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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달 탐사 통신 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인 태양활동은 오는 2013년 가을에 11년 주기로 나타나는 태양

활동 극 기를 맞이하며, 이에 따라 태양 폭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태양 폭발은 지구 자기

권에 향을 미쳐 과학, 방송, 통신, 군사 성 는 탐사선 등의 오작동, 통신 두 , 장비 고장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은 막 한 물리 , 경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태양 폭발이 달 탐사선에 미

치는 향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탐사선의 생존성을 높이

고 안정 인 통신 채  운용을 하여 태양 폭발에 따른 지상국 - 달 탐사선 간의 통신 모델과 그 성능을 분석한다.

ABSTRACT

Since the solar activity, o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lunar communication systems, is to reach its maximum occurring at 11-year solar 

cycle in autumn 2013, the solar burst frequency and strength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solar burst has an effect on earth magnetosphere and 

causes malfunction, loss of communication, and breakdown of various types of satellites and probes. These problems give rise to huge 

economic and physical loss. Therefore, we should analyze the effect of solar burst on lunar communications and minimize the expected loss. 

In this paper, we perform the analysis of the link model and link performance between a land station and a lunar orbiter under the solar burst 

for orbiter’s survivability and stable communication channe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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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수정된 제 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

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달 탐사선, 2025년에 달 착륙

선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1]. 이를 하여 성, 탐

사선 등에 가장 기본 으로 탑재되는 통신 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요소인 강우감쇠, 채 의 비선형 특성, 태

양활동 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3]. 

이러한 요소들 에서 태양활동은 흑 , 어, 태양 

폭발을 발생시킴으로써 지구 자기권에 향을 미쳐 

성, 탐사선의 오작동, 통신 두 ,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4,5].

특히, 미국 해양 기청에 따르면 1960년도부터 1999

년까지 40년간의 태양 폭발 발생 건수는 155,396회로 평

균 으로 시간당 0.44회 발생하 으며, 극 기에는 시

간당 0.83회, 극소기에는 시간당 0.27회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6-8]. 한 태양활동 극 기에는 평균

으로 3.5일에 한번 정도 무선통신에 향을  수 있는 

약 1000 SFU (Solar Flux Unit) 이상의 태양 폭발이 일어

났으며, 실제로 수신기의 측정 임계값인 100,000 SFU 

이상의 태양 폭발도 발생되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9,10]. 

이러한 높은 강도의 태양 폭발은 성  탐사선의 운

용에 직 인 향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달 탐사

선을 발사하고 운용하고 있는 시 에 태양 활동 극 기

에 도달하는 경우 달 탐사선에도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탐사선의 생존성과 안정 인 통신 채  

확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태양 폭발에 한 향을 

반 한 링크 모델을 설계하고 링크 성능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태양 폭발이 달 탐사선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상되는 물리 ,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 폭발이 지상국 - 달 탐사선 간의 

통신 링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링크 성능을 계산하

고, 태양 폭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통신 링크 유지를 

한 처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Ⅱ장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향을 반 하기 한 통

신 링크 모델을 설계하고, Ⅲ장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시

나리오 작성  통신 링크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Ⅳ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통신 링크 모델 설계

본 에서는 태양 폭발 강도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한 지상국 - 달 탐사선 간의 링크 모델을 설계한다. 표 

1과 2에는 링크 성능 분석을 해 CCSDS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해외 

운용 사례를 이용하여 각 세부 성능 변수들을 규격화함

으로서 주 수 역별 지상국 - 달 탐사선 간의 상/하향 

통신 링크 모델을 설계하 다 [11,12].

구     분 단 S 역 X 역

거리 km 384303 

송 주 수 MHz 2115 7145 

송신 력
W 18400 18200 

dBW 42.7 43.0 

송신 안테나 크기 m 34 

송신 안테나 효율 　 0.7 

송신 지향성 안테나 이득 dBi 56.7 68.0 

송신 안테나 회로 손실 dB 0.6 0.4 

송신 지향 손실 dB 1.6×10
-4

0.0022

자유 공간 손실 dB 211 222 

기 감쇠 dB 0.033 0.039

리층 손실 dB 0.2 0.2 

강우 감쇠 dB 0.0 1.0 

달 속 도 손실 dB 5.34 5.4

수신 안테나 크기 m 0.5

수신 안테나 효율 　 0.7

수신 지향성 안테나 이득 dBi 20.04 31.33

수신 안테나 회로 손실 dB 0.6 0.4 

수신 지향 손실 dB 3.6×10
-8

4.8×10
-7 

등가 시스템 잡음 온도 K 500

목표 송속도 kbps 256, 2000

변조 방식 BPSK

채  부호화 방식 　 Uncoded

목표 비트 당 오율 　 
 

표 1. 지상국 - 달 탐사선 간의 상향링크 모델
Table. 1 Uplink model for luna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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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S 역 X 역 Ka 역

거리 km 384,303

송 주 수 MHz 2,295 8,420 32,000 

최  역폭 MHz 100 100 500

송신 력
W 20.0 

dBW 13.0 

송신 안테나 크기 m 0.5

송신 안테나 효율 　 0.7 

송신 라볼라 

안테나 이득 
dBi 20.04 31.33 42.93

송신 안테나 회로 

손실
dB 0.6 0.4 0.25 

송신 지향 손실 dB
3.9×

10-8

4.8×

10-7 

6.9×

10-6 

자유 공간 손실 dB 211 222 234.2 

기 감쇠 dB 0.033 0.039 0.154

리층 손실 dB 0.2 0.2 0.2 

강우 감쇠 dB 0.0 1.0 19.2 

달 속 도 손실 dB 5.34 5.4 3.96

수신 안테나 크기 m 34.0 

수신 안테나 효율 　 0.7 

수신 지향성 

안테나 이득
dBi 56.7 68.0 79.6 

수신 안테나 

회로 손실
dB 0.6 0.4 0.25 

수신 지향 손실 dB 1.6×10
-4 0.0022 0.03 

등가 시스템 

잡음 온도
K 39.32 23.82 38.06

목표 송속도 Mbps 52

변조 방식
OQPSK, 8PSK, 

4+12 APSK, 4+12+16 APSK 

채  부호화 방식 　
Uncoded, 

Turbo Code(1/3, 1/6)

목표 비트 당 오율 　 
 

표 2. 달  탐사선 - 지상국 간의 하향링크 모델
Table. 2 Downlink model for lunar exploration

지상국에서 달 탐사선으로 Telecommand 신호를 송

하는 상향링크의 경우 목표 송속도는 2Mbps로 가정

하고, 달 탐사선에서 지상국으로 신호를 송하는 하향

링크의 경우, NASA의 DSN 규격과 상호 호환되기 한 

최  송 속도인 52Mbps로 가정한다[13]. 링크 모델에

서 설정된 등가 시스템 잡음 온도를 용하면 잡음 력

도(N0)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14]. 



               (1)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로 그 값은 1.38 x 10
-23

 J/K이

고, T는 등가잡음 온도로서 회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과 우주공간에서 발생되는 우주 배경 복사(Comic 

Microwave Background: CMB)로 표 된다. 식 (1)에서 

우주 배경 복사 이외에 추가 으로 태양 폭발에 의한 

향을 고려 할 수 있다. 태양 폭발에 의한 태양 럭스를 

F 라 하면, 달 탐사선에서 수신하는 수신 력 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7,9].












           (2)

여기서, G는 안테나 이득, B는 역폭, 는 장, F는 

태양 럭스이며 단 는 SFU로 표 된다. 이 때, 태양 

잡음 력이 열잡음 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식 

(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15].



 









           (3)

여기서, TF는 태양 럭스에 의한 잡음 온도를 의미

하며, 식(1)에서 등가 잡음 온도와 같은 표 으로 나타

내기 하여 TF에 따라 식 (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4)

따라서 태양 럭스 양과 등가 잡음온도 간에는 선형

계로 표 되어 럭스가 증가하는 경우 등가 잡음도 

증가하게 된다. 식 (4)를 식 (1)의 잡음온도에 더하면 태

양 럭스를 고려한 총 잡음 력 도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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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식 (5)의 총 잡음 력 도를 이용하여 링크 

마진을 계산하면 태양 럭스의 크기에 따른 통신 링크 

성능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Ⅲ. 태양 폭발 시나리오에 따른 통신 

링크 유지 방법

태양 폭발에 따른 통신 링크 성능 분석을 하여 태

양 폭발의 강도,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등의 특성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태양 폭발의 발생 빈도는 기존 연구에 

의하여 측 가능하지만 폭발 강도와 지속 시간은 측

이 어려운 문제 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발성 폭

발과 연발성 폭발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 어 통신 링

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안정 으로 통신 채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발성 폭발의 경우 수분동안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2003년 8월 30일 13시 27분경에 발생한 태양 폭발

을 로 들면 약 2∼3분 동안 그 향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러한 경우, 단기 등가잡음 증가로 

인한 통신 오류가 발생하므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해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통신 채 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한 후 Telecommand를 통하여 탐사선에 재 송을 

요구하는 ARQ 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달 탐사선은 탐

사 데이터를 일 으로 송하기 때문에 지상국 - 달 

탐사선과 같은 원거리 하향링크에 효과 인 Deferred 

NAK (Negative Acknowledgment) ARQ(Automatic 

Repeat Request) 기법이 합하고, 상 으로 높은 신

뢰성을 요구하는 상향링크의 경우에는 Go-Back-N 

ARQ가 합하다[16-18]. 지상국 - 달 탐사선 링크 사이

의 송 차는 달 탐사선을 기 으로 표 3, 지상국을 

기 으로 표 4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연발성 폭발의 경우에는 수 시간에 수일

까지 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 시간에 한 측이 어

렵기 때문에 폭발 강도에 따라 하게 통신이 가능도

록 변조방식과 채 부호화 라미터들을 조정하여 통

신 채 을 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태양 

럭스의 강도와 통신 채  라미터들의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  태양 폭발에 따른 링크 성능 분석을 

하여 각각의 역, 변조 방식, 터보 부호화율에 따른 

링크 마진을 도출한다. 

1. 지상국으로 부터 신호 수신 기
2. 지상국으로 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구분
1) 지상국의 링크확인 신호이면 지상국으로 링크 
확인 신호에 한 ACK 송

2) 탐사 데이터 송 요구 신호이면 Metadata부터 
탐사 데이터 송(마지막은 EOF 송)

  ① NAK 신호 수신시 오류 발생한 탐사 데이터 
모두 송 (Deferred NAK ARQ)

  ② FIN 신호 수신시 FIN에 한 ACK 신호 송
3) 지상국으로 부터 Telecommand 신호 수신시 시

스 번호 확인
  ① EOF 수신시 EOF에 한 ACK 신호 송 후 

FIN 신호 송
  ② 오류 발생시 이 과 동일한 ACK 송 
     (Go-Back-N ARQ)

표 3. 달 탐사선 통신 차
Table. 3 Communication procedure of lunar orbiter 

1. 지상국 - 달 탐사선 간 통신 링크 확인 신호 송
2. 달 탐사선으로 부터 수신 신호 기
1) 타이머 시간내 ACK 미수신시 일정 시간 기 
후 재 송 

3. 달 탐사선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의 종류 구분
1) 통신 링크 확인 신호에 한 ACK
  ① 데이터 송 명령 신호 송
2) 탐사 데이터의 Metadata
  ① 수신 데이터의 시 스 번호 확인
     (EOF 미수신시 ① 반복)
  ② EOF 수신시 ACK(EOF) 신호 송
  ③ 수신 Data의 시 스 번호에 한 오류 확인
     (CRC 이용)
  ④ 오류 미발견시 달 탐사선으로 FIN 신호 
     송하여 통신 종료
  ⑤ 오류 발견시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의 NAK
     신호 송 (③으로 회귀)
3) ACK(FIN) 수신 or 송할 Telecommand 존재
  ① Telecommand 송, Timer 시작
  ② 달 탐사선으로부터 복된(이  수신된 동일

한 시 스 번호의)  ACK 수신시 오류가 발생
한 Telecommand 부터 재 송 (Go-Back-N 
ARQ)

  ③ 달 탐사선으로 부터 복되지 않은 ACK 수신
시 다음 Telecommand 송

  ④ 달 탐사선으로 부터 FIN 신호 수신 FIN에 
한 ACK 송 후 통신 종료

표 4. 지상국 통신 차 
Table. 4 Communication procedure of eart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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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를 표 1에 반 하여 S  X 역에서 태양 럭

스의 크기에 따른 상향 링크 마진을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상향링크에서 부호화되지 않은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의 경우, S  X 역에서 태양 럭스가 각

각 ×
과 ×

  SFU 이하에서 링크마진

이 양의 값이 되어 2Mbps의 목표 송 속도로 통신 가능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태양 폭발의 강도가 순간 으로 

증가하게 되면, 송속도를 256kbps로 낮추어 통신함으

로서 S, X 역에서 각각 ×
 , ×

  SFU 

까지 통신 가능하여 높은 강도의 태양 폭발 상황에서도 

통신 링크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림 1. 태양 럭스에 따른 상향 링크 마진(Uncoded)  
Fig. 1 Uplink margins for Solar flux (Uncoded) 

하향 링크에서 S, X, Ka 역에서 태양 럭스의 크기

에 따른 링크 마진을 그림 2∼4에 변조 방식  터보 부

호화율에 따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2. 태양 럭스에 따른 하향 링크 마진(Uncoded) 
Fig. 2 Downlink margins for Solar flux(Uncoded)

그림 3. 태양 럭스에 따른 하향 링크 마진 
(Code rate: 1/3)

Fig. 3 Downlink margins for Solar flux 
(Code rate: 1/3)   

그림 4. 태양 럭스에 따른 하향 링크 마진 
(Code rate: 1/6)

Fig. 4 Downlink margins for Solar flux 
(Code rate: 1/6)

그림 2∼4에서 X 역의 시스템 등가 잡음 온도가 Ka 

역보다 더 작지만 주 수가 낮을수록 태양 폭발의 강

도에 따른 잡음 온도의 향이  커지기 때문에 X, Ka

역에서 성능이 바 게 된다. 그림 2의 S 역 하향링크

에서 부호화되지 않은 경우, 모든 변조방식에서 링크 마

진이 음의 값이 되어 목표 송속도인 52Mbps를 만족시

킬 수 없었으며, 1/3 터보 부호화된 경우, 변조방식이 

OQPSK(Offset Qudrature Phase Shift Keying)에서 

4+12+16 APSK(Amplitude Phase Shift Keying)까지 각각 

405, 310, 190, 80 SFU 이하에서 링크 마진이 양의 값이 

되어 통신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6 터보 부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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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링크 마진이 170∼475 이하에서 통신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X 역의 경우, 각 변조 방식  터보 부호

화율에 따라 링크 마진이 1,600∼78,700 SFU 이하에서 

통신 가능함을 확인하 다. Ka 역의 경우, 부호화되지 

않은 8PSK, 4+12 APSK, 4+12+16 APSK에서 목표 송

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하 으며, 1/3  1/6 터보 부호화

된 각각의 변조방식에서 89,300∼288,100 SFU 이하에서 

통신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달 탐사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에서는 태양 럭스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반면, 하향 링크에서는 태양 럭스에 따라 향을 받으

며, 태양 럭스가 심해지면 통신 장애가 일어 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발성 폭발의 경우에는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이 일정

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따라 응  변조  부호화 

방식(AMC: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을 용하고 

목표 송속도를 낮춤으로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

림 5에는 S, X, Ka 역에서 태양 러스 강도에 따른 가

능한 최  송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5. 태양 럭스에 따른 최  송 속도
Fig. 5 Maximum data rate for solar burst

그림 5에서 태양 럭스의 강도에 따라 응  변조 

 채  부호화 방법을 이용하고, 송 속도를 조 하여, 

S, X, Ka 역에서 태양 럭스가 최  ×
 , 

×
 , ×

까지 2Mbps로 송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달 탐사선은 사용 역에 따라 태양 폭

발을 고려하여 응  변조  채  부호화 방법을 이용

한 최  송속도를 선택하여 송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Ka 역은 S, X 역과 비교하여 상 으로 

강우감쇠가 심하므로, 폭우가 내릴 경우에 가능한 송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우 감쇠의 

향을 덜 받는 X 역을 사용하거나, Ka 역에서 추가

인 링크 마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한, 장기 으로 나타나는 연발성이기는 하지만 단

기 으로 단발성 폭발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응

 변조  채  부호화 방법과 ARQ의 한 조합을 통

하여 안정 으로 통신 채 을 운용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달 탐사 통신 시스템에서 태양 폭발

이 지상국 - 달 탐사선 통신 링크에 미치는 향을  반

한 링크 성능을 분석하 다. 상향링크에서는 상 으

로 낮은 송 속도와 안정 인 지상국 시스템 구성으로 

태양 럭스에 크게 향을 받지 않지만, 하향링크의 

경우에는 태양 럭스의 양에 따라 터보 부호화율을 높

이더라도 목표 송 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통신 장

애가 일어 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단기/단발 태양 

폭발인 경우 ARQ 방식을 이용하여 단기 인 데이터 

송 오류를 해결하고, 연발성 폭발의 경우에는 응

 변조  채  부호화 방법과 ARQ를 동시에 용하

여 안정 인 통신 채 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

과는 향후, 달 탐사선 운용시 태양 폭발의 향에 한 

정량  연구 자료와 단발성  연발성 태양 폭발시 안

정 인 통신 링크 유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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