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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ldwide satellite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has been in operation since 1982 and 

has assisted in the rescue of thousands of lives in distress. Aviators, mariners and land users 

being equipped with distress beacons are capable of transmitting distress signals to the 

satellites in emergency situations anywhere in the world. This paper describes the configuration 

of the search and rescue satellite system, principles of its operation, and how the system is 

utilized to process the distress events. Also, this paper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technologies of user equipment and proposes an experimental program for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domestic satellites.

I.  서 론

1970년대에 경비행기들은 긴급 조난시에 작동되는 건전지로 구동되는 소형의 전파 발신 장치를  

탑재하 다. 이러한 발신 장치들은 소위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s(ELT)라고 불리는 

121.5MHz의 국제조난신호주파수로 작동되었으며, 근처의 항공기나 가까운 항공 관제소에 있는 수

신 장치를 통해 감지될 수 있는 저출력신호를 송출했다. 일부 ELT의 형식은 사람의 개입 없이 조

난신호를 발신하도록 추락시의 충격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선박들 역시 유사한 

조난신호 발신기를 갖기 시작하 는데, 이를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s 

(EPIRB)이라고 하며 침몰하는 배에서 떠올라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항공

기나 선박이 원거리에서 추락 또는 침몰했을 경우 수일 내에, 심지어 수주 내에 탐지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정도의 기간은 구조 신호를 조난 신호 발신 장치의 건전지가 다 떨

어진 후일 수도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25만개 이상의 조난 신호 발신기가 캐나다,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었다. 조종사와 선원들의 생명이 이러한 발신기의 덕택으로 구조되었으나, 아직 더

욱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특별히 "우주시대"인 현대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림 1>은 Cospas-Sarsat에 수신된 경보데이터에 나타난 조난사건과 구조된 인명의 통계자료

이다[1]. 1990년에서 2002년에 이르기까지 구조된 인명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림 2>는 탐색구조위성을 통하여 보고된 사건의 지역적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2]. 대체로 내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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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에서 보다 해안선 부근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도 적지 않은 경

보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탬색구조 위성시스템의 구성과 운용 개념, 사용자 장비의 기능 및 종류, 세계적 운

용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항공기 및 선박 탐사구조에 필수적인 사용자 장비의 국내 개발과 향

후 다른 임무로 개발되는 국내 위성에 탐색구조 탑재체를 포함시켜서 국내에 위성기반 탐색구조시

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세계 시스템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림 1> Cospas-Sarsat을 이용한 조난자 구조 통계(1990-2002)

<그 림 2>  2003년  위성을 통하여  탐색된  사건의 지역적 분포

II. 위성 탐색구조 시스템의 개요

조난 신호의 탐지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원거리에서의 탐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성링크를 이용하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 중반 조난신호의 근원지를 탐지하고 위치를 파

악하기 위해 위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현하기 위한 몇몇 연구가 아마추어 전파 위성

인 OSCAR를 이용하여 캐나다 국방부와 통신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NA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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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주국(CNES)에서 실시된 유사한 몇몇 실험들도 이러한 위성 시스템의 기술적 실현 가능

성을 증명해 보 다. 이후 이들 기관들은 ‘탐색 및 구조 위성을 이용한 추적’ (SARSAT)에 대한 

합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 다. 1979년에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 연구에 합류하고, COSPAS라 

불리는 호환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지금의 Cospas-Sarsat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다.

매우 약한 조난신호를 탐색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개발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Cospas-Sarsat 시스템의 설계 착수, 무선 주파수의 할당, 주요 

위성들의 궤도 설정, 위성의 탑재체 설계 및 생산, 지역사용자 터미널(Local User Terminals: 

LUTs)이라 불리는 특수 지상수신기지국들의 개발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 세계 최초의 LUT는 캐

나다 오타와에 설치되었다.

기본적인 Cospas-Sarsat 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듯이 극지방 궤도를 지나는 4개의 저궤도 위

성의 궤도를 활용하 다[3][7]. 이러한 형식의 궤도는 실제로 단일 위성으로 전지구 지역을 탐색한

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의 제한된 순간적 가시권으로 인해 전역 커버리지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시

간 지연이 발생한다.

     

<그림 3> 극궤도를 이용하는 탐색구조 위성[7]

최초의 위성이 1982년 발사되면서 ‘실험’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사 후 몇일만에 실제 

121.5MHz의 구조 신호가 탐지되었다. '실험 시스템‘은 탑승자 3명이 탄 경비행기가 캐나다 브리티

쉬 콜럼비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에 추락한 뒤 성공적으로 모두 구조되면서 언론의 헤드라

인 기사거리가 되었다. 조난자들의 ELT 구조 신호는 그들의 상공을 지나는 위성에 의해 수신되었

고, 약 4000Km 떨어진 오타와의 지상 기지국으로 전달되었으며, 그곳에서 구조신호위치가 자동적

으로 계산되었다. 이 자료가 탐색구조청으로 보내졌고, 구조 항공기가 곧 사고 지점에 도착하게 되

었다.

시스템의 기술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는 도중에도 실제 구조 신호들이 지속적으

로 탐지되었으며 몇일에 한번씩 추가적인 인명이 구조되었는데, 이는 탐색구조위성시스템의 덕분

이라 할 수 있다. 곧이어 첫번째 해상구조작업이 미국 동부 대서양에서 발생하 다. 121.5MHz의 

조난신호 발신기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만의 사용자를 위해 조난경보 및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외에도 Cospas-Sarsat는 신형의 더욱 정교한 406MHz의 조난신호발신기를 개발하 다. 이러

한 새로운 형식의 신호발신기는 구조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또한 특수식별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탐색구조대는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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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척된다.

1987년, Cospas-Sarsat 사무국이 런던의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본부에 설립되었다. 1988년

에는 공식적인 범국제적 국가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화를 약속하 고, 국제 

해양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개의 UN기구가 또한 관련

되었다.

여러 국가의 기관들과 산업계의 참여하여 장비 표준의 승인, 신규조난발신기 형식의 승인 및 제

조, 소비자까지의 유통 보급, 전세계적인 지상수신국 망 구축 등을 위한 일을 시작하 다. 

Cospas-Sarsat 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용 및 사용을 공유할 국가와, 새로 활동에 들어가는 더 많은 

기지국,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설치할 많은 조난신호발신기들을 늘려나갔으며 Cospas-Sarsat 시

스템 덕분에 매년 더욱 많은 생명이 구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985년, Cospas-Sarsat는 또한 406MHz 발신기를 이용한 식별 및 경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극궤도 위성시스템을 향상시킨 정지궤도 위성들의 사용 평가를 시작하 다. 이와 관련된 주

제들은 ISMC 99 문서(406MHz GEO 탐색구조시스템의 시현 및 평가)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III. 위성 탐색구조 시스템의 운  개념

시스템 개념

위성기반 탐색구조 시스템의 기본개념은 <그림 4>와 같다. 조난신호 전파 발신기는 항공기용의 

ELT, 해상용의 EPIRB, 그리고 개인용의 PLB 등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들 발신기는 적절한 

수신기를 탑재한 탐색구조 위성에 의해 탐지된다. 이 신호들은 발신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신

호를 처리하는 지역사용자터미널(Local User Terminals: LUTs)로 연결된다. 그 후 비상경보가 위

치 데이터와 함께 임무통제센터(Mission Control Center: MCC)로 전달되거나, 또 다른 MCC나 관

련 구조조정센터(Rescue Coordination Center: RCC) 또는 해당 지역의 탐색구조연락처(Search and 

Rescue Point of Contact: SPOC)로 전송된다.

<그림 4> 위성기반 탐색구조 시스템의 개념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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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의 궤도

<그림 5>는 극지방을 지나 지구를 주회하는 위성의 궤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은 지구가 위

성의 아래에서 동서로 회전하는 동안 이 궤도면을 따라 남북으로 회전하며, 그로 인해 하나의 위

성이 실제로 지구 전체 표면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대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궤도면 아래를 통

과하는 데에는 지구가 반바퀴만 회전하면 된다. 첫 번째 궤도면에 대해 90도 떨어진 두 번째 궤도

면에 또 하나의 위성을 배치시키면 지구는 1/4 바퀴만 회전하여도 된다. 마찬가지로 상이한 궤도평

면에 더 많은 위성을 배치시키면 탐색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다. Cospas-Sarsat 시스

템의 설계위성 수는 4기이며, 중위도에서의 대기시간은 1시간 이하가 된다. 

     

<그림 5> 위성의 극궤도평면 및 탐색 커버리지[5]

도플러 효과

저고도에서 위성은 지구 궤도상에 머물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림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라 불리는 무선주파수변이의 원인이 된다. 위

성과 발신기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용한 도플러 위치 추적은 매우 간단한 장비들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시간 대 주파수의 도플러 곡선은 위성이 전파 발신 장치에 

가장 근접한 시점(TC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Cospas-Sarsat 시스템은 도플러 성능을 최적화하고, 저출력 조난신호발신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저궤도 위성을 선택하 다. 물론 이러한 궤도가 시간지연이 있으나 전지구를 커버하는 

이점이 있다. 도플러 연산은 개별 발신기마다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2개의 지점들을 구해내는데, 

<그림 7>에 도시된 것처럼 발신기의 진위치와 위성의 지상 궤적의 반대편에 허상 위치가 존재한

다. 이러한 위치의 모호함은 두번째 위성의 통과를 기다리거나 지구의 회전을 고려하여 계산을 함

으로써 풀릴 수 있다. 다음 위성이 지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한쌍의 위치가 생성되지만, 오

직 단 1개만이 이전의 위성이동지점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신호 발신기의 진위치

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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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플러 주파수 변이              <그림 7> 발신기의 진위치와 허상위치

특히 406MHz 발신기에 대해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주파수 안정성이 제공되면, 진위치는 단

일 위성의 이동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15분간 위성이 이동하는 동안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 도플러 곡선이 천천히 굽어지기 때문이다. 121.5MHz 발신기에 대해서는 일

반적으로 위치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위성이 필요하다.

IV. 위성 탐색구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위성기반 탐색구조 시스템은 우주부문(Space Segment)과 지상부문(Ground Segment)으로 구성

되는데, 지상부문의 경계는 경보 데이터가 MCC를 떠나는 지점까지이다. 그 다음의 RCC와 탐색구

조팀들은 국가별로 또는 지역의 자치구 단위로 존재하며, 이들이 Cospas-Sarsat의 경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 활동을 한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조난신호 발신 장치는 국가별로 통제되며, 

406MHz 발신기들은 Cospas-Sarsat가 요구하는 성능보장을 위해 Cospas-Sarsat으로부터 형식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우주부문

명목상의 우주부문 시스템은 2기의 Cospas 위성과 2기의 Sarsat 위성으로 이루어진 총 4기의 위

성으로 구성되지만, 기존의 구형 위성을 대체할 신형위성이 발사되어도 구형 위성의 수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개 4개 이상의 위성이 활동 중에 있다. 러시아는 고도 1,000km, 경사 83도의 극궤도

에 121.5MHz와 406MHz의 탐색구조장비들을 탑재한 2개의 Cospas 위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은 고도 850km, 경사 98도의 극궤도에 캐나다 및 프랑스가 제공한 121.5MHz 및 406MHz의 탐색

구조장비를 탑재한 2개의 다목적 NOAA 기상관측 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위성에 탑재된 243MHz 장비는 121.5MHz 시스템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121.5MHz의 탑재장비는 모든 수신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는 리피터로서, 이러한 운용 모

드를 지역모드(local mode of operation)라 한다. 406MHz 장비는 대역을 중계할 뿐만 아니라 수신

된 발신기 신호를 부분적으로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재전송 한다. 또한 위성 메모리에 디지털 데이

터를 저장하며, 그 데이터는 모든 LUT 기지국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여러 차례 궤도를 회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운용모드를 전역 모드(global mode of operation)라고 

한다. 각각의 위성은 100분마다 극지방 근처의 지구 궤도를 초당 7km의 속도로 주회한다. 위성은 

지구를 돌때 넓이가 4,000km 이상이 되는 탐색 swath를 갖는데, 이는 하나의 대륙 크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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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적 ‘가시 역’을 제공한다. 지구에서 볼 때, 위성은 약 10-15분 안에 상공을 지나가는데, 이

는 특정한 궤도의 최대 앙각에 따라 다르다.

경보 및 위치 데이터의 전파

LUT에 의해 생성된 경보 및 위치 데이터는 MCC 네트워크를 통해 적정한 SPOC로 전송된다. 

대개 하나의 조난사고라도 여러 곳의 LUT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특히 406MHz 의 '전역 모드'

의 운용 시에는 경보 및 위치 데이터를 MCC가 분류하여 동일 데이터의 불필요한 전송을 막아준

다. 위성의 가시권에 있는 모든 LUT에 대한 연속적인 다운링크 전송 원칙은 다운링크 전송절차를  

단순하게 하며, 중복된 LUT 커버리지 구역내의 121.5MHz와 전세계적인 406MHz 모두를 통해 지

상처리시스템의 높은 예비율(high level of redundancy)을 제공한다.

사용자 장비

 121.5MHz  조난신호     발신기 

전 세계적으로 60만개의 121.5MHz 발신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항공기에 탑재된다. 그

리고 발신기는 ICAO 기준에 기초한 국가별 규격을 만족시킬 것이 요구되는데, 처음에는 위성시스

템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발신기들은 겨우 0.05에서 0.1와트의 신호를 전송하

고 기계적 톤과 진폭 변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조는 근처의 수신기에 '와우, 와우, 와우'하는 

진동음을 만들어낸다. 발신기의 반송파 주파수는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 환경 온도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 그래서 121.5MHz 시스템은 비록 시스템 성능이 발신기의 특성에 의해 제한을 받

지만 기존의 모든 타입의 발신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스템 용량(LUT가 처리할 수 

있는 위성의 가시권내의 동시 전송 횟수) 및 위치정확도와 같은 파라미터 값에는 한계가 있고, 사

용자 식별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121.5MHz 발신기의 

효용성은 위성 추적 및 도플러 위치 추적 기술로 인하여 매우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인

명들이 구조되었다.

406MHz 조난신호 발신기

406MHz 주파수를 발신하는 새로운 세대의 발신기에 대한 개발은 Cospas-Sarsat 프로젝트 초기

부터 수행되었다. 406MHz 장치들은 특히 위성 추적 및 도플러 위치 추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파

라미터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높은 최대 출력 및 낮은 임무 주기

 • 향상된 무선 주파수의 안정성

 • 각 발신기별 유일한 식별 코드

 • 위성 메모리에 저장 가능한 디지털 전송

 • ITU가 할당한 조난신호 발신기 전용 스펙트럼

이러한 파라미터들로 인하여 406MHz시스템이 121.5MHz시스템에 비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증대된 시스템 용량

 • 향상된 위치정확도(20km에서 2km 이내로 향상)

 • 조난신호발신자의 식별

 • 전 지구 역의 탐색 가능

 • 항공기 음성통신에 의한 간섭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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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MHz 발신기들은 약 50초 주기로 5와트의 신호를 0.5초간씩 발신한다. 반송파 주파수는 디지

털 메시지와 위상 변조된다. 낮은 임무 주기는 극궤도 위성의 가시권에 있는 90개 이상의 발신기

를 동시에 다중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이에 반해 121.5MHz 발신기는 겨우 10여개만

이 가능하다. 406MHz 조난 신호 발신기의 주요 특징은 디지털 암호화 된 메시지를 추가한 점인데 

이것은 조난 상태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의 식별 및 국적, 그리고 선택적으로 탑재된 항법 장치로

부터 위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팀이 조난 신호 발신기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개 하나의 보조추적 발신기가 406MHz 발신기에 포함된다. 1999년도에는 대략 12개국

에 20개 이상의 산업체가 406MHz 발신기를 생산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공급

자들이 있으며, Cospas-Sarsat에 의해 승인 받은 100개 이상의 다른 모델들이 있었다[6]. 사용중인 

406MHz 발신기의 수는 1985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990년에는 20,000개, 1998년에는 156,000개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지상부문

지역 사용자 터미널(LUTs) 

LUT는 위성을 추적하고 위성을 통해 조난신호발신기 신호를 수신하며, 조난신호의 위치를 계산

하고 비상 데이터를 MCC에 전송하는 지상 기지국이다. 대부분의 LUT는 완전 자동화 되어 있다. 

일부는 무인화 되어 외딴 곳에 설치되어 MCC에 의해 원격으로 운용될 수 있다. LUT는 상공을 

지나는 위성을 추적하기 위한 안테나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LUT는 실시간 상태로 위성 궤도 데

이터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취역된 LUT는 Cospas-Sarsat의 규격을 충족시키지만, 일부 LUT

의 형상 및 능력은 Cospas-Sarsat 참가국들의 특정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도록 변경될 수 있다. 

Cospas-Sarsat 위성 다운링크 신호의 포맷들은 LUT들과 다양한 위성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

한다. 121.5MHz 신호에 대해서는 개별 전파 발신이 탐지되고, 도플러 정보가 계산된다. 발신기의 

위치는 이들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위성으로부터 전송된 2,400 bps의 디지털 데이터(406Mhz 전송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

는 작업은 도플러 주파수가 측정되어 위성에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일이다. 위성의  

매 통과시 위성 메모리로부터 수신된 모든 406MHz 데이터는 위성이 통과한 후 수분 안에 처리된

다. 2004년 말까지 43개의 LUT가 6개의 대륙에서 운용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Cospas-Sarsat LEO LUT의 지역 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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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통제센터(MCC) 

MCC는 한개 이상의 LUT를 운용중인 대부분의 국가에 설치되었다. LUT의 수신, 신호 처리 및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MCC는 위성 탐색구조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조난

경보 데이터를 처음으로 사람이 대하는 곳이다. MCC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LUT와 다른 MCC로부터 자료를 수집, 저장, 분류한다.

• Cospas-Sarsat 시스템 내에서의 자료를 교환한다.

• 경보 및 위치 데이터를 관련 RCC 또는 SPOC에 전송한다.

위성 탐색구조 시스템의 모든 MCC는 시스템 정보와 비상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적절한 네트워

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V. 시스템 현황

2004년 11월 현재, 37개 국가가 Cospas-Sarsat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9>

에 주어진 바와 같다.

<그림 9> Cospas-Sarsat 가입국(2004.11.)[2]

Cospas-Sarsat의 지상부문 요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표 1>과 같다. 2003년 한해동안  

Cospas-Sarsat 시스템은 366건의 탐색구조 사건을 처리하여 1,414명의 목숨을 구하 다. 따라서 

1982년부터 2003년 말까지 Cospas-Sarsat 시스템은 총 4,851건의 탐색구조를 벌여 총 17,117명의 

조난자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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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4년 지상부문 시스템 및 사용자 장비 수

항 목 개 수

MCC 26

LUT 43

121.5MHz 발신기

406MHz 발신기

680,000

341,000

시스템 관리 및 운용예산

 Cospas-Sarsat 시스템의 계획 실행과 운 에 드는 비용은 여러 회원국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조난신호 발신기 구매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들이 지불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Cospas-Sarsat을 

접속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및 미국 등 시스템 설립 4개국은 우

주부문을 담당하며,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MCC와 지상 수신 기지국도 설치/운용하고 있다. 사무

국 유지비용은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현재까지 추정된 Cospas-Sarast 장비에 투자된 비용은 

약 5억 달러인데, 그 절반은 시스템(위성 탑재체에 2억 달러, LUT 및 MCC에 5천만 달러)에 든 

비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구입한 조난신호발신기에 든 비용이다. 프로그램은 

Cospas-Sarsat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런던에 위치한 

사무국과 정기적 회합을 갖는 기술/운용 전문가들 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1990년도에 

Cospas-Sarsat은 해상 안전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어 그해의 해상무역공적상을 수상하 다. 

Cospas-Sarsat 시스템은 ICAO가 항공분야에 이용을 권고하고 있고, IMO의 전세계 해상운송을 위

한 전지구 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GMDSS)의 통합된 부분이기도 하다.

VI. 결론 및 제안

 Cospas-Sarsat 시스템은 이후에도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제공할 것이고, 지

금도 새로운 향상과 더 많은 이용자들로 인하여 확장되고 있다. 특히 수천명의 사용자들이 조난신

호 발신기를 휴대하도록 의무화될 때 Cospas-Sarsat 시스템은 향후에도 오랫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121.5MHz 발신기의 사용은 향후 점차 감소할 것이고, 406MHz 정

지궤도 위성의 추가 배치와 몇몇 신형 발신기에 GPS 칩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정교해질 406MHz 

발신기는 그 사용이 지금 보다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Inmarsat 또한 L-대역에서 작동되는 발

신기를 위한 해상의 EPIRB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운용에 들어가는 다른 위성 

시스템들은 긴급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쌍방향 통신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여러 가지 경우

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Cospas-Sarsat 시스템 협정 가입 국가로서 기존의 시스템을 단순히 사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 향후 구축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참여계획이나 또는 사용자 장비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2009년이면 121.5MHz 발신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보다 혁신적인 406MHz 발신기가 단독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이 장비에는 자기위치 발신장치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전세계의 항공, 해상, 육상 분야에서 이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Cospas-Sarsat 시스템은 향후 더 많은 GEO, MEO, LEO 위성 등과 결합이 시도될 것이고, 특

히 미국의 GPS나 유럽의 GALILEO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용자 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서둘러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시

장에 진출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술이 최초의 위성시스템 구축국가 

들에 종속되어 있어서 사용자 장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세계수준의 IT기술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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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서는 한번 도전해볼만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

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업체와 사용자 장비를 공동개발 한 후 

Cospas-Sarsat의 인증을 받아 국내 수요충당 및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 사용자장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나 전체 시스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기관에 기술료를 지불해야 함.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내 저궤도 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에 탐색구조 탑재체를 포함시키고, 사

용자 장비를 개발하여 시험한 후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의 사용자 장비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 이 방법은 전체 시스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단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ITU로부터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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