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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현대화 계획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정확도와 사용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미국의 주

도하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GPS 현대화 관련 현황 및 계획

과, 위성항법 관련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관련 국내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국내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1. 서론

GPS 현대화 계획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정확도

와 사용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미국의

주도하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은 미국의 GPS 현대화 관련 현황 및 계

획과, 위성항법 관련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

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관련 국내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국내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2. GPS 개요

GPS의 개발은 1940년대 초기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LORAN, Decca 항법과 같은 지상 라디오

항법 체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이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의 리

처드 B. 커시너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스푸

트니크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모니터링하였다. 도플

러 효과로 인하여 위성의 고도에 따라서 전파의 주

파수가 바뀐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초의 위성항법체계인 트랜짓

(Transit)은 1960년에 미국 해군이 성공적으로 시험

하였고, 1967년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타이메이션

(Timation) 이후로 인공위성에 고도로 정밀한 시계

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호의 위상차를 측정하

는 방식의 1970년대 오메가 항법은 최초의 전 세계

적 라디오 항법 체계였다. GPS의 최초의 Block-I

위성은 1978년 2월에 발사되었다. 1995년 7월 17일

완전작전능력(FOC)이 선언되면서, GPS는 최초의

설계 목표를 달성하였다.

2.1. 시스템 구성
GPS는 우주 부분(SS, space segment), 제어 부

분(CS, control segment), 사용자 부분(US, user

segm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GPS 시스템 구성도

우주 부분(SS)은 궤도를 도는 GPS 위성을 의미한

다. GPS는 24개의 인공위성이 여섯 개의 궤도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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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하도록 설계되었다. GPS 위성의 평균 수명

은 약 8년 정도이다. 궤도면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

과 일치하며 각 궤도면은 지구 적도면으로부터 55°

만큼 기울어져 고정되어 있다. GPS 위성의 고도는

약 20,183 km이다. 또한 항성일마다 궤도를 두 번

일주며, 각각의 GPS 위성은 지상의 한 점을 하루에

한 번 통과하게 된다. GPS 궤도는 지상의 대부분

위치에서 최소한 여섯 개의 GPS 위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GPS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

고 위성을 관리하는 제어 부분(CS)은 지상의 제어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와이, 콰절런, 어센션 섬,

디에고 가르시아 섬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다섯 군

데의 제어국에서 미국 지리정보국의 운영 하에 위성

을 추적한다. 위성의 추적 자료는 콜로라도 스프링

스의 슈리버 공군기지에 위치한 주제어국으로 보내

어진다. 주제어국은 미국 공군의 2 우주 작전 대대

에서 운영한다. 주제어국에서는 취합된 최신의 궤도

정보를 분석하여 각 추적제어국의 안테나를 통해

GPS 위성으로 새로운 궤도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위

성의 시각을 동기함과 동시에 천문력(ephemeris)을

조정한다. GPS의 사용자 부분(US)은 GPS 수신기이

다.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서 송신하는 주파수

에 동조된 안테나, 수정발진기등을 이용한 정밀한

시계,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고 수신기 위치의 좌표

와 속도 벡터 등을 계산하는 처리장치, 계산된 결과

를 출력하는 출력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GPS 위성신호
각각의 GPS 위성은 위성의 상태 정보, 위성에

탑재된 시계의 시각 및 오차, 궤도 정보와 이력

(almanac), 천체력(ephemeris), 오차 보정을 위한 계

수 등이 포함된 항법메시지(navigation message)를

50 bps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방송한다. 궤도 정보

및 이력에는 모든 GPS 위성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궤도 정보가 들어 있는데 이를 완전히 송

신하는 데 12.5분이 걸린다. 갓 생산된 GPS 수신기

의 초기 구동을 위해서는 궤도 정보 및 이력의 완전

한 수신이 필요하다. 즉, GPS 수신기에서 한 GPS

위성으로부터 궤도 정보 및 이력의 수신이 완료된

경우, 다른 위성으로부터의 수신이 진행된다. 천체력

(ephemeris)에는 지상의 제어국으로부터 2시간마다

갱신되고 4시간 동안 유효한 개별 위성의 궤도 정보

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항법메시지는 C/A 코드

(Coarse/Acquisition code 또는 Standard code)와 P

코드(Precision code)와 함께 반송파(搬送波, carrier

wave)에 실려 송신된다. C/A 코드와 P 코드는 각각

비트율 1.023 Mbps, 10.23 Mbps로 위성마다 고유한

의사잡음부호(PRN, Pseudo-Random Noise)가 담긴

다. C/A 코드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으나 P 코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W 코

드를 이용해 암호화되는데, 암호화된 P 코드를 Y

코드 또는 P(Y) 코드라고 한다. P(Y) 코드를 해독하

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GPS 현대화 이전, GPS가 사용하는 반송파의 송신

주파수와 각 채널에 위상 변조를 거쳐 담기는 정보

는 다음과 같다.

l L1 (10.23MHz × 154 = 1575.42 MHz): 항법

메시지, C/A 코드, P(Y) 코드.

l L2 (10.23MHz × 120 = 1227.60 MHz): P(Y)

코드, Block-IIR-M 이후부터는 L2C 코드도

포함.

3. GPS 현대화 

3.1. GPS 현대화 계획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수요의 발생에 따라서

GPS 체계를 더욱 개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1998

년 미국 부통령과 백악관의 공표에 따라서 GPS 현

대화 계획이 시작되었고, 미국 의회는 2000년 GPS

III로 명명하면서 이 계획을 인가하였다.

GPS 현대화 계획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정확도와

사용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지상

국, 새로운 위성 및 네 개의 추가적인 GPS 신호 대

역를 포함한다. 민간용의 새로운 신호 대역은 L2C,

L5와 L1C이며, 군용의 새로운 신호 대역은 M-Code

이다. L2C1 신호는 상업적 용도를 만족시키도록 설

계되었으며, 전리층 보정을 통하여, 정확도를 증진시

켰으며, 2005년부터 GPS IIR-M에서 처음 적용되었

으며, 2016년 까지 총 24개의 위성이 계획되었다. 세

번째 민간용 신호인 L5는 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ARNS) 밴드를 사용하며,

교통안전(Transport safety)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

록 설계되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decimeter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호

환성(Interoperability)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2009년

GPS IIF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2018년까지 24개의

위성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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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C 신호는 네 번째 민간용 신호로서, 국제적인 호

환성을 갖으며, L1 주파수를 이용하여 현대화 하였

다. 2014년 예정된 GPS IIIA에 적용되며, 2021년까

지 24개의 위성이 계획되었다. 다음 그림은 위성

block별 GPS 신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림 2] GPS 신호 스펙트럼

3.2. GPS 위성 현황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초기에 발사된 GPS 위성

들을 Block-I/IA로 분류하며 현재 이들 위성은 모두

퇴역하였다. 1989년부터 발사된 위성들은 Block-II로

분류되며 1995년에 완전작전능력이 선언되었다.

Block-IIR 위성은 1997년부터 기존의 Block-II/IIA

위성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Block-IIR 위성은 중

앙처리 장치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

으며, 또한 새로운 군사용 신호인 M-코드 신호를

L1과 L2 채널에, 민간용의 개량된 신호인 L2C 신호

를 L2 채널에 담아 송신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Block-IIR의 개량형인 Block-IIR-M 위성은 2005년

9월 25일에 최초로 발사되었으며, 현재 총 8개의 위

성 중 7개가 운용되고 있다.

l 11 Block IIA satellites

l 12 Block IIR satellites

l 8 Block IIR-M satellites (7 operational)

1 IIR-M in “test” mode – SVN-49

l 1 Block IIF satellite (SVN 62, PRN 25)

Launched 27 May 2010

Set Healthy 30 August 2010

First Operational L5 (third civil signal)

Excellent GPS clock performance

[그림 3] GPS 위성 현황
3.3. GPS III 프로그램

GPS III 프로그램은 32개의 위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Block으로 나눈다.

l A : RDT&E용 2개 포함 6개

l B : 네트워크 통신 능력을 포함하는 8개

l C : Spot beam과 integrity 기능을 추가한 16개

2008년 5월15일 록히드 마틴사가 GPS IIIA를 설

계/제작하는 주계약업체로 선정되었다. GPS IIIA에

서는 정확도와 Earth coverage power를 증진시키고,

민간용 신호 L1C를 추가한다. 또한 Galileo,

Compass, QZss 등과의 호환성(Interoperability)를

갖도록 개발되며, IIIB, IIIC에 대한 Bus capacity를

포함한다. GPS IIIB는 실시간으로 명령 및 통제가

가능한 cross-link를 적용함으로써, 위성에 upload

가 가능하도록 하고, constellation 정확도를 증진시

킨다. GPS IIIC는 고출력 spot beam을 적용함으로

써, 군용 anti-jamming 능력을 제공하며, 무결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다음 그림은 IIR-M/IIF 대비

GPS IIIA와 IIIB의 정확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 GPS 현대화 정확도 증진

GPS IIIB의 경우, 약 20cm 정도로, 기존 IIR-M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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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다 15배까지 정확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설계수명은 12년에서 15년으로 개선되며, 4번째 민

간용 신호인 L1C을 적용한다. GPS Block III 위성

은 2014년 첫 번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

련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GPS III 개발 일정

현대화된 GPS 신호의 완벽한 동작을 위해서, GPS

III에서는 차세대 제어부분(Operational Control

Segment:OCX)이 적용되며, OCX는 L2C와 L5신호

를 이용한 모든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6] GPS 지상제어 부분 현황

3.4. 기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동향
GPS 개발은 가장 활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분야이다. 위성항법은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에 선진국들은 최근 GPS의 독점을 벗

어나 독자적인 위성항법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 완성을 목표로 자체 위성

위치정보시스템 글로나스(GLONASS) 현대화 계획

을 추진 중이며, EU는 2002년부터 갈릴레오라는 독

자적 위성항법시스템을 추진해왔다. 2005년 첫 시험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2014년까지 위성 32개를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EU 소속이 아닌 나라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고 우리나라도 2006년에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군사목적으로 베이더우(北斗) 독자위성항법을 구축

하고 있고, 일본과 인도도 각기 지역 위성항법체계

인 준천정위성시스템(QZSS)와 글로나스의 로컬판인

IRNSS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각국은 이

미 미국 WAAS, 유럽 EGNOS, 일본 MSAS, 인도

GAGAN 등 GPS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호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우주기반보강시스템(SBAS)을 운영

하고 있다.

4. 결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미국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유럽

식 독자항법시스템(갈릴레오)의 위성항법 신호를 모

두 처리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신호감시국용 GPS/갈

릴레오 복합 수신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GPS 항법신호와 GPS의 현대화에 따라 새로 도입되

는 GPS 항법신호(L5, L2C) 뿐만 아니라 민간용 갈

릴레오 위성의 항법신호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가용성

이 높고 정밀도 및 신뢰도가 한층 향상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항우연

에서는 위성기반 위치추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난방지,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GPS, 갈릴레오 등 다원화 항법신호 환경 하에서 보

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핵심기술 및 적용기술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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