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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작전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정

보작전에 운용되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전 형태의 항법전이 더욱 대두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독자적인 GNSS 첨단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현 구축단계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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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항법시스템은 전세계적인 규모의 측위 시

스템이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라 불리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러시아의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가 운용되고 있으며, EU의

Galileo, 중국의 COMPASS 등이 구축 중에 있

다. 이처럼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 나라마다 독자

적인 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

은 미래전 변화 양상에 따른 자국의 안전과 첨

단무기체계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전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작전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

게 되며[1], 정보작전에 운용되는 시스템을 무력

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전 형태의 항법전

(NAVWAR)이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NSS 위성항법시스템

인 미국의 GPS 및 러시아의 GLONASS는 현대

화 추진 동향을, 유럽연합의 GALILEO와 중국의

COMPASS 위성항법시스템은 구축 동향을 분석

하여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GNSS 구축 동향

2.1 GNSS

GNSS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

-zation) 등의 국제기구가 공식으로 채택한 용어

로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방식을 일반적

으로 부르는 용어”이다[2]. 미국의 GPS, 러시아

의 GLONASS, 개발 중에 있는 EU의 GALILEO

와 중국의 COMPASS 등이 GNSS이며,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GNSS 특성 비교 분석

구분 GPS GLONASS
GALILEO

(추진 중)

COMPASS
(추진 중)

위성수 24 24 30 35

궤도수 6 3 3 3

궤도

고도
20,200km 19,100km 23,200km

21,500km
(MEO)

궤도

경사각
55도 64.8도 56도 55도

주파수
L1, L2,

L5(추진)

L1, L2,

L5(추진)
E1, E5, E6

E1, E2,

E5b, E6

변조

방식
CDMA

FDMA
(CDMA 추진)

CDMA CDMA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 1028 -

2.2 GPS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은 미해군의 NNSS

(Navy Navigation Satellite System)에서 시작하

여 미국방성에서 1973년 이래 개발한 GPS 시스

템이 1995년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선

언 이후, 1998년부터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현

재에 이르고 있다.

GPS 시스템은 원래 군용 항법시스템이지만, 민

간용으로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 위

성항법시스템으로 24기의 위성이 각 4기씩 6개의

궤도를 따라 적도면과 55도 각도로 11시간 58분

주기로 약 20,200km 상공에서 돌고 있다[3].

2013년 4월 현재, 총 28기의 위성(Block ⅡA

7기, Block ⅡR 12기, Block ⅡR-M 6기, Block

ⅡF 3기)이 작동 중에 있다[4].

미국의 GPS 현대화 정책은 고의잡음인 SA

해제는 물론 Block ⅡR-M 위성부터 새로운 신

호체계인 L2C 신호를 추가하며, Block ⅡF 위성

부터는 L5의 민간신호가 추가하여 정확도를 향

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향후 2014년부

터 발사되는 Block Ⅲ 위성은 신호세기가 3배

이상 증가하여 항법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정확

도, 가용성, 무결성 측면에서 향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미공군과 로키드 마틴사가 계약하

여 Block Ⅲ 위성을 개발 중이다[5].

2.3 GLONASS

GLONASS는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으로서

GPS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치, 속도 및 시각정보

를 제공한다. GLONASS는 3개의 궤도에 8기의

위성으로 총 24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며, 각 위성

들은 64.8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11시간 15분을

주기로 19,100km 상공에서 작동한다[3].

GLONASS는 GPS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시작되어 1996년 전면 운용이 선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만 해도 세계 위성항법 사

용자는 물론 자국 내의 사용자에게까지도 외면

당해왔다. 이는 구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재

정문제로 GLONASS가 완전한 임무수행에 필요

한 24개 위성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10개미만의

위성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GLONASS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최근

의 일로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위성항법 현대화

정책 추진 때문이다[6], [7].

러시아는 현대화 정책 발표이후 2012년까지

24개 위성을 모두 작동하도록 했으며, 향후 현대

화의 주요 내용은 CDMA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

스를 실시하고, L5 주파수를 이용하여 정확도와

무결성 측면에서 향상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GLONASS-M

위성 13기, GLONASS-K 위성 22기를 순차적으

로 발사할 예정이며, 정확도 측면에서 2020년까

지 1 m 이하로 향상시킬 계획에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새로운 항법위성인 GLONASS-KM

을 개발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5].

그림 1은 GLONASS 궤도정보와 최근 2011년

2월에 최초로 발사된 GLONASS-K 위성 발사

사진이다.

그림 1. GLONASS 궤도와 최근 발사된

GLONASS-K 위성 발사 사진

2.4 GALILEO

GALILEO 시스템은 GPS 및 GLONASS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

인 위성항법시스템이다[8].

GALILEO 위성은 30기의 위성이 10기씩 3개의

궤도에서 적도면과 56도 각도로 약 14시간 5분을

주기로 23,200km 상공에서 작동할 예정이다[9].

1999년 GALILEO 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이래

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기의 위성을 이용해

Testbed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

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궤도 및 위치측정 검증을

시작하였으며[10], 올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여 2015년 이후 완전

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5]. 정확도는 2d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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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림 2는 GALILEO 궤도 정보와 2012년 10월

발사된 David 위성의 발사 사진이다.

그림 2. GALILEO 궤도와 최근 발사된

GALILEO 위성 David 발사 사진

2.5 COMPASS

COMPASS 시스템은 지역항법시스템 개념의

Beidou-1을 세계적인 항법시스템으로 발전시킨

Beidou-2를 일컫는 말이다.

COMPASS 위성은 5기의 정지궤도 위성과 30

기의 중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며, 중궤도 위성은

적도면과 55도 기울어져 3개의 궤도에 약

21,500km 상공에서 작동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0년 10월 최초의 Beidou-1 실험위

성을 발사한 이래로 2003년까지 개념 및 실험단

계를 거쳐 2012년까지 14기 위성(5 GEO, 5

IGEO, 4 MEO)을 구축하였다[11].

그림 3은 COMPASS 위성의 궤도 정보와 최

근 2012년 10월 발사된 COMPASS-G6 위성의

발사 사진이다.

그림 3. COMPASS 궤도와 최근 발사된

COMPASS-G6 위성 발사 사진

현재 서비스 수준은 중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m 정도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성을 발사하

여 5기의 정지궤도 위성과 30개의 중궤도 위성

으로 세계적인 항법시스템을 구축하여 10m 이

내의 정확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11].

2.6 기타

인도는 IRNSS(Indian Regional Navigational

Satellite System)인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3

GEO 위성과 4 GSO 위성으로 총 7기의 위성을

이용하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도 미국

의 GPS와 연계한 QZSS(Quasi Zenith Satellite

Navigation System)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

Ⅲ. 결 론

현재는 GPS와 GLONASS만이 세계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운용중이나 GALILEO와 COMPASS가 단

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2015년 이후부터 2020년

이 되면 약 100기 이상의 항법위성을 이용한 서

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우리

나라로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

한 개의 단독 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의 통합된 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상이한 좌표체계 등으로 인하여 정확도 측면

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용성이나 

무결성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또한 

사용 주파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교란 해

결 측면에서도 우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합항법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GNSS의 

취약점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항법시스템이나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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