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기술 제13권 제1호

108․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례 분석과 링크버짓 이용한 데이터 전송속도 분석

문상만*, 김인규**

Data Rate Analysis Using the Link Budget and Lunar Exploration

Case Studies

Sang-Man Moon*, In-Kyu Kim**

Abstract

In this paper, through the example of international lunar exploration mission the

equipment was to investigate, and the amount of data transferred per day were

identified. Data storage and the data transfer rate (8.4Mbps les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value within the range of available S and X bands was confirmed by using the

communication link budget. The result is to define the range of the sensor information

can be obtained, as well as from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calculated for the

transmission communication systems will be able to define the specifications.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해외 달 탐사의 사례를 통해 임무장비를 조사하고 하루 전송되는 데이

터량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저장공간과 데이터 전송속도(8.4 Mbps 이하)를 만족하기 위해

가용한 범위내의 값을 이용하여 S 및 X 대역 통신 링크 버짓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 결

과를 활용하면, 달 탐사선의 하루 생산량 데이터 및 센서 획득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송을 위해 계산된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달 탐사 통신시스템의 개발 사

양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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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앞으로 수년 이내에 한국 최초로 달 탐사선이

발사될 것이다[1]. 이를 위해 달 탐사선은 달 우주

환경에서도 강건한 통신이 필요하다. 또한, 달 탐

사 통신은 상향통신 뿐만이 아니라, 달 탐사시 획

득되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충분한 마진

을 만족하는 하향 링크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이러한 하향링크 설계시에는 적정한 데이터

전송속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궤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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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AMP(왼쪽), LEND(오른쪽) 구성도

및 비상시 등과 같은 경우엔 고속 데이터 전송보

다는 저속통신으로 운용하여 통신의 신뢰도를 높

여야 할 때도 있는데, 이는 통신속도가 필요에 따

라 가변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외 달 탐사

의 사례를 살펴보고, 달 탐사를 위한 대표적인

임무장비 및 이들 장비로부터 생산되는 하루 데

이터 최대 및 최소 총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통신 링크버짓을

통해 링크마진을 분석하여, 달 탐사 통신임무를

위한 최대 통신속도 및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향후, 이 결과는 한국형 달 탐사 통

신 시스템의 가변 통신속도 모드 결정시 활용될

수 있다.

2. 본 론

2.1 해외 달 탐사선 사례 분석

최근에 지구와 가까운 행성인 달로 궤도선을

보낸 국가들은 미국, 중국, 인도, 일본이 있다.

미국은 달 탐사 프로그램인 Lunar Precursor

Robotic Program (LPRP) 일환으로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LRO)와 Lunar Crater

Observation and Sensing Satellite (LCROSS)를

2009년 6월에 발사했다. LRO는 달 지형 및 환경

관측임무와 더불어 LCROSSS 위성이 달 남극에

충돌하여 발생되는 입자들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

행했다.

2013년 8월에는 달 궤도를 회전하면서 달의 대

기 및 먼지환경을 관측하는 궤도선인 Lunar

Atmosphere & Dust Environment Explorer

(LADEE)를 발사하였다

중국의 달 탐사는 China Lunar Exploration

Program (CLEP) 프로그램 일환으로 2007년 창어

1호를 발사하여 달 궤도 진입과 달 자원탐사 임무

를 수행했다.

2010년 창어 1호와 유사한 궤도선으로 달 표면

에서 100km 고도까지 접근하는 창어 2호

(Change-2) 발사 했고, 2013년에는 달 표면에 측

륙할 수 있는 착륙선과 로버를 탐재한 창어 3호

(Change-3)가 발사하였다.

인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2008년 달 과학 연구

증진, 3차원 지도 생성, 광물자원 지도 작성을 위해

챤드리안 1호 (Chandrayaan -1)를 발사하였다.

일본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2007년 9월 달 중

력관측과 세계 최초로 HDTV 카메라로 HD급 달

영상 활영을 성공한 Kaguya (SELENE)-1를 발사

하였다.

LRO에 탑재된 과학임무 센서에는 CRaTER,

DLRE, LAMP, LEND, LOLA, LROC, Mini-RF 총

7개가 탑재되었고, Cosmic Ray Telescope for the

Effect of Radiation (CRaTER) 장비는 태양의 플

루토늄, 우주와 운하의 광선에 의해 생되는

Linear Energy Transfer (LET) 스펙트럼을 측정하

는 장비이다. Diviner Lunar Radiometer

Experiment (DLRE)은 달 표면에서 탐사와 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 달 표면 열 환경

을 측정하는 장비이다[2].

그림 1. CRaTER(왼쪽), DLRE(오른쪽) 사진

Lyman-Alpha Mapping Project (LAMP) 장비

는 달 표면내의 물결빙 상태를 조사하고 달 표면

의 자세한 지형을 제공한다[2].

Lunar Exploration Neutron Detector (LEND)

장비는 러시아 연방에서 제작된 제품으로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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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고정밀 수소 분포도 지도와 달 극지방에서

의 결빙상태 분포 가능성을 조사한다[2].

Lunar Orbiter Laser Altimeter (LOLA) 장비는

달 전체의 정확한 지형학적인 모델과 측지적인 그

리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2].

그림 3. LOLA 구성도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Camera (LROC)

장비는 미래에 발사될 착륙선의 착륙지 확인, 달

극지방의 조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Mini-RF (Miniature Radio Frequency) 장비는

이전 클레민트 위성에 사용했던 레이더 장비로써

달 극지방의 휘발성 침전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웠지만 Mini-RF 기능인 광대역 하이

브리드 편파 구조가 반사되는 신호로부터 Stokes

파라미터 측정이 가능하다[2].

그림4. LROC(왼쪽), Mini-RF(오른쪽) 구성도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1호는 중국의 DFH-3

통신위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탑재임무 센서 무

게는 총 140kg 이상이고, 발사중량은 2350kg, 연

료무게가 1200kg으로 구성된다.

탑재임무센서장비는 CELMS (Chang'e-1 Lunar

Microwave Sounder), Stereo Camera, IIM

(Sagnac-based Imaging Interferometer

Spectrometer), LAM (Laser Altimeter Moon),

GRS (Gamma Ray Spectrometer), XRS (X-Ray

Spectrometer), HPD (High-energy Particle

Detector), SWID (Solar Wind Ion Detector) 가

장착되었다[3].

구성된 장비인 CELMES 장비는 달 탐사 미션

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써 3GHz, 7.8GHz,

19.3GHz, 37GHz 4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달 표토층에 서로 다른 주파

수를 투과하여 달 내부 지질층을 분석한다. Stereo

Camera 장비는 120m 간격으로 달 표면의 스테레

오 영상을 측정하고, IIM 장비는 달 표면의 다양

한 주파수 대역의 영상신호를 측정한다. LAM 장

비는 궤도선과 달 표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3]

그림5. 스테레오 카메라, IIM, LAM 사진

GRS 장비는 행성표면의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

한다[3].

XRS 장비는 달 표면 구성되는 주요 3대 원소인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규소(SI) 분포와 형

광 X선으로 분석한다[3].

그림6 GRS(왼쪽), XRS(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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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 장비는 달 주위 공간에서 무거운 이온과

양성자를 분석한다[3].

SWID 장비는 HPD와 동일한 공간에 장착되어

낮은 에너지를 갖는 이온을 분석한다[3].

그림 7. HPD(왼쪽), SWID(오른쪽) 사진

창어 2호는 창어 1호 발사이후 후속임무로써

향후 창어 3호 위성의 임무인 달 착륙지점 고해상

도 이미지 수집과 심 우주 탐사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시험을 수행했다[4].

창어 2호에 탑재된 센서들은 기존 창어 1호에

탑재된 센서와 동일하게 Stereo Camera, LAM,

GRS, XRS, HPD, SWID, MRM이 탑재되었고, 임

무도 기존 창어 1호와 비슷한 달 표면 3차원 분석

하고 달 표면의 화학 원소 지도구현, 달 표면의

이미지 및 공간 환경 특성을 분석했다[4].

챤드리안 1호는 인도 우주 연구기구(ISRO) 의

해 설계 및 개발된 인도의 첫 달 탐사위성이다.

인도는 선 세계에서 달 임무에 대하여 12개 제

안을 받았고 국제 사회에서 제공된 임무장비 5개

로 구성되었다[5].

탑재된 센서는 Terrain Mapping stereo

Camera (TMC), Hyperspectral Imager (HySI),

Lunar Laser Ranging Instrument (LLRI), High

Energy X-ray/y-ray Spectrometer (HEX), Moon

Impactor Probe (MIP), Chandrayaan-1 Imaging

X-ray Spectrometer (CIXS), Sub keV Atom

Reflecting Analyzer (SARA), Near Infrared

Spectrometer (SIR-2), Mini-SAR, Moon

Mineralogy Mapper (M3), Radiation Dose

Monitor (RADOM) 으로 구성하였다[5].

TMC 장비는 달 표면의 3차원 고해상도 아틀라

스를 생성한다[5].

HySI 장비는 달의 광물적인 지도를 그리며,

20km 넓이에서 공간 해상도 80m와 스펙트럼 해

상도 15nm 가진 400-930nm 밴드에서 분석한다[5].

그림8. TMC왼쪽) 구성도, HySI(오른쪽) 사진

LLRI는 중력모델을 제공하여 궤도선이 달 궤도

를 결정한다[5].

HEX 장비는 유럽우주연합에서 제공한 장비로

써 대략 20-40km 지상공간에 따라 20-250 keV 에

너지를 측정하여 달 표면의 휘발성 물질의 이동현

상을 분석한다[5].

그림9. LLRI(왼쪽) 구성도, HEX(오른쪽) 사진

MIP 장비는 달 착륙선이 원하는 지점에 착륙

하거나 소프트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한

다[5].

CIXS 장비는 높은 해상도의 달의 X-선 분광 지

도를 수행하여, 달 표면의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

리콘, 칼슘, 철, 티타늄 원소 분포를 X-선 발광으

로 측정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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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임무 임무장비 특성

화학적인

성분 분포

조사

X-ray

Spectrometer

100cm2 CCD를

100cm2 급 CCD, 공간

해상도 20km, 0.708

KeV 에너지, 5㎛ 필름

Gamma-ray

Spectrometer

공간 해상도 160Km,

0.1-10MeV 에너지

광물자원

분포 조사

Spectral Profiler
공간 해상도 500m급,

주파수 해상도 6-8nm

Multi-band

Imager

UV-VIS-NIR 영상,

공간 해상도 20-60m,

주파수 해상도

20-30nm

달 표면

구조 조사

Terrain Camera
해상도 10m급

스테레오 카메라

Lunar Radar

Sounder

주파수 5MHz

사운드, 해상도 100m,

측정거리 5km

Laser Altimeter
출력 100mJ 인 YAG

laser

그림10. MIP(왼쪽) 사진, CIXS(오른쪽) 구성도

Low Energy Neutral Atoms (LENA) 영상은

행성환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챤드리

안 1호에 탑재된 SARA 장비는 태양풍이 달 표면

바깥쪽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LENA 분포지도를

분석한다[5].

SIR-2 장비는 달 표면의 광물/지질 및 지형단

위 분석, 달 지각 수직으로 물질분포 연구, 분지와

분화구 형성과정 조사, 우주풍화 과정정보 획득

등 달 과학과 연관된 지표면을 분석한다[5].

그림11. SARA(왼쪽) 사진, SIR-2(오른쪽) 사진

Mini-SAR 장비는 유인 우주인이 달에 거주에

필요한 잠재적인 자원으로 얼음이 고려되었고 레

이더를 통해 달 극지방의 얼음을 조사한다[5].

Moon Mineralogy Mapper 장비는 달 미네랄

성분 지도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5].

그림12. Mini-SAR(왼쪽), M3(오른쪽) 사진

RADOM 장비는 달 주위의 방사성 환경을 정

량적, 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5].

그림 13. RADOM 사진

일본의 달 탐사선인 셀레네 1호는 전체적인 달

조사, 궤도선의 달 궤도 진입 기술과 자세결정 기

술 검증, 달의 기원과 진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달과학 업무를 1년 동안 수행했다[6].

셀레네 1호 임무는 크게 달의 화학성분 분포 조

사, 광물자원 분포조사, 달 표면 구조 조사, 달 대기

환경 조사, 영상, 중력장 분포 조사를 수행했다[7].

과학임무에 따른 임무장비와 그 특성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보여준다[7].

표 1. 셀레네 1호 과학임무별 탑재된 임무장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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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대기

환경 조사

Lunar

Magnetometer
정확도 0.5nT

Plasma Imager 플라즈마 분포 측정

Charged particle

Spectrometer
고에너지 입자측정

Plasma

Analyzer

달 궤도에서 지상

플라즈마 측정

Radio Science
S 와 X-band 이용한

전리층 측정

영상

High Definition

Television

Camera

달 표면 영상데이터

제공

중력장

분포 조사

VLBI Radio

Source

3개의 S-band, 1개의

X-band 이 용한

Differential VLBI 측정

Realy Sat.

Transponder

달에서 먼 거리까지

중력장 측정

2.2 해외 달 탐사선 데이터 전송량 분석

앞서 조사된 해외 달 탐사선 사례는 통신 관점

에서 보면, 임무장비의 데이터 생성량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통신 전송량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토대로 통신에서는 주요 파라메터인 필요 전송속

도의 예측이 가능하며,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1절의 사례에서 언급한 임무장비를 토대로, 해외

에서 사용된 달 탐사선 데이터 저장공간을 통해

통신 전송속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1에서 소개한 해외 달 탐사선 임무장비를 바

탕으로 탑재체 저장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

터 용량은 각 미션임무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탑

재체 데이터 저장공간은 달 탐사선 통신링크를 구

성하는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 2. 해외 달 탐사선 저장공간과 TM 데이터 전송 시간

탐사선명
운용
고도

저장
공간

(GBit)

TM
데이터
전송량

접속
시간
(분)

챤드리안

1호
100km 60 8.4Mbps 119

창어 1호 200km 48 3Mbps 267

해외 달 탐사선 중에서 인도의 챤드리안 1호와

중국의 창어 1호의 데이터 저장공간은 표 2와 같다.

인도의 챤드리안 1호는 임무장비에서 만들어진

TM 데이터가 탑재컴퓨터내의 저장공간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이 달 궤도선은 지구의 지상국과 접

속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지상으로 8.4Mbps 속도

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달 궤도선이 달 궤도를 움

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하루에 최대 6번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창어 1호도 임무장비에서 만들어진

TM 데이터가 탑재컴퓨터s내의 저장공간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이 달 궤도선은 지구의 지상국에 접

속되는 시간에 맞추어 지상으로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고, 달 궤도선은 하루에

지구 지상국에서 최대 6번 이상 접촉이 가능하다.

따라서, 달 궤도선이 고도 100km에서 원 궤도

로 운용되고 LRO와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고 가정

할 때, 전 세계의 Deep Space Network (DSN) 사

이트 좌표에서 달 탐사선 접속 횟수와 접속 시간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 DSN 지상국에서 일별 접속 횟수 및

접속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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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선이 달까지 가는 궤도상에서 예상치 못

하는 위성 자세 변화에 따른 통신 저해요소이므

로, 강건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마진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플로 인한 보상값은

반구형 무지향성 안테나 사용시 방사패턴에서 리

플 영역까지 포함하여 90% 이상의 접속이 유지

될 수 있는 영역(Contingency area)에 대한 최소

레벨 값으로 선정된다. 이에 대한 보상값도 충분

히 고려하여 링크 분석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상국 시스템의 경우, 달 탐사 통신은

통신거리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구의 Deep

Space Network (DSN) 지상국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DSN의 안테나 이득과 잡음비

(G/T) 및 유효 등방성 복사전력(EIRP)를 링크버

짓 계산시 이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달 탐사는 일반 지구 위성과 다르게

운용 환경이 달 환경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파라

미터가 있다. 달은 태양 빛의 반사로 인해 지구

국에서 지향성 안테나로 수신시 노이즈 수신 감

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전력전속밀도 (Power

Flux Density)로 통계적으로 4~6dB의 손실을 링

크버짓에 반영한다[7].

3.3 달 탐사 통신 링크버짓 관련 파라미터

통신 링크버짓 계산을 위해 필요한 수식은 매

우 다양하다. 이는 통신 링크버짓에 고려할 사항

이 많다는 것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수

식의 형태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식 (1)의 Friis의 전력 전달 공식을

활용하였다.

   





 (1)

  : 송/수신 전력,

  : 송/수신 안테나 이득,

 : 송/수신 시스템 거리

 : 유효 등방성 복사전력

이를 이용하여, 전파 경로 손실은 송신 전력과

수신 신호의 세기(안테나 이득 및 손실이 1 일

때)로 정의되는데,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2)

 : 파장() [m]

c : 광속  × [m/s]

f : 주파수 [Hz]

여기서, 거리 은 일반적인 위성통신에서는

지상관제국과 위성간의 거리인 경사 거리(slant

range)까지 계산하기 위해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

하는데, 본 논문은 최대 거리인 407,341km로 하

였다. 다음 그림 16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하면,

달과 지구간 가장 가까운 거리인 근지점(

Perigee) 거리는 363,295km, 가장 먼 거리인 원지

점(Apogee) 거리는 405,503km 이다. 여기에 달

반경 1,738km 및 궤도선의 원 궤도 운용 고도

100km를 더하면 통신 최고거리인 407,341km가

될 것이다. 만약 달 궤도선이 타원궤도이면 이를

반영하여 거리를 산출하면 정확한 통신거리가 산

출이 가능하다. 통신 거리로부터 식 (2)를 이용하

면, 경로손실을 구할 수 있다.

그림 16. 지구와 달 사이 경사거리 산출 기하학적

구조(달 탐사선 고도 100km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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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링크버짓 관련 파라미터에서 열잡음은

수신기의 성능지수인 잡음지수()로써 수신기의

전체 잡음지수()를 구할 수 있고, 직렬로 연결

되어 있는 소자 구조에서는 다음 식 (3)과 (4)를

통해 전체 잡음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신기만의 특성을 말한다.

   

 


 
⋯ ⋯

  (3)

   log (4)

 
  (5)

RF 회로 손실은 송신기로부터 송신 안테나까

지 손실과 수신 안테나로부터 수신기까지의 손실

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손실은 2~5dB 사이 범

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대역별 송수신 지상국

은 2dB로 하고, 탑재 통신장비는 LGA의 경우

2.5dB, HGA의 경우 3.5dB로 한다. 이는 실제 모

듈 성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실제 데

이터 값을 링크버짓 계산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수신측의 시스템 잡음 온도는 지상국 45K, 탑

재 500K로 정했으며, 이는 향후 자세한 데이터가

제공되면 식 (5)으로 좀 더 정확한 링크버짓을

계산에 적용 할 수 있다.

지상관제소와 달 탐사선 사이에는 경로손실 뿐

만이 아니라, 강우 및 대기에 의한 손실도 고려

해야 한다. 대표적인 강우 모델은 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adio (CCIR) 모델

에서 제시한 강우강도 분포를 사용하여 감쇄량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KOMPSAT-3에서는 강우강도 22(99.5%

availability)시 고각이 5°에서 90°까지 변함에 따

라 강우로 인한 감쇄량 값이 0.118에서 0.010dB

로 변하는 값을 고려하였다. 대기 손실은 대기의

온도, 압력 및 수증기 밀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데, 건조대기, 수증기 대기의 혼합 비율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진다.

KOMPSAT-3에서 사용한 대기 감쇄량은 고각

에 따라 최대 0.382dB에서 최소 0.035dB로 변화

를 고려하였다.

강우와 대기 손실을 합한 손실값은 안테나 고

각에 따라 0.494dB에서 0.045dB가 되고, 본 논문

에서 사용되는 강우와 대기 감쇄 파라미터는 S

대역은 0.54dB X 대역은 1dB로 설정하였다.

안테나 손실에는 편파(Polarization) 손실과 지

향성 안테나의 지향각 손실이 있다. 편파 손실은

축비(Axial Ratio)를 근거로 규정할 수 있다. 대

부분의 축비는 제작사에 제공되는 데이터로 결정

되고, 빔 지향각에 따라 편파손실이 달라진다.

위성 탐사선에 장착되는 안테나는 Nadir 또는

Zenith 방향 이므로 지향각에 따른 축비를 고려

해야 한다.

KOMPSAT-3에서는 LGA의 경우 ±45°까지는

3dB, ±90°에서는 최대 8dB의 축비가 된다. 본 연

구에서는 편파 손실 계산시 LGA의 경우, 축비를

최대 8dB로 하였고, HGA의 경우, 최대 3dB이며,

지상은 1.5dB로 하였다.

지향각 손실은 안테나 빔폭과 지향 정밀도 값

으로 계산된다. 무지향성 안테나 경우에는 장착

되는 안테나 방사패턴 리플영역(Bore sight에서의

수신도 가능 영역)으로 90∼95% 이상 접속이 유

지된다. KOMPSAT-3인 지향각 손실은 -5dBc, 미

국의 LRO 지향각 손실은 -7dBc로 하였다.

지향성 안테나 일 때, 미국 LRO의 경우 고이

득 지향성 안테나가 장착되어 지향각 손실을

0.05dB, 34m 지상안테나인 경우 지향각 손실은

0.02dB로 고려했다.

본 논문에서는 LGA의 경우 편파손실 1.6dB,

리플영역에 의한 지향각 손실 7dB를 합쳐, 최대

8.6dB의 지향각 손실을 고려했고, HGA의 경우

엔 편파손실 0.3dB만을 고려하여 링크버짓을 계

산했다.

지금까지는 RF 신호의 특성인 수신 전력과 관

련 있는 SNR(Signal to Noise Ratio)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였다.

수신기 시스템 잡음온도()를 기준으로 수신전

력 신호가 얼마큼 여유가 있는지를 (6)의 CNR

(; Carrier to Noise Ratio)로 계산한다. 이

CNR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속도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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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을 통해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6)

 : 잡음 전력

 : Boltzmann constant; × [J/K]

 : 수신기 시스템 잡음 온도 [K]

 log (7)

: 데이터 전송속도 [bps]

식(7)에서 는 캐리어, 명령, 제어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Unified 시스템에서 각각 신호

에 대한 전력비 고려가 필요하다.

두 가지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송출될 때 신호

들 간의 영향을 끼치며 서로에게는 잡으로 기여

한다.

PCM/PSK/PM 변조 방식을 갖는 송수신기의

스펙트럼 손실은 각 변조 손실은 모듈레이션 인

덱스(MI; Modulation Index)와 관련 있고, 이는

거리 신호의 여부에 따라 더욱 상세히 CCSDS

401 B에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

로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sine wave일 때, 

(0.4~2.4 radians)에 따른 (1.5)에 대한 (0.4)

의 비율로써 변조 손실을 각각 2.6dB, 0.2dB로

설정하였다[6-7].

     log  (8)

     log 
(1st upper and lower SBs)

 : carrier power

 : data power

 : modulation index angle

지금까지 많은 통신링크 파라미터를 설정하였

다. 전파환경에 의한 파라미터는 경험적 수식에

의해 수식적으로 정하였지만, 시스템에 대한 파

라미터는 기존 활용된 위성 사례를 통해 선정하

였며, 일부 일정한 값으로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

으로 계산된 통신 링크버짓은 시스템에서 요구되

는 링크 마진을 만족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링크마진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요즈음의 위성통신 데이터의 송수신은 모

두 디지털 데이터 통신이므로 모듈레이션으로 인

해 신호의 오류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요하는 마진이 필요하다. 이

는 변조방식에 따라 비트오류율 (BER) 확률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위성통신에서는  이

상을 요구하며, 이는 모듈레이션 방식마다 비트

오류율을 만족하기 위한 일정한 마진이 다르다.

본 논문의 경우, 그림 17에서 나타내었듯이, 위상

변조방식 (PSK)일때, 10.6dB이상을 만족하는 것

으로 하였다. 즉, 값은 10.6dB 이상이어야

하며, 이 이상 여유있는 시스템 마진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코딩에 의한 보상 이득

(Reed-Solomon 사용하여 BER 의 경우,

3.5dB)은 링크버짓 계산에서 여유있는 마진 확보

가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위성통신에서는

3dB 이상을 시스템 요구 마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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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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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SK 변조일 때, BER 요구 마진

3.4 달 탐사 통신 링크버짓 계산

3.3절의 파라미터 값을 근거로 하여, 표 3에서

는 달 탐사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S 대역 상향

및 하향, X 대역 하향 링크버짓 계산결과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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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단위
S band X band

상향링크 하향링크 하향링크

Freq. MHz 2,200 2,300 8500

Dist. Km 407,341

 W
2,000

(Klystron)

5

(LRO)

20

  dBi

55

(DSN)

(34m)

0(LGA)

-15(90% Full

coverage)
33(HGA)

(0.75cm)
21(HGA)

(0.75cm)

 dB 2
2.5 (LGA)

3.5 (HGA)
3.5 (HGA)

 dB 211.5 211.9 223.2

대기

/강우
dB 0.54 0.54 1

 dBi

0(LGA)

-15(90% Full

coverage)

55

(DSN)

(34m)

66

(DSN)

(34m)21(HGA)

(0.75m)


2.5(LGA)

3.5(HGA)
2 2

  500 45 45

 J/K 1.38×10-23

 Kbps 4 0.125~128 8,400

달 전속

밀도
dB - 5.3

안테나

지향손실
dB

탑재 0(LGA), 지상 0.02

탑재 0.05(HGA), 지상 0.02

  dB

72.6(0LGA) 51.8(0LGA -

91.5(HGA) 71.8(HGA) 89.0(HGA)

변조손실 dB 2.6

BER 요구 dB 10.6dB > @PSK,

  dB

26.0(0LGA)

@4Kbps

8.2(0LGA)

@2Kbps.
-

17.4(-8.6LGA)

@4Kbps

2.6(-8.6LGA)

@1Kbps.

44.9(HGA)

@4Kbps

4.1(HGA)

@512Kbps

9.2(HGA)

@8.4Mbps

시스템 마진 - 시스템 요구 Margin 3dB 이상

표 3. 달 탐사 S 대역 상향 및 하향 링크버짓

표 3에서 나타내었듯이, 시스템 마진 3dB 이상

을 만족 여부에 대하여 상향통신 4kbps시에는

저이득 안테나(LGA), 고이득 안테나(HGA)의 경

우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하향통신의 경우,

S 대역 탑재 저이득 안테나(LGA)는 일반적인 경

우 8.2dB로 2Kbps를 만족하나, 8.6dB의 편파손실

이 있는 경우엔 1Kbps 통신만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이득 안테나(HGA) 사용시에는

512Kbps까지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하향통신을 X 대역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8.4Mbps의 속도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의 해외 달 탐사선 사례를 통해 하루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외 달 탐사의 사례를 통해

임무장비와 하루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른 하루 생성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가용한 범위내의 값을 이용하여 S 및 X 대역 통

신 링크 버짓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S 대역은

최대 512kbps 전송속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X 대역은 8.4Mbps의 전송속도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본 결과를 활용하면, 달 탐사선의 하루 생산량

데이터 및 센서 획득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계산된 파

라미터 값으로부터 달 탐사 통신시스템의 개발

기본적인 사양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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