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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ce debris is the collection of objects in orbit around Earth that were created by humans but no longer serve

any useful purpose. Since plenty of spacecrafts were launched in space after 1957, the number of space debris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USSTRATCOM, the number of space debris which are bigger than 10cm is more

than 15,000. Recently two critical events were occurred. Which one was that China shot down their satellite using

missile and the other was that two satellite, Iridium 33 and Cosmos 2251, collided in space. Space debris

environment in which KOMPSAT-2 is operating has been severe. This paper presents the status of space debris

and international activity, and the comparison of conjunction assessment process betwee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broad satellite operation center.

초  록

우주파편이란지구궤도에있는인간이만든물체중, 더이상유용한목적으로사용할수없는물체를말한다. 우

주파편은 1957년인류가우주에위성을발사하기시작한이후로그숫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현재미전략사

령부(USSTRACOM,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에의하면 10cm 이상의우주파편의수가 15,000개이상이라

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의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시킨 사건과, 미국 Iridium 33 위성 및 러시아

Cosmos 2251 위성이우주상공에서서로충돌한사건이발생함에따라아리랑 2호가운영중인저궤도의우주파편

환경이나빠졌다. 본논문은우주파편들의현황및관련국제활동을소개하고, 한국항공우주(연)에서수행중인충돌

평가방법과해외위성운영기관들의충돌평가방법을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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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파편이란인류에의해만들어졌으며임무관련

(Mission-related) 파편, 운영 중인 위성, 로켓 몸체

(Rocket bodies), 임무 종료 위성,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잔재파편(Fragmentations) 등으로 구성된다. 미전략

사령부(USSTRATCOM)에 의하면 10cm 이상의 크기

를갖는우주파편이 2011년현재 15,000개이상으로알

려지고있으며그숫자는날로증가하고있다[1]. 2007

년 중국이 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요격한 시험으로

인하여아리랑 2호가운영중인궤도에 2,500여개이상

의 우주파편이 발생했으며, 2009년 사상 첫 번째로 발

생된 위성 간의 충돌로 인하여 1,500여개가 넘는 우주

파편이 추가로 발생하여 아리랑 2호와 우주파편간의

충돌위험성이증가되고있다.

이러한충돌위험성으로인하여우주파편에대한국

제공동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UN(United

Nations)산하의 COPUOS(Committee On the Peace-

ful Uses of Outer Space), IDAS(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및 SpaceOps

Committee의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우주파편과운영위성과의충돌가능성은위성을운

영하는데 있어서 큰 위협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우주개발선진국에서는이러한우주파편과

자국의운영위성과의충돌가능성을분석하고우주파

편과의충돌을회피하기위한방법을마련하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은 ‘Robotic

Conjunction Assessment Process’[2], 유럽우주기구

(ESA, European Space Agency)는 ‘Debris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Analysis Tool’[3],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Centre National d' Etudes

Spatiales)는 ‘Contingency Operational Procedure for

Collision Risk Management’[4], 일본항공우주연구개

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Research Institute)는

‘JAXA's Conjunction Assessment Procedure ’[5]를운

영함으로써자국의위성이우주파편과충돌하지않도

록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저궤도위성관제

팀에서는 아리랑 2호와 우주파편간의 충돌평가를 수

행하기 위해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개

발하여 매일 아리랑 2호의 우주파편 충돌위험성에 대

한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또한항우연은아리랑 2

호와우주파편간의충돌에대응하기위한충돌평가방

법을만들어서운용하고있다.

2. 우주파편 현황 및 국제 활동

2.1 우주파편의 종류별 개수분포

1957년 인류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기 시작한 이

래로우주파편의개수분포는그림 1에나타난바와같

이 점차증가하다가 2007년중국의위성 요격 시험및

2009년 Cosmos 2251 위성과 Iridium 33 위성간의 충

돌로인하여그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위성, 임무

관련 파편 및로켓몸체는그 수가 선형적으로증가하

는반면에우주에존재하던위성간충돌, 파편간의충

돌및잔여연료탱크의폭발로인하여발생하는잔재파

편은예측하기어려울만큼급격한속도로증가하였음

을알수있다.

그림 1. 지구궤도에 존재하는 우주파편의 월별 개수 현황[6]

2.2 우주파편의 종류별 질량분포

그림 2는 지구궤도에 존재하는우주파편의월별질

량 증가 현황을 보여준다. 질량관점에서 임무관련 파

편과잔재파편의질량비중은상대적으로낮으나위성

과로켓몸체의질량비중은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지구궤도에존재하는우주파편의총질량은 6,000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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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며, 위성 및 위성을 원하는 궤도로 천이시키기

위한로켓몸체의질량이우주파편질량의 90%이상을

차지함을확인할수있다[7].

그림 2. 지구궤도에 존재하는 우주파편의 월별 질량 현황[6]

2.3 고도별 우주파편의 질량 분포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00km, 800km 및

1,000km 부근에서 상당히 높은 질량분포를 보이는데,

600km 부근에서는 위성으로 인하여 높은 질량분포를

보이며, 800km 및 1,000km 부근에서는 로켓 몸체로

인하여 높은 질량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

로볼수있는부분은로켓몸체의질량분포가지구저

궤도위성이운영되는고도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

다는점이다.

그림 3. 고도별 우주파편의 질량분포 현황[6]

2.4 우주파편의 국가별 분포

그림 4는 저궤도에 존재하는 우주파편을 발생시킨

나라별 분포를 나타낸다. 우주파편 개수 비율의 관점

에서보면구소련소속국가가 39%로가장많고, 비슷

한비율로미국과중국이저궤도에존재하는우주파편

을발생시킨국가로나타났으며, 3개국이발생시킨우

주파편의 개수가 전체의 95% 이상이다. 우주파편을

질량 비율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구소련 소속 국가가

전체의 62.4%로압도적이며, 그다음으로미국과중국

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은 질량비율이 전체의 5%도

안 되지만, 2007년의 위성 요격사건으로 저궤도에 존

재하는 우주파편의 27.7%를 발생시킨 나라라는 불명

예를안게됐다.

 

개수 비율                           질량 비율

그림 4. 저궤도에 존재하는 우주파편의 국가별 분포[6]

2.5 우주파편 충돌대응을 위한 국제 활동

우주파편의 수적, 질량적 증가는 향후 인류가 활

용해야할 우주공간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주개발 선

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파

편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우주파편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

한 우주파편과 관련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인류 공

동 자산인 우주에 대한 문제이며, 한 국가가 아닌 지

구상의 모든 국가가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

제 공동의 협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UN

(United Nation) 산하의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1994년부터 우

주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주파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수행하여 오고 있다. UN COPUO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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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파편의 처리 방안과 국제적인 기준 및 규제 방

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UN

COPUOS는 2007년도에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을 만들어서배포하였다. 대한민국은 UN

COPUOS의 회원국이며, 항우연은대한민국대표단

의 일원으로써 활동하여 오고 있다. 또한, IADC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

ittee)는 총 11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서 우주

파편 관련 연구 활동 및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

다. IADC는 수명이 다한 위성을 폐기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주파편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궤도 위성의 경우에

는 지구로의 궤도 이탈(De-orbit)을 유도하고, 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에는고도를 200km 이상 증가시켜

향후 발사될정지위성이 사용할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며, 궤도상에서의 폭발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항우연은 위성 관련한 각

국가 기관이 모여서 활동하는 IADC에 가입을 계획

하고 있다. 국제 우주운영 분야에서 임무 운영 및 지

상 자료 시스템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SpaceOps 위원회가 1990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SpaceOps 위원회는 각 국가의 우주개발을 담

당하는 기관이 주도하는 위원회로써 이사국은 총

11개국이며, 이탈리아 ASI(Italian Space Agency),

캐나다 CSA (Canadian Space Agency), 프랑스

CNES(Centre National d' Etudes Spatiales), 독일

DLR(German Aerospace Center), EUMETSAT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유럽 연합 ESA

(European Space Agency), 브라질 INPE(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 일본 JAXA(Japan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대한민국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미항공

우주국(NASA) 및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 istration)가 속해있다.

SpaceOps 위원회는 최근 우주파편에 대한 기술 교

류를 강화하고 공동대응에 대하여 활발히 토의 중

이다.

또한최근에는 NASA와 DARPA(Defense Advanc-

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2009년 12월에 처음

으로우주파편을줄이기위한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

였으며, 2010년미국은국가우주정책(National Space

Policy)으로 800km 및 1,000km 에 존재하는로켓몸체

를적극적으로제거해야한다는필요성을제기하기에

이르렀다.

3. 해외 위성운영 기관의 충돌평가 방법

3.1 미항공우주국(NASA)

현재 NASA는 Johnson Space Center(JSC) 및

Goddard Space Flight Center(GSFC)에서 ‘NASA

Robotic Conjunction Assessment Process’절차에 의

해 우주파편 충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ASA Robotic Conjunction Assessment Process는 3

단계로구성되며각단계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Event Prediction Screening

-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우주파편궤도정보

를 이용하여 매일 향후 7일간의 충돌분석을 수

행한다.

- 표 1에 나타난 Safety Volume을 위반할 경우 추

가로 해당 우주파편의 궤도데이터를 획득하여

Collision Avoidance Team에전송한다.

표 1. NASA Safety Volume 기준

항 목
Radial

(km)

In-Track

(km)

Cross-Track(k

m)

Monitor Volume

(Ellipsoid)
±2 ±25 ±25

Tasking/Alert

Volume (Box)
±0.5 ±5 ±5

Watch Volume

(Sphere)
1km Stand-Off Radius

2) Risk Analysis

- 근접거리가 1km 미만이고 충돌확률이 1e-7이상

일경우상세충돌분석을수행한다.

- 시간에따른근접거리, 충돌확률, 충돌기하학정

보(Conjunction Geometry Information), 충돌확

률민감도 분석 등을통하여 충돌회피 기동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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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threat' 경우를분별.필요시해당우주파

편의궤도데이터를추가로획득한다.

3) Mitigation Planning

- 위성의 임무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최소접근 예

상시간수일전에회피기동계획을세운다.

- 시간이지남에따라 'not threat'으로판단되면회

피기동을 수행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threat’

으로판단될경우(충돌확률 1e-3 이상) 운영개념

에따라회피기동을수행한다.

3.2 유럽우주국(ESA)

ESA는 ‘ESA's Process for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Conjunction event’라는 절차에 의해

우주파편 충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우주파편 궤도정보

를이용하여매일향후 7일간의충돌분석을수행

한다.

2) 근접거리가 300m 미만이고 충돌확률이 1e-4 이

상일경우상세충돌분석을수행한다.

3) 우주파편관측시스템을이용하여위성에접근하는

우주파편의궤도데이터를추가적으로확보한다.

4) 추가로확보된우주파편궤도정보를이용하여상

세충돌분석재수행한다.

5) 시간에따른접근거리, 충돌확률및기하학정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피기동 명령을 작성

및회피기동을수행한다.

3.3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CNES는 ‘Contingency Operational Procedure for

Collision Risk Management’라는절차에의해 우주파

편 충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절차는

다음과같이 5단계로구성된다.

1) Automated Screening

-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우주파편 궤도정보

및 French Air Force Space Surveillance System

의궤도데이터를이용하여매일향후 7일간의충

돌분석을수행한다.

- 근접거리가 10km 미만이고 충돌확률이 1e-4 이

상일경우 Manual Risk Assessment를수행한다.

2) Manual Risk Assessment

- 충돌확률, 궤도 불확실성, 근접거리 등을 고려하

여 상세적인 충돌분석을 수행한 후 충돌확률이

1e-3 이상인 경우 Dangerous Risk Fine

Assessment를수행한다.

3) Dangerous Risks Fine Assessment

- 우주파편 관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성에 접근

하는 우주파편의 궤도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

보하고 충돌분석을 재수행한 결과, 충돌확률이

1e-3 이상이면 Conjunction Mitigation을 수행

한다.

- 추가적인궤도데이터를이용하지않고충돌분석

을 재수행한 결과, 충돌확률이 1e-2 이상이면

Conjunction Mitigation을수행한다.

4) Conjunction Mitigation

- 위성의제한사항을고려하여회피기동명령을생

성하고, 충돌확률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필요시

회피기동을수행한다.

5) Formal end of Conjunction Mitigation

- 회피기동으로부터경험한사항들을기록및문서

화한다.

3.4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

JAXA는 'JAXA's Conjunction Assessment

Procedure'라는절차에 의해 우주파편 충돌분석 관련

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본절차는다음과같이 5단계

로구성된다.

1) Automatic Rough Collision Analysis

-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궤도정보를 이용하

여매일향후 7일간의충돌분석을수행한다.

- 충돌확률이 1e-3 이상이고근접거리가 1km 미만

일 경우 Manual Fine Collision Analysis를 수행

한다.

2) Manual Fine Collision Analysis

- JAXA Flight Dynamics에서 제공하는 자국위

성의궤도정보를이용하여충돌분석을재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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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분석결과 충돌확률이 1e-3 이상이고 근접거

리가 1km 미만일 경우 Accurate Collision

Reanalysis를수행한다.

3) Accurate Collision Reanalysis

- 우주파편 관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성에 접근

하는 우주파편의 궤도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

보한다.

- 추가로획득한궤도정보를이용하여우주파편의

궤도를결정하고충돌분석을재수행하여충돌확

률이 1e-3 이상이고근접거리가 1km 미만일경우

Planning CAM Operation을수행한다.

4) Planning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Operation

- 위성의제한사항을고려하여회피기동명령을생

성한다.

5) GO/NO GO Judgment

- 최소 근접 예상 시간 2일 전에 회피기동 여부를

결정하며, 회피기동을 수행할 경우 Basic Plan을

따른다.

4. 항공우주(연)의 충돌평가 방법

항우연에서는 충돌평가방안을 아래와같이총 5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5은 시간에 따른단계별 충

돌평가업무흐름도를보여준다.

1) 자동예측단계

- 미전략사령부의 데이터를이용하여당일부터향

후 7일간자동충돌분석을수행한다.

- 근접거리가 1km 이내에존재하는파편이관측될

경우 2단계로진입한다.

2) 수동예측단계

- 수시로 갱신되는 궤도 정보(KARI OD, JSpOC

CSM, Tracking Data)1)를 이용한 상세충돌분석

을반복적으로수행한다.

- D-2일까지 수행한 상세충돌분석 결과가 근접거

리 100m이내또는 충돌확률이 1e-3이상일 경우,

근접거리 및 충돌확률에 대한 경향분석을 수행

하여필요시 3단계로진입한다.

1) KARI Orbit Determination
2) Joint Space Operations Center
3) Conjunction Summary Message

3) 회피기동계획단계

- 항우연 자체 및 외부에 의해갱신되는 궤도정보

를적절히이용하여상세충돌분석을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운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회피기동을 계획 및

검증한다.

4) 회피기동단계

- 연속적으로수행된충돌분석결과를바탕으로필

요시회피기동을수행한다.

- 연구원, 정부 및 사용자에게 충돌회피기동 수행

결과를공지한다.

5) 회피기동종료단계

- 상세충돌분석재수행및회피기동종료보고서를

작성한다.

- 자동예측단계로진입하고후속업무를수행한다.

그림 5. 시간에 따른 단계별 업무 흐름도

회피기동종료단계에서회피기동성공에대한평가

를 위해 기준을설정하였다. 평가내용은 충돌이 발생

하지않았음과우주파편이위성으로부터얼마나멀어

졌는가를확인하는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그림 6과 같은 단계별

업무수행흐름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아리랑 2호와

우주파편간의근접거리및충돌확률이각단계에서설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벗어날 경우 1단계인 자동예측

단계로돌아가지속적인업무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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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계별 업무수행 흐름도

해외 위성운영기관들은 각 기관의 우주파편 경험

및엔지니어링 분석을통하여각기관의 충돌평가 방

법을 만들어 오고 있다.각기관의 충돌평가 방법에는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상이한 내용도 있다. 항우연은

각기관의 충돌평가 방법 중 공통적으로 기술되는핵

심부분을 채용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수행하여 오

고 있는 우주파편 충돌확률분석에 대한 항우연의엔

지니어링경험을반영하여항우연의충돌평가방법을

작성하였다.

우주파편 충돌연구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은 해외

선진국과비교하여높지않은실정이다. 우주파편충돌

에 대한 기술력 증가를통하여 항우연의 우주파편 충

돌평가방법은추후재편되어나갈예정이다.

5.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ACAS)

5.1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 개요

항우연은 아리랑 위성과 우주파편간의 충돌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

(Automated Conjunction Analysis System, 이하

ACAS)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우주파편 충돌

분석자동화시스템은매일특정웹사이트에접속하여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궤도정보를 획득한 이후

충돌분석을수행하고수행결과를보고하는일련의과

정을수행한다. 항우연은하루에 2번씩최신의미전략

사령부에서 제공하는 궤도정보를 획득하여 충돌분석

을 수행하며 충돌분석 수행 결과, 기준치이내의 결과

를갖는우주파편이존재할경우비행역학엔지니어에

게관련정보를E-mail로전송하는역할을수행한다.

5.2 ACAS 구성도

ACAS는그림 7에나타난바와같이궤도처리모듈

(Orbit Processing Module), 접속 모듈(Connect

Module), STKⓇ/CAT(Satellite Tool Kit/Conjunction

Analysis Tool), 보고서 관리 모듈(Report

Management Module)로구성된다.

궤도 처리 모듈은 미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궤

도정보, 아리랑 2호 정밀궤도, JSpOC(Joint Space

Oper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충돌요약메시지

(Conjunction Summary Message) 및 지상 안테나

추적 데이터 등을 처리하여 충돌분석을 수행하기 위

한 궤도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접

속 모듈은 충돌분석 기간, 충돌분석을 수행할 시각,

근접거리 및 충돌확률의 기준치를 설정하며 이러한

파라미터를 상용 프로그램인 STKⓇ에 전달하여 충

돌분석을 수행 및 충돌분석결과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STKⓇ는궤도분석을수행하기위한상용소프

트웨어로 충돌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보고서

관리 모듈은 매일 수행되는 충돌결과를 처리하여 매

일의 충돌분석결과를 기록하고 충돌분석결과가 기

준치 이내일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동으로 비

행역학 담당자에게 E-mail로 전송하여 충돌확률의

경향성을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비행역학엔지니어

는 충돌분석 결과를 수신하여 우주파편이 아리랑 2

호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어진 절차에 의해

회피기동을계획하며필요시회피기동을수행한다.

그림 7.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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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이러한 ACAS의메인 GUI를보여주고있

으며, 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우주파편 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 GUI

- 충돌분석자동/수동설정

- 아리랑 2호궤도데이터선택

- 자동충돌분석수행시간설정

- 충돌분석기간설정

- 근접거리설정

- E-mail 전송을위한근접거리설정

또한 우주파편충돌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충돌분석결과는그림 9와같이매일정해진파

일에누적하여기록되고있다.

그림 9. 우주파편 충돌분석 결과 파일 내용

6. 결론 및 향후과제

인류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한 이래로 지구궤도의

우주파편 환경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

국의 위성 요격시험과 위성 간의 충돌로 인하여 아리

랑 2호가운영중인저궤도의우주환경이더욱심각해

졌다. 우주개발선진국은자국의위성을우주파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돌분석 시스템 및 충돌판단방

법을개발하여운영중에있다.

우주파편은임무관련파편, 로켓몸체, 위성및잔재

파편으로구분되며 2000년이후잔재파편의개수는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인류의 유

산인우주의지속가능한사용을도모하기위해궤도상

의 폭발을 방지하고 임무 종료위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인류가 자주 사

용할 궤도에 존재하는 로켓 몸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

안을논의중에있다.

항우연에서는 운영 중인 아리랑 2호와 우주파편간

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충돌분석 자동화 시

스템을 개발하여 매일 충돌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운영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충돌분석결과

의신뢰성을증진하는데기여하고있다.

우주파편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을 위하여 국제공동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항우연은

대한민국의위성운영기관으로써보다적극적으로우

주파편에대한국제협력을수행할계획이다.

또한국외주요위성운영기관들의충돌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항우연도 자체적인 충돌평가 방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통해 아리랑 2호의 우주파편 충돌

분석및안정적인운용에활용하고있다.

향후에는 충돌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주파편

의 정밀궤도를획득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있다. 따라서 JSpOC에서제공하는충돌요약메시지

의궤도정보를활용할뿐만아니라국제협력을통하여

지상의관측시설로관심있는우주파편의정밀한궤도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충돌분석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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