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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사적으로 미래전에서는 항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전 형태의 항법전(NAVWAR; 
NAVigation WARfare)이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용화 된 항법시스템을 지상항법 시스템

과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항법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항법시스템의 취약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항법시스템 발전방향을  eLoran 시스템 구축, 통합수신기 개발, 통합감시체계 구축으

로 경보단계 설정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AVWAR (NAVigation WARfare) such as an integral part of EW (Electronic Warfare) for making navigation 
systems malfunctioning expands rapidly in the future military warfare. First of all, Navigation systems of ground radio 
and satellite were investigated. And the definition of NAVWAR  and  vulnerability related to GNSS were analyzed.  As 
a result, we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future navigation system such as constructing eLoran system, 
developing an integrated receiver, establishing alert steps of watch system, and so on.

키워드 : 전자전, 항법전, 지상항법, 위성항법, eL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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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기반의 정밀

타격이 보편화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

로 운용되는 항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자전 

형태의 항법전(NAVWAR; NAVigation WARfare)[1]
이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법이란 선박이 위치를 측정하며 목적지로 항해해 

가는 방법을 말하며, 육상에서는 도로나 지형지물이 잘 

표현되어 있어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으나 해상

에서는 주위 표지가 없어 어렵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달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선박의 범주에서 확대하여 육상

의 자동차나 공중의 비행기, 우주의 우주선까지 항법이

란 용어를 사용한다[2]. 항법은 육상의 물표를 관측하는 

지문항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천문항법, 전파항법, 위성

항법까지 발달하여 왔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측위시스템으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라 불리고,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러시아의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가 운

용되고 있으며, EU의 GALILEO, 중국의 COMPASS 등
이 구축 중에 있어 향후 100기 이상의 항법위성이 널리 

상용될 전망이다[3-7].
그러나 항법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는 주파수가 공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궤도에서 송신하기 때문에 지

상에서의 수신 전계강도가 매우 미약하여 외부 간섭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이동통신과 해상에서의 선

박 항해 장애도 특정집단 또는 특정국가의 전파 교란에 

의해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각 정보와 위치 

정보의 일시적 손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항법 시스템의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항법전과 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여 미래 항법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항법시스템

2.1. 개요

인류가 처음으로 항해를 할 때에는 수평선 너머에 대

한 두려움 때문에 육지 가까이에서 육상물표를 보며 항

해할 수밖에 없어 육상의 물표를 관측하여 위치를 구하

는 지문항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천체의 앙각을 측정하

여 천측력으로부터 위치를 결정하는 천문항법이 대두

되어 선박이 해안에서 멀어져서 육지나 섬 등 육상물표

를 확인할 수 없는 대양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시계가 불량한 경우 항법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여 전파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전파항법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57년 구 소련의 스

퓨트닉 1호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서 시작된 우주개발

기술은 그 응용분야의 하나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

치를 구하는 항법기술의 촉진을 가져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2.2. 전파항법시스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파를 이용한 과학기술이 급

속도로 발달하여 먼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고 실현되었다. 먼저 개발된 것은 무선방

위측정기로 육상송신국으로부터 전파 비컨을 이용하여 

방위를 측정하였다[8]. 초기에는 기상에 관계없이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이후 쌍곡선 

항법기기가 개발되어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탑재규정이 

삭제되었다.
쌍곡선 항법은 특정 송신 주기를 갖는 한 쌍의 송신

국 전파의 도착시간차를 구하면 수신자는 하나의 쌍

곡선상에 있음을 알게 되고, 다른 한 쌍의 송신국에 의

한 쌍곡선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두 쌍곡선의 교점으로 

위치가 구해진다. 이와 같이 위치를 낼 때 사용하는 위

치선(LOP; Line of Position)이 쌍곡선인 점에서 쌍곡

선 항법이라 한다. 쌍곡선 항법도 초기에는 획기적인 

항법체계였으나 정확도 측면에서 95% 확률 분포로 

460m 이상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어 위치정확도가 

뛰어난 위성항법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다소 쇠퇴하였

으나 위성항법시스템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발전된 시스템인 eLoran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eLoran은 장비 업그레이드와 데이터 채널 할당, 디지

털신호처리 등을 통하여 쌍곡선 항법체계인 Loran-c 보
다 우수한 정확도와 무결성, 지속성을 가지도록 향상된 

시스템이다[9]. 그림 1은 Loran-c와 eLoran 시스템의 위

치결정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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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oran-c과 eLoran 위치결정 원리

Fig. 1 The concept of Loran-c and eLoran positioning

2.3.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구하는 항법기술로 위

성항법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파항법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위치 측정의 기본원리는 위치선을 위성 신호로부터 

계산하여 위치를 구하는 것이다. 즉, 측위 원리는 기하

학적 삼각법에 의한 위치 결정으로 위치를 정확히 아는 

위성에서 출발한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전파의 도달 시

간을 측정하고, 이것이 위치선이 되어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최소 4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 위치 및 시간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위

성항법의 위치결정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위성항법 위치결정 원리

Fig. 2 The concept of GNSS positioning

위성항법시스템인 GNSS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가 운용되고 있으며, EU의 Galileo, 중국의 

COMPASS 등이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일

본의 QZSS, 인도의 IRNSS 위성항법시스템이 운용되

고 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측위시스템에 사용되는 GNSS

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등의 국제

기구가 공식으로 채택한 용어로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방식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7]. 현재 완

료, 진행 중인 GNSS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10].

표 1. GNSS 시스템 특성 비교

Table. 1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GNSS

구   분 GPS GLONASS GALILEO
(추진 중)

COMPASS
(추진 중)

위성수 24 24 30 35

궤도수 6 3 3 3

궤도고도 20,200km 19,100km 23,200km 21,500km

궤도 
경사각

55도 64.8도 56도 55도

주파수
L1, L2, L5 
(추진 중)

L1, L2, L5 
(추진 중) E1, E5, E6 E1, E2,

E5b, E6

변조방식 CDMA FDMA
(CDMA 추진 중) CDMA CDMA

* 지역항법시스템인  QZSS, IRNSS 제외

Ⅲ. 항법전 및 취약성 분석

3.1. 항법전

과학기술과 함께 발달한 전파항법은 과거 무기체계 

운용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미래전 양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7]. 최근 새로이 대두되는 항법전은 항법시

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지원, 전자공격, 전자보호로 구분

되며 그림 3과 같다[11].
전자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적 위협요소의 탐지

를 목적으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사되고 있는 

전자파 에너지를 탐색, 감청, 식별하고 방사위치를 탐

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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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전

Fig. 3 Electronic Warfare

전자공격은 적의 전투능력을 저하 또는 무력화시키

기 위하여 적의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하여 전자기 에너

지와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방

해 및 기만과 같이 전자파를 사용하여 적의 전자파 스

펙트럼 사용을 방해 또는 저하시키는 행위와 고출력 전

파에너지를 이용하여 적의 전투능력을 무력화 파괴시

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전자보호는 대전자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적의 전자지원 및 전자공격에 대항하여 아군을 보호하

기 위한 기술이다.
전자전의 세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공

격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적 인원, 시설, 장비

를 공격하거나 전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전의 한 

부분이다. 전자공격 기술에는 방해(Jamming), 기만

(Deception), 무력화(Neutralization) 등이 있다. 방해는 

적 장비의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전자파 에너지를 방사

하는 것을 말하고, 기만은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오정

보 또는 오신호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또한 무력화는 

적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영구 파괴하기 위해 전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11].
방해의 목적은 사용 신호보다 큰 신호를 발생시켜 대

상 수신기에 보냄으로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림 4는 전파방해 신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기만의 

목적은 적이 오판을 하게하거나 적에게 혼란을 유도하

는 것으로 조작(Manipulation), 모사(Simulation), 모조

(Imitation)의 세 가지가 있다. 조작은 아군의 전자 프로

파일을 바꿈으로서 아군 활동의 징후가 변경 되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을 말하고, 모사는 아군의 잘못된 위치정

보나 능력을 조작하여 보여주기 위해 모의 통신 및 전

자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모조는 적이 오판을 하거

나 잘못된 정보를 얻도록 할 목적으로 적 통신 시스템

에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 조작과 모사는 적의 전자지

원 시스템이 표적이 되며, 모조는 적의 통신 시스템이 

표적이 된다.

그림 4. 전자방해 신호 개념

Fig. 4 The concept of Jamming signal
  

3.2. 취약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파항법이 정밀한 PNT 
(Position, Navigation and Time) 서비스를 위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위성항법까지 이르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항

법전에서 전자공격의 전파방해와 기만에 취약한 단점

을 가지고 있다.
항법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는 L밴드로 공개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약 20,000km 상공에서 송신하기 때문

에 -160 dBW 이하로 매우 미약한 신호로 되어 외부 간

섭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12] 전자공격에 의해 방해

(Jamming) 및 기만(Spoofing)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이다[10].
그림 5는 Jamming 실시전과 후의 GPS 수신기 상태

를 보여준다. Jamming 전에는 위성에서 보내주는 신

호가 안정적으로 수신되지만 Jamming 후에는 시스템

의 전자파감수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초 또는 수분 

안에 위성의 신호를 소실하여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

리게 된다.
그림 6은 Spoofing의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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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amming 수신기 특성

Fig. 5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from jamming 

그림 6. Spoofing 위협

Fig. 6 Spoofing threat

적의 항법전 공격에 의해 함정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장에서 적을 미사일로 공격

하여 오폭하는 상황으로 아군에게도 매우 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가장 취약한 것은 위성항법시스템

이며 지상항법시스템은 강한 전파신호와 저주파를 이

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항법전에 강할 뿐만 아니

라 건물 내부에서까지도 위치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현재의 지상항법시스템은 위성항법시스템 

대비 정확도가 낮으며 서비스 지역이 다소 축소되는 단

점이 있다. 
위성항법과 지상항법 시스템이 특징과 취약점을 비

교하여 분석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위성항법시스템과 지상항법시스템의 특징 및 취약점

Table. 2 Characteristics and vulnerability of satellite and 
ground radio navigation

구    분 특성  및  취약점 

위성항법

- 미약한 전파신호 사용으로 항법전 취약

- 고주파 사용으로 가시거리 밖 서비스 제약

- 광역 및 고정밀 서비스

지상항법

- 강력한 전파신호 사용으로 항법전에 우수

- 저주파 사용으로 건물 내에서 서비스 가능

- 서비스 커버리지 및 정확도 제약

  * 정확도는 eLoran으로 극복 가능

Ⅳ. 항법시스템 발전 방향

과학기술의 발달과 강대국들의 다양한 위성항법시

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

이 사용되어 전파방해에 다소 우수하게 대처 가능하여 

우연한 잡음이나 단순 방해 전파간섭은 제어가 가능하

다. 그러나 의도적인 항법전의 전파방해는 다소 감소시

킬 수는 있으나 전파의 특성상 완전히 전파방해를 없애

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강대국들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미래 항법시스템의 발전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성항법 시스템은 취약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유사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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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대체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상항법시

스템도 발전할 것이다. 또한 잠시 서비스 불가 지역에

서도 항법이 가능한 보조시스템(관성항법 등)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 항법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토는 육지만볼 때 남한 약 10만 

km2, 한반도 전체 약 22만 km2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지상항법시스템(eLoran)으로 국가 인프라

로 구축하는 것이다. 비록 3차원이 아닌 2차원으로 위

치를 구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유용성 측면에서 매우 효

과적일 것이다.
기존 Loran 시스템의 우리나라 기지국을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3~4개 기지국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국가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구축하거나 구축하고 있

는 GPS, GLONASS, GALILEO, COMPASS 등 GNSS 
위성항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수

신기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eLoran 시스템

까지 통합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통합수신기로 사용 시 항법전에도 다소 강건해질 뿐

만 아니라 도심이나 산 등의 위성 가시영역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도 많은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정확

한 위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에서 보이듯 GPS와 GLONASS 시스템을 통

합 수신하여 분석한 결과 DOP(Dilution of precision) 
측면에서 GDOP(Geometric DOP)가 0.3 ~ 0.8, TDOP 
(Time DOP)가 0.1 ~ 0.3 향상됨을 확인하였다[13].  
DOP는 위치 측정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를 확인하

는 척도이다[14, 15]. 그림 7의 DOP 향상 정도는 위성 

가시영역에서 향상된 데이터이며, 도심이나 산악 등 

GPS 위성 가시영역 밖에서는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항법 시스템의 취약점은 강대국들이 잘 파악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은 자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에 대해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Power를 올리고 새

로운 암호화 체계를 구현하는 등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이용국의 입장에서는 환경변화

에 주목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본다.

그림 7. GPS와 GNSS의 GDOP 및 TDOP 비교 분석

Fig. 7 Analysis of GDOP & TDOP from GPS & GNSS

그림 8. 항법전 감시체계 경보 단계

Fig. 8 Alert steps of watch system for NAVWAR 

셋째, 통합수신기에 추가하여 Beamforming 기법이

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수신기 신호 제어 기술로 항

법전 재밍 신호를 제어하여 수신신호를 보호하는 것

이다.
넷째,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성항법장치 등의 보조시스템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위성항법이나 지상항법시스템을 개발할 지라도 터

널 안에서나 대도시의 건물과 건물 근처에서는 항법서

비스 사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도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며 사용가능한 보조시

스템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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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항법시스템에 대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

여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해 항법전 수위에 따라 실시간 

정상, 경고, 위험 등을 방송해 주어 이용 가능한 타 시스

템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10]. 통합감시체계는 기

존 구축되어 있는 관측소 또는 DGPS 기준국에서 손쉽

게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림 8처럼 기준선을 설

정하여 방송하면 될 것으로 본다.

Ⅴ. 결  론

미래전에서는 항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

편으로 전자전 형태의 항법전까지 대두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동북아 항공 및 항만 허브역할

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항법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어 미래 항법시스템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상항법 시스템인 eLoran으로 국가 측위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GNSS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

합수신기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eLoran까
지 통합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수신기 신호제어 기술로 항법전 재밍 신호를 

제어하여 수신신호를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성항법장치 등의 보조시스템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항법시스템에 대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해 항법전 수위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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