

22.780E

하여 착륙선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착 상태
에서 돌출되는 로버의 높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
이 필요하며, 착륙시점에서 달 지면으로 부터 하부
데크까지의 높이는 약 800mm 정도이다.

45.5S, 177.6E
착륙선
크기

길이 : 2.3m
L/G 포함 크기 :
지름 약 3.3m

3.4 × 2.4 × 2.2m
(L/G 포함 추정치)

2.54 × 2 × 1.2 m

착륙시
총건조

1,814kg

1,200kg

1,471kg

rooftop 장착

rooftop 장착

측면장착

840kg

140kg

27kg

중량
로버
장착
방식
로버
중량
로버

H×L×W =

치수

1.35×1.7×1.6m

1.5×1.0×1.0m

0.9×0.75×0.85m

로버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측면에 탑재
기타

하기가

분석

Roof-top

불가능함.
방식이

유일한 방식으로 보

측면에 장착함. 착륙선
-

이 고위도에 착륙하므
로 태양전지판도 측편
에 설치됨

임.

cf : 표에서 치수는 NASA, 위키피디어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3.1 중앙 실린더 구조 방식 착륙선 검토

그림 9. 중앙 실린더 구조방식의 달착륙선의 개념
설계안

그림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앙 실린더 방식
의 추진제탱크 배치에서는 착륙선 윗부분으로 연

그림 9와 같은 중앙 실린더 구조 방식의 착륙선

료탱크가 튀어 나오므로 루프탑 방식 보다는 측면

의 형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은 추진제 탱

로버 탑재 방식이 더 유리하다. 또한, 착륙선 측면

크, 추력기, 로버, 태양전지판, 착륙장치 등이며, 착

을 이용하면 달 지면과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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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장치 사다리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 방식은 중국의 달착륙선 창어와 인

145

3.2 추진제탱크 병렬 배치 방식의 착륙선 검토

10, 1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측면 전개장

Google X Prize 컨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
구하였던 달 착륙선의 해외 개발 사례를 보면, 추

치의 작동 메커니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주변부

진제탱크 병렬 배치 방식의 착륙선은 대량의 연료

의 구조물과 임무장비에 별다른 간섭이나 문제점

를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어서 해외의

도의 착륙선 비크람(Vikram)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이 없이 달 착륙선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임무장비들의 시야각(Field of View)에
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SpaceIL, Astrobotic, Moon Express 사의 달착륙
선들은 [그림 12~14] 모두 추진제 탱크가 원주방향
으로 병렬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로버를 어떤 방식으로 탑재하고 전개할 것인
지는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파악이 곤
란하였다.

그림 10. Side-Wall Rover Deployment Method
그림 12. SpaceIL’s Lunar Lander for Google X prize

그림 11. 전개장치 목업 제작 후 작동 점검

그림 13. Astrobotic’s Lunar Lander for Google X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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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oon Express’s Lunar Lander for Google
X prize

또한,

Google x Prize와 별개로 2019년 초에 달

그림 16. 병렬 추진제 탱크 배치 방식의 착륙선

로버를 하부패널 밑으로 탑재 시에는 (1) 중량의

진제탱크 4개를 원주를 따라서 병렬로 장착하고

(2) 중량의 증가 (3) 센서
류의 시야 방해 (4) 화염에 의한 손상 (5) 주변의 추

있다 [그림 15].

력기와의 간섭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착륙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달착륙선은 구형 추

대칭성이 심하게 깨지고

한다.
또한, 로버를 상부패널 위해 장착시 그림

17와

같이 사다리를 이용한 전개 방식이 필요해진다. 이
방식은 중국의 창어와 유사한 방식이나, 옆면의 태
양전지판과의 간섭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런 형상
의 착륙선 모양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15. SpaceIL 사의 달 착륙선

향후 항우연이 달착륙선을 개발시 추진제 탱크
와 로버의 배치는 그림

16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추진제 탱크는 샌드위치 구조물

Shear Panel에 고정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인도
ISRO의 설계와 유사하며, 로버 전개장치 사다리
역시 2단 펼침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사전연구로
파악하였다[7].
의

그림 17. Roof-top 방식으로 로버를 고정하고 전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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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전개방식의 비교가

4. 결 론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월면 무인 로버를 성공적으로 월

는 기술을 생략하였다.

면에 전개하기 위한 방식을 분석하였다. 기존에 해

후기

외에서 성공적으로 전개한 방식을 포함하여 최종
세 가지 전개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3].

본 논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착륙 핵심기
술 및 행성탐사 임무 연구” 사업에서 수행된 연구

표 3 Rover Deployment System Comparison
루프탑 방식

측면 방식

C.G. 의
대칭성

전개장치의 길이가
길어져서, 중량
증가에 따라 불리함

큰 지장 없음

전개시스템
중량

불리

경량화 평가

주변부 구조물의
중량이 늘어 불리함

착지시 전복
가능성

CG가 높아서 불리함

CG가 낮아서 유리함

임무장비
설치

상부 패널에
임무장비와 로버의
간섭 발생 가능성
높음

상부패널에 임무장비
설치가 용이함

태양전지판
설치

고위도 지방 착륙시
유리함

적도지방에 착륙시 유리함

전개시스템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움
착륙장치 마운팅 부근에
가깝게 로버가 장착되므로
경량화에 유리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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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지형 분석용 원시자료 및 활용 시스템 기술 동향
장윤정*, 류동영* *
1)

2)

Raw Data and System Technology Trends
for Lunar Terrain Analysis
Jang, Yoon-jeong*, Rew, Dong-young**

ABSTRACT
Space Exploration Research Division in KARI is preparing for the lunar landing mission.
Selection of landing locations satisfying mission requirements is one of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lunar mission. Besides scientific mission
objectives, information whether terrain and ambient conditions of a selected landing location
meets requirements defined for safe landing and surface activities should be assessed
carefully. This paper introduces lunar terrain information based on previous lunar missions
such as NASA LRO and JAXA SELENE orbiter. It includes data sources of lunar image,
terrain data and services that help analysis using those lunar data. Information described
here can be used for landing location selection and landing technology development.

초 록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에서는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에 반영된 달 착륙
임무 준비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달 착륙 임무의 성공적 수행에는 임무 요
구조건을 충족하는 적정한 달 착륙지 선정이 중요하다. 달 착륙지 선정을 위해서는 과학임무 외
에도 착륙지의 지형 및 환경조건이 착륙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LRO, 일본의 SELENE 궤도선 등 기존의 달 탐사임무에서 확보된 달 지형 정보 특성을 분석하
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착륙지 선정연구, 착륙기술 개발 등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동향지에서는 달 지형 분석을 위해 기존의 달 영상, 지형 정보 원시자료 제공 서비스와 더불
어 획득한 원시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동향 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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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울기, 지역에서의 기울기 변화 등의 정보

1. 서 론

를 얻어내는 것이다[2]. 이러한 LOLA derived
달 착륙지 선정을 위한 지형 분석과 영상항

data에

포함되는

데이터

결과물인

법을 위해서 정확하고 세밀한 달 영상 지도 및

GDRDEM(Gridded Data Record shape DEM)은

지형자료가 필요하다. 많이 사용되는 달 영상

LOLA 기기에서 수집한 고도계 데이터에서 파

지도 및 지형자료로는 최근의 달 궤도선인 일

생된 지도 기반 투영 Digital Elevation Model이

and

다. DEM 자료 생성을 위해서 다수의 LOLA 측

Engineering Explorer) Stereo camera, 미국

정 데이터 처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NASA의 LRO(Lunar Reconnaissance Orbiter,

다. GDRDEM 데이터 결과물에는 균일한 간격

JAXA의

본

SELENE(Selenological

camera, LOLA(Lunar

으로 grid에 보간된 고도계 측정값이 포함되어

Orbiter Laser Altimeter (on LRO), 달 궤도 레

있다. GDRDEM 픽셀은 일정한 경도와 위도의

이저 고도계)

탑재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

선으로 경계를 이루는 영역 중심의 평균값을

성된 자료 등이 있다. 대부분의 영상과 지형자

정수의도 또는 분수로,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하

료는 PDS(Planetary Data System) 및 또는

고 보간한다. 더 높은 해상도의 결과물 크기는

PDS 파생 결과물을 관리하는 URL에서 다운로

global 범위의 하위 집합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달 전체나 저위도, 중위도에서는 대체로 위도가

달

정찰

탐사궤도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용한 달 영상 및 지형

높아져도 위선은 확대되지 않는 등장방형도법

자료의 특성과 가용한 사이트의 정보를 요약한

투영(Equirectangular map projection)을 일반적

다. 또한, 영상 및 지형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

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극지역 상세 지형정보는

차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밀도가 높은 극점 범위에서 제공되는 고해상도
결과물인

극좌표입체

투영

평서도법(Polar

stereographic projection)을 사용한다. 등장방형

2. 가용한 달 영상 지형 분석

투영의 해상도는 적도 기준 경도 및 위도 1도
당 픽셀 수로 4, 16, 64, 128, 256, 512 및 1024

달 영상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등이다. 예를 들어, 512픽셀의 경우의 픽셀 간

수 있으며, 가용한 달 영상 지형 분석을 위해

격을 계산하면 59.22m가 된다. 극좌표입체 투

서는

먼저

LRO의

LOLA,

LROC(Lunar

Reconnaissance Orbiter Camera)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LOLA와

LROC에서

가장

중요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 표고 모형)
과 Mosaic 영상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LOLA는

NASA의

Goddard

Space

영의 해상도는 반경 1,737,400m에서 m 단위 정
수로 표시되며, 극점에서는 실제 해상도 값이
된다. 극점은 4개의 중심 픽셀로 둘러싸여 있으
며, 극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까지의 각
도는 2arctan(0.5r/1,737,400)[r=π/2R]로 계산한다.
극좌표입체 투영은

±45도에서 남극과 북극까지

Flight

의 극지역 정보 표시에 사용된다[3]. 표 1과 2

Center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LRO 달 궤도선

는 각각 PDS에서 제공하는 등장방형도법 투영

의 탑재체이다[1]. LOLA는 5개의 1064.3mm 파
장 레이저빔으로 구성되어 28Hz로 작동하며 공
칭 정확도는 10cm 수준이다. LOLA 탑재체의
임무 목적은 향후 무인 및 유인 달 탐사에 안
전한 지역 선정에 필요한 측지학적 위치, 달 표

및 극좌표 입체투영 방식의 해상도에 따른 데
이터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LROC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개발한 달
정찰 궤도 카메라이다. LROC에 있는 2개의 협
카메라는 달 표면을 고해상도 흑백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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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quirectangular map-projected DEMs
Product
LDEM_4
LDEM_16
LDEM_64
LDEM_128
LDEM_256
LDEM_512
LDEM_1024

pixel size
(Latitude)
7.5808km
1.895km
0.4738km
0.2369km
118.45m
59.225m
29.612m

Number/size of tiles

Bits per pixel

Global, 0-360
Global, 0-360
Global, 0-360
Global, 0-360
4 tiles, longitudes 0:180:360 by N/S
Longitudes 0:90:180:270:360 by 45˚latitude bands
Longitudes 0:45:90:135:180:225:270:315:360 by 22.5˚ latitude bands

16
16
16
16
16
16
16

표 2. Selection of polar map-projected DEMs, N/S
Product
LDEM_45S_100M
LDEM_60S_60M
LDEM_785S_30M
LDEM_80S_20M
LDEM_85S_10M
LDEM_87S_5M

Dimensions
28880 x 28800
31040 x 31040
30496 x 30496
30400 x 30400
30336 x 30336
30336 x 30336

pixel size
100 x 100m
60 x 60m
30 x 30m
20 x 20m
10 x 10m
5 x 5m

Latitude range
+/- 45˚ to pole
+/- 60˚ pole
+/- 75˚ pole
+/- 80˚ pole
+/- 85˚ pole
+/- 87.5˚ pole

Bits per pixel
16
16
16
16
16
16

촬영하여 달의 극지역 부근은 1m 까지의 해상
도로

보여준다.

세

번째

광각

카메라인

WAC(Wide Angle Camera)는 100m 해상도로
전체 달 표면을 컬러 및 자외선 이미지로 촬영
한다. 이 이미지는 극한의 조건을 보여주고 잠
재적인 자원과 위험을 식별하며 안전한 착륙
장소 선택을 지원한다[4].

LOLA 및 LROC와 같은 직접적인 달 영상
및

지형데이터

외에도

DLRE(Diviner

LRO

Lunar Radiometer Experiment)와 같이 달 지
표 및 지표 아래 부분의 온도 측정을 통하여
표면 거칠기와 착륙 위험 정보를 이용하는 경
우도 있다. 또, 궤도에서 지표면 온도를 측정한
다. 기타 착륙 위험과 콜드 트랩 및 잠재적인
얼음 침전물도 식별한다.

2.1 PDS 자료 구성

그림 1. PDS의 8가지 명세

성을 보장한다. 여기서 PDS Geosciences Node
궤도

PDS란, 행성 데이터 시스템의 하위 분산 데
이터 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문서화되어
연구 목적에 제공되는 아카이브 형식이다. PDS
의 주요 목표는 엄격한 저장 매체 표준 , 보관
및 필수 문서 형식을 준수하여 보관상의 호환

데이터

탐색기인

ODE(Orbital

Data

Explorer)는 다양한 탐사선 관측에서 PDS 호환
아카이브에 대한 양식 기반의 기능을 제공한
다. 즉, 화성, 수성, 금성 및 지구와 달에 대한

PDS 궤도 과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찾고 검색
하기 위한 교차 전송 및 쿼리, 검색, 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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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도구이다. 그중에서도 Lunar ODE는

LRO,

Clementine,

Lunar

Prospector,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s)
Chandrayaan-1 미션의 PDS 과학 데이터 아카
이브를 위한 검색, 표시, 다운로드 도구이다.
착륙지를 분석하려면 주로 PDS에서 직접 지
형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한다. 또는 PDS의

WMS(Web-based Map Service)를 이용한다.
PD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결과물 자료를
원하는 형식에 맞게 검색하여야 한다. 검색 시
에는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면, PDS 데이터베이
스의 보유 데이터에서 형식을 직접 선택하여
받아볼 수 있다. 달 탐사 임무 및 탑재체 결과
중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한다.

그림 3. PDS LRO Data-set 선택 – 맵 기반

오차, 영상의 왜곡 현상을 해결한 파일로써 보
다 정확한 영상을 얻는 것이다. 가공자료는, 다
른 PDS의 과학적 결과물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파생된 파일로 경우에 따라 PDS 아카이
브에 포함된다. 달 지형 분석용 DEM 자료인

GDRDEM(Gridded Data Record Shape Map), 기
울기 자료인 GDRDSM(Gridded Data Record

Slope Map)가 이에 해당된다. ODE 자체도 파
생 파일을 생성해 PDS 가용성을 향상시킨다.

2.2 달 영상자료 및 지형자료
달 영상 및 지형 원시자료는 대부분 PDS를
그림 2. PDS LRO Data-set 선택 – 데이터 기반

PDS 자료는 원시자료, 보정자료, 가공자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 그림 2의 목록에는
원시자료(Raw data), 고유의 이미지 정보가 담
겨있고 영상 파일에는 검・보정 적용 자료인

(Calibrated data), 하나의 결과로부터 파생된
가공자료(Derived data)가 포함된다. 원시자료
는 촬영한 그대로의 모든 정보를 획득한 후 사
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영상은 반드시 원시
자료를 남겨두고 후처리로 보정하여 사용한다.
검・보정자료는 궤도선과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저위도 및 달
전체 (LRO WAC 기반) 정보와 달 남북극 지
역(LRO NAC 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ROC는 LRO에 장착된 3대의 카메라로, 고해
상도 흑백 이미지와 달 표면의 중간 해상도의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캡처한다. LROC는

5km 길이, 0.5m 규모의 팬 크로마틱 이미지를
촬영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된

두

개의

NAC(Narrow Angle Camera)와 7개의 컬러 밴
드에서 100m/pixel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WAC
로 구성된다. WAC는 가시 파장에서 75m/pixel
의 최저 해상도와 60km 이상의 swath 폭을 가
지므로 후속 궤도와 이미지로 stereo 제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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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5]. LROC SCS(Sequence and Compressor

로 제공한다. Trek 인터페이스는 Lunar 뿐만 아

System)는 두 카메라 모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니라 NASA의 다른 행성 Mapping 및 Modeling

을 지원한다. 이때, 달 지형자료는 LRO LOLA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포털과도 호환된다.

기반이며, JAXA의 SELENE

stereo 카메라 이

미지 자료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MoonTrek은 과거와 현재의 달 임무에서 확
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달 연구 웹 포
털을 생성하는 대화식 도구 모음을 통합한다.

3. 달 지형자료 영상 추출 및 활용
기존에 획득된 달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달
지형이나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온라인 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영상, 지형데이터를
내려 받아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
로부터 우선 접근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PDS

온라인 웹 포털에 필요한 대화식 도구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수
많은 이미지 및 기타 결과물을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또, MoonTrek은 각 조립된 데
이터의 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탐색, 데이터 계층화 및 기능 검색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한다.

자료를 온라인에서 직접 그림으로 표시하고 분
석하는 서비스와 오프라인으로 분석하여 활용
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원시자료 제공 서비스
원시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는 NASA의

MoonTrek, QuickMap을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MoonTrek과 QuickMap은 달 영상에서 원하
는 데이터를 보고 다운로드 하는 맵 기반의 도
구이다. 사용자 편의성과 상호적인 데이터 제
공 모두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져 있어 찾으
려는 데이터를 상세 정보와 속성의 설명을 손
쉽게 알아내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3.1.1 MoonTrek
MoonTrek은 NASA의 JPL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로, 달 지표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웹
사이트이다. 사용자는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

그림 4. MoonTrek – 예시[6]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MoonTrek을 사용하면 수백 개의 달 데이터

있다. 동시에 이전 버전인 NASA LMMP(Lunar

결과물을 시각화, 스택, 혼합 능 핸들링 및 다

Mapping and Modeling Portal)의 기능을 개선
한 새로운 주요 도구이다. 새로운 Trek 인터페
이스는 탐색, 3D 시각화 등의 기능을 안정적으

운로드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각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메타데이터도 제공된다. Lunar 과
학 교육, Lunar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 등
을 가진 대상이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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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원하는 거리 측정, 고도

용자가 원하는 범위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예

플롯 생성, 조명 및 경사 분석 수행과 같은 광

를 들어, LOLA와 WAC의 반사율 비율 및

범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관심 영역 주

DEM을

위에 경계를 그려 원하는 표면 형상을 3D 인

32m/pixelel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수치를 알고

쇄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자 할 때 사용된다. 새로운 layer를 추가할 때

면서 생성된 출력 파일 생성 기능 등은 데이터

마다 변하는 값은 layer panel에 저장된다.

를 보다 편리하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Layer는 파일 형태로 GIS에 적용하기 위해

비교할

때,

태양의

고도가

NAC

.png와 .vrt(mosaic) 형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하

3.1.2 QuickMap

다. 짧은 URL(permalink)을 생성하여 접근하는

QuickMap은 LROC의 탐색 관련 인터페이스
로, WAC 해상도에서 시작하여 최대 NAC 해
상도로 달 지표면에 도달한다.

QuickMap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ROI(Region Of Interest, 관심 지역)을 중심으

방법도 제공한다.

3.2 원시자료 활용 응용 프로그램

3.2.1 GDAL

로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찾은 데이

GDAL(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은

터는 메타데이터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

지리 공간 데이터 추상화 라이브러리로써 래스

정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이

터 및 벡터 지리 공간 데이터 형식을 쓰고 읽

는 화면에 즉시 반영되어 표시된다.

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소
스 지리공간 재단에서 허용하는 X/MIT 스타일
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배포된다. 지원되는
모든 형식의 호출 응용 프로그램에 단일 추상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며, 데이터 변환 및 처리
를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명령 인터페이스 유
틸리티로 구축된다. GDAL은 수많은 옵션을 가
진 명령행 프로그램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API
를 제공한다. 래스터, 백터, 좌표 참조, 다차원
배열, 네트워크 관련 등의 내용이 속해 있다.

그림 5. QuickMap – 예시[7]

QuickMap은

LRO

LOLA,

WAC,

NAC,

GRAIL 등의 stereo, mosaic와 같은 보유 자료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렌더링한다. 투시도,
데이터의 숫자 범위나 표시된 값의 범위를 사
그림 6. GDAL 제공 API – 예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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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L의 일부로는 OGR 라이브러리(OGR

한 ArcGIS와는 다르게 QGIS 버전을 무료로 배

Simple Features Library)가 있다. 이는 간단한

포하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벡터 그래픽 데이터에 유사 기능을 포함한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상위 버전으로 갈수록 래스터 및 벡터 지리 공

주요 사양으로는 여러 공간 자료 포맷을 지

간 데이터 형식을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기본

원한다는 점과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 자료 조

GDAL 컴파일 옵션으로 파일을 직접 생성하고

작 도구라는 점이다. 포맷은 PostGIS, SpatiaLite,

좌표참조 후 영상을 재배열 할 수 있도록 모든

OGC WMS, OGR을 이용한 백터 포맷, GDAL

버전의 데이터 형식이 지원된다.

을 이용한 래스터 포맷 등 대부분이 지원 가능
하다. 객체 및 속성 정보 조회, 데이터 적용 기
능 등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손쉬운 공간자료
분석, 내보내기 기능도 포함되어 각종 지형의
데이터 추출/분석 기능이나 네트워크 분석 분
야 등에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림 7. GDAL 설치 과정 (Anaconda – Linux)
그림 8. GDAL 래스터 도구 메뉴 목록 (QGIS)

GDAL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상용 툴을 이용
하여 설치해야 한다. Python, Java, C 등 언어

QGIS에서는

달

관련

CRS(Coordinate

의 종속성에 제한이 크게 따르지 않으며, 환경

Reference System)도 제공하여 PDS에서 얻어

마다 API도 제공하고 있어 설치가 어렵지 않

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 분석에 앞서 CRS

다. 설치 후 라이브러리를 QGIS 프로그램에서

를 잘 정의해주어야 한다. CRS는 프로젝트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지를 모자이크,

CRS와 계층 별 CRS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

재투영, 왜곡하고 래스터 포맷 변환, RGB 이미

다. PDS의 달 지형 IMG 파일은 정의된 좌표

지의 다운샘플링, DEM으로부터 벡터 등고선

계를 사용하게 되며, LBL 파일 정보를 먼저 추

생성, 입력 데이터 보간법 선택 등의 투영, 변

출하여야 한다. QGIS에서 LBL 파일을 입력하

환, 추출, 그 밖의 기능을 적용해볼 수 있다.

기 위해서는 형식을 .tif로 변환하여야 한다.

DEM을 이용한 slope 계산은 거리와 고도를 이

3.2.2 QGIS

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mapping 등의 이유로

Information

거리 정보에 이상이 있으면 잘못된 계산 결과

System)는 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를 얻을 수도 있다. 때문에, 계산한 slope 값이

오픈소스 지리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램이자

정확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

동시에 지리정보를 조회, 생성, 편집하는 분석

해서는 PDS 제공하는 slope과 계산한 slope 값

용 Desktop GIS이다. 정식버전을 유료로 출시

을 비교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QGIS에서 다루

QGIS(Quantum

Ge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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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마찬가지로 형식을 .tif로 변환해주어야

155

후기

큰 오차 없이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다. 게다
가 QGIS는 실시간 재투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좌

본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사업

표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좌표를

(FR20K00) “달 착륙 핵심기술 및 행성탐사 임무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DEM 및 PDS 데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터 기울기 값에 관한 연구 진행이 활발해지
는 걸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성공적인 달 착륙을 위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근거를 어떻게 적용시
킬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달
원시자료 현황 파악, 활용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
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달 지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인 PDS를 이용하여 보
유하고 있는 달 지형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MoonTrek과 QuickMap으로는 데이터를 직관적
으로 다루어보았으며, 원하는 포맷으로 변형해보
았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널리 상용화된 지형
데이터 활용 라이브러리, 시스템인 GDAL과

QGIS를 이용해 데이터가 담고 있는 속성에 관하
여 분석하였다. QGIS가 달의 CRS 정보를 가지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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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초기 분석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

7. https://quickmap.lroc.asu.edu/

다. 다만, QGIS 이용한 사용자 요청 지역의 정보

8. https://gdal.org/programs/

영역 추출 과정에서 지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지형이 바뀌어 표시되거나 추출한 위치가 예상한
위치가 아닌 경도 180도 차이가 나는 다른 위치 데
이터로 추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테스트를 거듭하
고 값을 비교하는 작업으로 위치의 오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로 달 영상 및 지형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가이거나 기능 사용상의 한
계, 내용 습득의 어려움, 높은 의존성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이유로
작업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함이 따르는 부분
을 해소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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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st Technology Trends in EG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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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countries related to satellite navigation technology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and
operated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and are also operating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s to improve and ensure navigation performance. The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and
operated EGNOS and is expanding its scope not only to aviation, but also to sea and land
transportation. In addition, EGNOS is continuously evolving the system by continuously updating
and upgrading the system to improve its operation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this paper, the
introduction of the EGNOS system and the evolution of the EGNOS system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performance are described in detail. In addition, it presents the development status of
KASS in Korea.
초 록
위성항법 기술 선진국은 독자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항법 성능을

향상하고 보장하기 위한 위성 기반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

EGNOS를 개발하여
다. 또한, EGNOS의 운영
합은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은 물론 해상, 육상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

효율과 성능의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

이드를 추진하여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EGNOS 시스템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
고 성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EGNOS 시스템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ASS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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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상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표준 제정

1. 서 론

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의 개발도
현대 사회에서 위성항법시스템(GNSS,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Global
항공, 육상, 해

상 분야에 걸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
통, 통신, 군사, 측지측량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GNSS의

위치를 사람의 육안으로만 확인

만 하는 간접적인 이용 수준에서 이 위치를 직
접 제어에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각국에서는

GNSS

정보의 직접 활용에 있어

위치 정확성과 더불어 정보의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 중요성을 인지하고

GNSS

정보를 보정

및 보강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의 개발
을 추진하였다.
SBAS는 미국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유럽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인도 GAGAN(GPS
-Aided Geo-Augmented Navigation), 일본 MSAS
(Multi-functional Satellite Augmentation System)
등으로 이미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로 명명되어 개발되고 있다.
SBAS의 기본적인 동작은 서비스 영역에 고
루 분포된 획득시설(기준국)로부터 획득된
GNSS 신호를 데이터화하여 중앙처리시설(중앙
처리국)으로 전달하고 중앙처리국은 그 데이터
를 활용하여 보정(보강)정보를 생성한다. 이 정
보는 위성 송신시설(위성통신국)로 전달되며 위
성(정지궤도위성) 송신을 통해 서비스 지역의
사용자에게 방송된다. 이 정보는 GPS L1 C/A
신호를 보강하며 국제 표준(SARPS Volume 1 –
Annex 10, MOPS DO-229 등)에 따른다[1,2].
유럽의 EGNOS는 2009년부터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서는

부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EGNOS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3].
본 고에서는 유럽

EGNOS에

대한 개요와 운

영 현황, 서비스 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
볼 것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서비스

EGNOS의 진화에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대

해 세부적으로 다룰

개

발 중인

KASS

개발

2. EGNOS 개발
2.1 EGNOS 개요

EGNOS의

개발은

EC(European Commission)

와 유럽의 항공 교통관제 기구인 유로컨트롤

(EUROCONTROL)과의 3자 합의에 따라 유럽
우주 기구인 ESA(European Space Agency)에 의
해 추진되었다. EGNOS의 소유권은 2009년 4
월 ESA에서 EC로 이전되었으며 2009년 10월
1일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GSA(European GNSS Agency)는 2014년부터
EC의 위임을 받아 EGNOS 프로그램을 관리하
고 있으며 유럽단일영공규정 (EC Single
European Sky Regulation) 2096/2005에 따라 인
증된 유럽 7개(Skyguide, DFS IBS, DSNA,
AENA, NATS, ENAV, NAV Protugal E.P.E) 항
공항법서비스제공자(ANSP,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가 참여하여 설립한 ESSP
(European Satellite Service Provider)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SA는 EC를 대신하여 설계 및
조달 대리를 수행하고 있다[3].
EGNOS 시스템은 크게 우주 부분, 지상 부
분, 사용자 부분으로 구분한다.
우주 부분은 L1 주파수 대역에서 GPS 위성에
대한 보정정보 및 무결성 정보를 방송하는 3개
이상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된다.
지상 부분은 유럽 및 유럽 인근에 위치된 위성

항공분야뿐만 아니라 해상

항법 데이터 획득을 위한

40개의

기준국(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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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 Integrity Monitoring Station), 보정
(Correction) 및 무결성(Integrity) 정보의 생성과

우주 부분의 정지궤도위성의 세부 정보는 <표
2>와 같다[5].

시스템의 제어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국(CPF,

Central Processing Facility)과 통합
운영국(CCF, Central Control Facility)으로 구성
된 2개의 MCC(Mission Control Centres), 생성
정보를 정지궤도위성으로 송신하는 6개의 위성통
신국(NLES, Navigation Land Earth Station)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네트워크(EWAN,
EGNOS Wide Area Network)로 연결된다.
또한, 지상 부분은 성능 분석, 문제 해결, 운영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PACF(Performance
Assessment and Checkout Facility)와 EGNOS 응

표 2. 정지궤도위성 운영 현황
위성
1
2
3
4

ASTRA SES-5
(GEO#1)
ASTRA 5-B
(GEO#2)
INMARSAT
4F2
EUTELSAT 5
West B

궤도
위치

PRN
번호

NLES
위치

5°E

136

31.5°E

123

63.9°E

126

네덜란드
이탈리아

5°W

미정

미정

벨기에
룩셈부르크

PRN 번호: Pseudo-Random noise No.

용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도구를

ASQF(Application Specific Qualification
Facility)로 구성되는 2개의 지원 부분을 포함한다.
제공하는

사용자 부분은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
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성된다[4].

EGNOS

수신기로 구

2.2 EGNOS 운영 현황

2.3 EGNOS 서비스 구성

EGNOS의 서비스는 개방형 서비스(OS,
Open Service), 안전 서비스(SoL, Safety of
Life), 데이터 서비스(EDAS, EGNOS Data
Access Service)로 구분된다.
OS는 GPS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
차 정보를 보정하여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는

현재,

EGNOS 시스템은 우주 부분에서 2기의
정지궤도위성, 지상 부분에서 RIMS 39개소,
MCC 2개소(2개소 지원시설), NLES 4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운영 현황은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5].

SoL은 SoL 사용자 커뮤니티에
엄격한 수준의 SIS(Signal In Space) 신호성능
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EDAS는 향상된 성능
것이 목표이며

이 필요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상 기반
접속을 제공한다.
시작연도와

표 1. EGNOS 시스템 운영 현황

1

우주
부분

운영

시험/백업/지원

2 GEO
(SES-5, ASTRA-5B)

1 GEO
(INMARSAT 4F2)
1 GEO (시운전)
(EUTELSAT 5 West B)

39 RIMS

2

지상
부분

2 MCC
(CIAMPINO, TORREJON)
4 NLES
(Redu-1/2, Betzdorf-1/2)

1 RIMS
(Kourou)
2 MCC(Support)
(TORREJON:SC
TOULOUSE:OCC)
2 NLES
(Burum-I, Fucino)

<표 3>은 EGNOS
서비스 목적을 나타낸다.

서비스의

표 3. EGNOS 서비스 현황
종류

서비스 개시

서비스 목적

1

SoL

2011.3.2

ICAO SARPS 준수
SIS 신호 제공
NPA, APV-I, LPV-200

2

OS

2009.10.1

정확도 개선
H:3m, V:4m (95% 신뢰)

3

EDAS

2012.7.26

상업/전문적
사용자 대상

NPA: Non-precision approach,
APV-I: APproach with Vertical guidance
LPV-200: Localizer Performance with Vertic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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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GNOS 업그레이드
3.1 시스템 진화

EGNOS는 2009년 1월 OS, 2011년 11월 SoL
를 통해 일반인과 SoL 사용자 그룹(현재, 항공
이 주요 사용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업데
이트를 수행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물론 진
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EGNOS의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는
EGNOS 시스템 배포(ESR, EGNOS System
Release)와 연간 시스템 배포(YSR, Yearly System
Release)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포 활동
은 사전 계획된 서비스 로드맵에 의해 이루어
지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된다[6,7].

EGNOS는 2015년부터 기존의 APV-I보다 더
엄격한 LPV-200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 해결,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더불
어 차세대 SBAS로 불리는 EGNOS V3의 개발
을 고려하여 진화하고 있다.
3.2 V2 운영 현황

EGNOS는 ESR V2.2로 초기 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V2.3(ESR 231, ESR 232)을 거쳐 현재
V2.4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V2의 유지와 더불어 EGNOS V3로의 원활한
전환을 고려한 242B가 개발되고 있다.
EGNOS V2에 대한 현재까지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현황과 추후 적용되는 V2의 추진
계획은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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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V2 업데이트 현황 및 계획
버전

ESR V2.2

ESR 231

ESR 232

2011

2012.8

2013.10

초기
서비스 (SoL)

SW 수정
(항법체인)

SW 향상
2 RIMS 추가

버전

ESR 241M
YSR#1

ESR 241N

YSR#2

운영배포
(연도)

2015

2016-2017

2017.6

주요
내용

성능개선
2 NLES 구축
예외해결

새 GEO
(ASTRA-5B)
새 NLES

SW개선
운영개선

버전

YSR#3
YSR#4

ESR 242I

ESR 242A

운영배포
(연도)

2019.1Q

2019-2020

2021.2Q

주요
내용

예외해결
(GPS rollover)
72N 확장
RIMS(Haifa)
운영개선

NLES
업데이트(4F2)

CPF 업데이트

버전

YSR (미정)

ESR 242B

운영배포
(연도)

2021.3Q

2022
~2023

주요
내용

전리층 SW
업데이트

RIMS-C
RIMS 설치
CPF 업데이트

운영배포
(연도)
주요
내용

3.2.1

위성 부분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위성

의 교체, 위성 가용성 확인 등이 수행된다.

2018년 INMARSAT 3F2(PRN120)의 노후화
로 인해 <표 5>와 같이 교체 활동을 수행하였
다. 이 위성은 2018년 8월 30일 EGNOS 시험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1월 EGNOS
신호 방송이 중단되었다[13].
표 5. 2018년 8월 위성 교체 활동
날짜

~18/08/23

18/08/23
~ 18/08/30

18/08/30~

운영
위성

PRN120
PRN123

PRN120
PRN123
PRN136

PRN123
PRN136

시험
위성

PRN136
(신규위성)

PRN120
(시험위성)

PRN120: INMARSAT 3F2, PRN123: ASTRA 5B, PRN 136: S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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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에는

위성 부분의 운영 연속성

INMARSAT 4F2를
활용한 3차례의 시험 교체 활동이 <표 6>과
같이 완료되었다[14]. 현재, 두 기의 ASTRA
(PRN123, PRN136) 정지궤도 위성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유지를 위한 계획에 따라

표 6. 2020년 1분기 정지궤도위성 교체 활동
위성(PRN)

~20.1.9

20.1.9~16

ASTRA SES-5(136)
ASTRA 5-B(123)
INMARSAT 4F2(126)

운영
운영
시험

위성(PRN)

~20.2.20

운영
운영
운영
20.2.20
~2.27

ASTRA SES-5(136)
ASTRA 5-B(123)
INMARSAT 4F2(126)

운영
시험
운영

위성(PRN)

~20.3.16

ASTRA SES-5(136)
ASTRA 5-B(123)
INMARSAT 4F2(126)

시험
운영
운영

3.2.2

운영
운영
운영
20.3.16
~2.26
운영
운영
운영

20.1.16
~2.20
운영
시험
운영
20.2.27
~3.16
시험
운영
운영
20.3.26~
운영
운영
시험

지상 부분

지상 부분에서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예외해

결, 성능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드웨어 개선 및 설치를 통한 서비스 안
정화 및 서비스 지역의 확장 등의 활동이 수행
되었다.

서비스 버전

ESR 241M과 241N에서는 알고
GPS 롤오버(roll-over) 업

리즘 개선, 예외해결,

데이트 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수행되었
고

RIMS의

설치를 통한 서비스 지역의 확장,

NLES의 설치 등이 수행되
었다. 또한, ESR 242I에서 INMARSAT 4F2에
새로운 위성을 위한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위성 부분에 사
용되었다.

ESR 242A에서는

중앙처리시설에서 전리층

모니터링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강건성을 확대
할 예정이며

ESR 242B에서는

서비스 지역의

확장과 더불어 지상 부분에서 차세대 기준국의

추가 설치, 중앙처리시설(CPF)의 성능개선, 시
스템 보안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3.3 EGNOS 242B 개발

ESA는 EGNOS V3의 개발과 별개로 현재
V2의 업데이트를 위해 탈레스 아레
니아 스페이스(TASF, Thales Alenia Space)와
업데이트 계약을 2019년 12월에 체결하였다.
ESR 242B는 V3의 개발이 완료되고 운영 전
환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V2의 연속성을 보
운영 중인

장하며 효율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용
자의 관점에서 항법 성능 저하 및 서비스 중단
없이 적용될 것이다[15].

ESR 242B

업데이트에는 지상 부분의

RIMS

RIMS 추가 설치를 통한 서비스
CPF의 성능개선, 시스템 보안 성
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IMS 개발 및 추가 설치는 RIMS의 채널 C
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EU 지역의 서비
스 범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3개의
RIMS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CPF의 성능개선은 서비스 성능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온층 활동에 대한 강건성 확보, 무결
성 마진의 증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EGNOS 시스템의 보안 성능향상과 더
불어 현재 4개로 구성된 MCC 정비하여 2개소
로 집약화하는 것이 포함된다[16].
ESR 242B의 인증 및 운영 개시(Commissioning)
는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기술개발 및

영역의 확장,

3.4 EGNOS V3 개발

EGNOS의 차세대 SBAS 프로그램인 EGNOS
V3의 개발을 위해 ESA는 에어버스(Airbus)와
2018년 1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Airbus는 V3의
개발, 통합, 배포 및 준비, 시스템의 전체 성능
및 실시간 항법 알고리즘의 핵심인 중앙처리시
설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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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NOS V3는 GPS L1과 L5 대역에서 GPS
와 Galileo를 모두 강화할 것이며 새로운 채널
을 통해 추가적인 SBAS 서비스 기능 제공과
더불어 EU 서비스 지역 내외에 향상된 가용성
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17].
세부적으로 V3는 V3.1과 V3.2로 구분되어
개발된다. V3.1은 GPS L1의 EGNOS 확대에
연속성을 보장하고 강화된 성능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V3.2는 L5

주파수를 통해 새로운

SBAS 서비스를 제공하며 GPS와 함께 Galileo
L1/E1–L5/E5 신호의 성능향상이 목표로 한다
[18].
- V3.1(1단계): L1 보강과 향상된 전리층 보정
- V3.2(2단계): 이중주파수의 L5 기능 강화
3.4.1

위성 부분

EGNOS V3를 위해 2019년
10월 정지궤도위성 EUTELSAT 5 West B
(GEO #3)가 발사되었다. 2020년 2월 EGNOS
GEO#3의 페이로드(payload)가 정상적인 서비
스를 시작하였고 2020년 3월 시험위성으로 포
함되었다. 이 위성은 EGNOS 서비스 신호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V2에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것이다.
또한, V3를 위한 새로운 정지궤도위성
GEO#4와 GEO#5의 확보를 계획에 따라 추진
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은 <표7>과 같다[19,20].
위성 부분에서는

표 7. 정지궤도위성 운영 계획
위성

3.4.2

지상 부분

지상 부분은 약

INM4F2

예정이며 다중 위성군을 활용하고 다중주파수
를 처리하여 향상된 보정정보 성능과 강화된
무결성정보 성능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RIMS는

GEO#2

화 기능을 포함한다[21].

- Galileo 위성군 포함
- 추가 주파수 통합 (GPS L5/L2C, Galileo E5a)
- 신호처리 기능 향상 (모니터링, 처리구조 등)
- 성능향상 및 보안 기능 (추적 알고리즘, 간섭 검출
및 완화, 안티 스푸핑[Anti-Spoofing] 및 안티 재밍
[Anti-Jamming] 기술 등)
현재, RIMS의 V3 하드웨어는 개발되어 시험
중에 있다. V3 하드웨어는 기존 V2의 채널별
(A/B/C)로 구분된 랙 구성이 아닌 통합 기능
을 수행하는 단일 랙으로 구성된다[22].
3.4.3

서비스 계획

2024년 1월, V3.1은 L1

GEO#4
(계획)
GEO#5
(계획)
OSD: Operational Start Date

OSD

시험용 메시지 송신을

중단하고 정식 서비스를 위한 메시지를 송출할

2024년 7월에는 V3.2의 품질검토를 수
행할 예정이며 2025년 후반기에 시험용 메시지
를
중단하고
DFMC(Dual
Frequency
Multi-Constellation) SoL 서비스를 선언할 계획이
다[6,7]. EGNOS의 서비스 계획은 <표8>과 같다.
예정이며

표 8. 서비스 계획
서비스

EGNOS
L5

GEO#3

향상된 성능의 개발을 위하여 선행

프로젝트(R3B)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현대

EGNOS
L1

GEO#1

50개의 RIMS와 2개의 MCC

및 툴루즈의 시스템 운영 지원 센터로 구성될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EGNOS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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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EU 서비스
지역확대

MT-28 전송
시험

L5 DFMC 서비스

V3.1
V3.2
OSD

V242
A/B

V2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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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기술 동향
4.1 KASS 개요

GPS보정시스템 개발구축
201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주관으

국내에서는 초정밀
사업으로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

KASS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KASS는 전국에 7개의 기준국(KRS, KASS
Reference Station)과 2개의 중앙처리국(KPS,
KASS Processing Station) 및 통합운영국(KCS,
KASS Control Station), 3개의 위성통신국
(KUS, KASS Uplink Station)으로 구성되며 2
기의 정지궤도위성과 네트워크(WAN, Wide
Area Network)로 구성된다.
KASS 개발은 시스템 체계 및 기준국, 중앙처
리국, 위성통신국 신호생성부 개발을 위해 TASF
와 2016년 10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4월 통합운영국 및 위성통신국 RF부 개
발을 위하여 KT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진하고 있으며

4.2 KASS 개발 현황

KASS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임무요구사
항검토(MRR, Mission Requirements Review)와
시스템요구사항검토(SRR, System Requirements
Review)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시스템 기본설
계(SDR, System Design Review) 및 시스템 예
비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를 완료하였다. 현재,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및 하위시스템의 제작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배치를 위한
사이트의 선정이 <그림 1>과 같이 완료되었으
며 시스템의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까지 통합 및 시험을 완료하고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1. KASS 사이트 선정 현황

5. 결 론
본 고에서는 유럽의

SBAS 시스템인 EGNOS의 시

스템 개요 및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지속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GNOS의 진화 계획에 관
해 알아보았다.

EGNOS는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
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시스템
의 유지보수는 물론 시스템의 개선, 서비스 지역의 확
대와 성능향상,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해 왔다.
또한, EGNOS 시스템의 진화를 위해 다중주파수 및 다
중 위성군 환경을 적용한 차세대 SBAS인 EGNOS V3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GNOS의 일련의 활동들은 현재 국내 개발
중인 KASS의 개발과 운영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KASS 시스템의 운영 및
진화를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SBAS 운영 및 진화 사례
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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