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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PNT 정보체계 구축방향

요 약

위성항법시스템은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필수 인프라

로 전세계 어디서나 위치 및 시각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위

성항법시스템은 수신신호의 세기가 미약하고 항법시스템과 통

신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체계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

템의 향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국가들의 항법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성을 분

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지역항

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Ⅰ. 서 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대표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위성을 이용한 전파항법시스

템으로서 수십 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지 위치와 시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GNSS는 자동차 및 개인 휴대 

항법, 운송 차량 관리, 선박 운항, 항공 안전, 측지/측량, 수색 

및 구조, 개인 레저, 환경/과학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최근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스마트폰, 증강현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금융 및 전자상거래 등 

그 활용 영역 및 의존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미 상당 수의 무기체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 중이거나 도

입 예정인 대부분의 무기체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GNSS 수신

기가 탑재되고 있다. 무인체계로 대표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이

러한 활용도 및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정보의 우위를 통

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작

전에서도 정확한 우군의 위치정보 확보와 각종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정밀한 위치정확도를 제공하는 중요한 체계이다[2][3].

이렇듯 이미 일상생활과 국방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

인 GNSS는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국의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이 특정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됨을 

걱정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GPS를 사용할 수 없을 경

우 이틀 동안 약 1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

측되어 Galileo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GNSS는 미약한 

수신신호 세기로 인해 도심, 지하 및 실내에서 사용이 어려우

며 전파교란에 취약하다. 최근 들어 GNSS 의 위협요인이 증가

함에 따라 위성항법신호 교란과 같은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벗

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성항법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고의적인 GNSS 전파교란에 의한 이동통신기기의 시각 

오차 및 항공기 항법장치의 오류가 발생한 바가 있어 온 국민이 

사용하는 위치 및 시각정보를 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에 무작정 

의존해서는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통신

시스템과 항법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구축·운용되고 있다. 따라

서 GNSS와 같은 항법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획득하더라도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 체계를 통해 전송해야 하

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신위성, 

송수신기 등을 활용하여 항법과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5][6].

본고에서는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해외 국가들의 위성항

법시스템 개발 동향 및 GNSS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의사

위성 항법시스템 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GNSS를 대체하

는 항법서비스뿐만 아니라 항법정보 공유 및 데이터 통신을 융

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항공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의 PNT 정

보체계에 대하여 소개한다.

Ⅱ. 해외 독자항법시스템 개발 현황

1.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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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alileo

유럽의 Galileo는 미국의 GPS가 GNSS 분야를 주도함에 따

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EU와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위성항법시스템

으로서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5년 실험위성인 

GIOVE-A, B 위성을 발사하여 우주환경 기능시험을 실시하였

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IOV(In-Orbit Validation) 위

성 4기를 발사해 궤도 내 시험과 서비스 시험을 완료하였다. 이

후 2014년부터는 FOC(Full Operation Capability) 위성을 발

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으며 

2020년까지 30기 위성 배치를 완료하여 완전운용에 진입할 계

획이다[2][6]. 

 Galileo 시스템은 중궤도 3개 궤도면에 10기씩 총 30기(예비 

3기) 위성과 상향 링크국 및 신호 감시국 등으로 구성된 56개의 

지상국 및 사용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6개 주파수 대역의 10

가지 항법신호와 1개의 수색 및 구조 신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의 어떤 시스템보다 향상된 성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GPS, GLONASS와 동일 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BOC 변조방식을 통하여 신호를 구별할 수 있다. Galileo 시스

템은 애초에 민간이 추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GPS, 

GLONASS가 무료인 것에 비해서 유료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GPS, GLONASS가 민간용 공개서비스와 군용 비공개 서비스로 

나뉘는 것에 대비하여 Galileo는 무료 개방서비스와 유료 비공개 

서비스로 나뉜다. Galile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무료인 개방 

서비스(Open Service)를 비롯하여 안전 서비스(Safety of Life), 

상업 서비스(Commercial Service), 공공규제 서비스(Public 

Regulated Service), 수색 및 구조 서비스(Search and Rescue 

Service)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방 서비스와 공공규제 서비스

가 먼저 제공될 예정이다. 일부 유료 서비스는 정확도의 향상뿐

만 아니라 무결성 정보까지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COMPASS

1980년부터 시작된 Beidou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COMPASS는 3단계로 나누어 2020년까지 35개 위성으로 

이루어진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COMPASS는 정지궤도위성 5기와 경사지구동기궤도 위성 3기 

그리고 중궤도 위성 27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으

며 2011년까지 16기 위성을 발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서

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2015년부터는 지구 전역

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성 발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3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Phase I(Demonstration System, 2000~2003): 3 GEO

• Phase II(Regional Service, ~2012): 5GEO + 5IGSO + 

4MEO

• Phase III(Global Service, ~2020): 5GEO + 3IGSO + 

27MEO

COMPASS는 전지구 서비스인 개방형(Open Service)과 규제

형(Authorized) 서비스, 지역 서비스인 광역보정(Wide Range 

Differential)과 위치보고(Position report) 서비스를 제공하

며 서비스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규제형 서비스는 인증된 사용

자와 군용 서비스로 10cm 정확도의 위치정보와 통신 및 시스

템 상태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광역보정서비스는 30개

의 지상국을 이용해 CAT I급 서비스 제공 및 21개 해안지구국 

설치를 통해 인근 선박에 5m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Beidou 시스템에 의해 이미 제공 중인 단문서비스는 120개의 

중국 문자 전송이 가능하며 위치보고에 국한하지 않고 장문 메

시지도 사용이 가능하다[2][7].

2.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동향

가. Beidou

Beidou는 자국민에게 정확한 위치, 비행 관제, 시간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1983년 Chen Fangyun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국

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프로젝트이다. 큰곰자리를 의미하

는 beidou는 두 기의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Twin-sat 국

지항법시스템으로 2010년까지 중국 자체의 위성항법과 관련된 

응용산업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989년 DFH-

2/2A 통신위성을 활용해 가능성을 검증한 후 1993년 공식적으

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2기의 위성, 2003년 5월 1기의 위성

을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2004년 4월부터 민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2][7][8]. 

Beidou는 총 4기의 위성(2기의 운용 위성, 2기의 보조 위성)

그림 1. Galileo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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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실험적인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이다. 중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의 Galileo 

시스템과는 다르게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이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또한 위성이 LOS(Line 

of Sight)에 있는 지역으로 커버리지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Beidou 시스템은 GPS와 유사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

나 운용상에 심각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 추정을 위해서

는 사용자가 신호를 방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

용자가 신호를 방출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 있다. 

Beidou는 보안 명령을 보내고 확인 및 상태 보고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능동적(active)인 시스템으로 120개의 중국 문자를 전

송할 수 있는 단문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나. CAPS(Chinese Area Positioning System)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노력이 대부분 COMPASS(Beidou

-2)에 집중되었지만 2002년부터 CAPS라고 불리는 지역항법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CAPS는 다른 위성항법시스템들과 마

찬가지로 위성이 항법메시지를 방송하고 수신기는 오직 수신

만을 하는 수동적인 단방향 시스템이다. 하지만 다른 위성항

법시스템과 다르게 항법메시지가 지상의 기지국에서 생성되

고 통신위성에 송신되며 위성은 항법메시지를 중계하는 역할

(transponder)을 담당한다. CAPS는 기존의 위성항법시스템

과는 다르게 기존 통신위성들을 활용하며 항법시스템과 관련된 

시설들은 모두 지상에 위치한다[9][10]. 

CAPS는 4기의 상용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하므로 모든 

위성이 적도상에 위치하는 시스템 구성의 특성 상 3차원의 위

치결정이 어렵다. 따라서 CAPS 는 고도 측정이 가능한 고도계

를 수신기에 통합하여 사용한다.정지궤도 통신위성에서 주로 

사용되는 C 대역과 Ku 대역 중 Ku 대역이 강우에 의한 감쇄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CAPS에서는 두 개의 다운링크 주파수인 

C1(4143.15MHz), C2(3826.02MHz)와 두 개의 업링크 주파수

인 C1u(6368.15MHz), C2u(6051.02MHz)를 사용한다. GPS와 

주파수 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호 구조를 가지며 

두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전리층에 의한 지연을 보상한다.

 다른 GNSS 시스템과는 다르게 CAPS는 기존 통신위성을 활

용해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위성에 원자시계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APS에서는 virtual onboard clock 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여 가상의 위성 운용시간을 설정하고 위치 결정 시 활

용한다. Virtual onboard clock은 항법메시지의 왕복시간을 측

정하여 이에 포함된 지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

다.

다. QZSS(Quasi Zenith Satellite System)

일본은 세계에서 GP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널리 보급된 차량 항법 장치와 휴대전화에 장착된 GPS 

그리고 지진 감시를 위해 전국에 걸쳐 촘촘히 설치된 상시 기준

국망 등이 이러한 GPS 수요를 대변한다. 일본 역시 GPS에 대

한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타원 궤도상에 4기 위성

(예비위성 1기 포함)을 배치하여 각 위성이 8시간씩 임무를 수

행토록 하는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를 준비하

고 있다[11].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유럽의 대응책과는 달리 수신

되는 신호의 고앙각 유지가 가능한 준천정 위성을 이용하여 도

심지역 및 산간 협곡지역과 같은 GPS 신호의 음영지역을 보완

하고 GPS 신호에 대한 보강신호를 방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에서 발

간되는 정책자료 등을 보면 QZSS는 향후 3기의 경사지구동

기궤도 위성과 3기의 긴 타원궤도(HEO: Highly Elliptical 

Orbit) 위성, 1기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며 극동지역

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일본 독자의 지역위성항법시스템

(RNSS: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 확장하

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현재로써는 QZSS를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의 변형된 형태인 또 다른 의미

의 보강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의 보강신호는 

L1-SAIF (Submeter-class Augmentation with Integrity 

Function)라고 하며, SBAS의 기본 메시지 형식을 따르고 있

다. 여기에는 일본 내의 대류층 지연값에 대한 보정 정보 등 기

그림 2. Beidou 구성 및 측위 절차 그림 3. CAPS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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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SBAS에는 없는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다. 

 QZSS 개발 계획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 형태

로 시작하였으며, 항법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까지 아우르는 신

개념의 통합위성시스템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

해 설립된 회사가 2007년 해체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통신과 방송을 제외한 항법시스

템의 개발만 추진하게 되었다.

QZSS는 당초의 개념 자체가 GPS를 보완/보강하는 시스템이

기 때문에 방송하는 항법신호 역시 GPS의 L1 C/A, L1C, L2C, 

L5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L1 SAIF 신호와 Galileo의 E6 대역

과 중첩되는 LEX 신호가 추가되어 있다. LEX 신호는 실험용 

신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높은 전송률로 많은 데이터를 담

을 수 있다. 

라. IRNSS(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2006년 5월 인도 정부의 승인으로 인도우주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에 의해 개발 중인 인

도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이다. 3기의 정지궤도 위성과 4기의 지

구동기궤도 위성 및 지상시스템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인도 전

역에 지속적인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구동기궤도 위성은 

각각 2기씩 적도의 동경 55°와 111.75°를 지나가도록 배치하였

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2013년 1기(IRNSS-1A), 2014

년 2기(IRNSS-1B, 1C), 2015년 1기(IRNSS-1D) 등 총 4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운용 중에 있다[12]. 

 항법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SPS(Standard 

Positioning Service)와 권한이 허가된 사용자(military)에

게 제공되는 RS(Restricted/Authorized Service)로 나뉜다. 

SPS 신호는 1MHz BPSK 신호로 변조되어 L5(1176.45MHz)

와 S(2492.08MHz) 대역의 주파수로 서비스되며, RS 신호는 

BOC(5,2)와 S(2~4GHz) 대역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인도 대륙 

내에서는 10m 이내, 인도 주변 반경 1,500km내에서는 20m이

내의 정확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IRNSS 시스템은 위성

항법 신호와 GPS 항법신호에 대한 오차보정을 지상에서 수행

한 뒤 이를 다시 위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밀한 위치정

보를 제공하는 보정신호도 제공할 계획이다.

IRNSS 지상시스템은 SCF(Spacecraft Control Facility), 

INC(IRNSS Navigation System), IRIMS(IRNSS Range 

and Integrity Monitoring Stations), ranging stations, 

TTC(Telemetry, Tracking and Control), uplink stations, 

timing center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16개의 IRIM 기지국은 

위성의 궤도 결정과 전리층 모델링을 위해 인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INC는 거리, 시간, 궤도 정보 등의 모든 데이

터를 통신링크를 통해 수신하여 처리한 정보를 위성에 송신하

는 역할을 한다.

3. 의사위성기반 항법시스템 개발동향

가. BNS(Battlefield Navigation System)

Rockwell Collins는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협약을 맺고 BNS라는 의사위성 기반의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BNS 시스템은 Hunter UAV에 장착된 공

중의사위성(APL: airborne pseudolite)과 세 기의 지상의사

위성(ground-based pseudolite)으로 구성된다. 공중의사위

성 시스템은 GPS 신호 생성기, 컴퓨터 제어기, GPS 수신기,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루비듐 주파수 표준기, 전

원공급기, 무선 데이터링크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GPS 수신

기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의 자가 위치 

그림 4. QZSS의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계획

그림 5. IRNSS 시스템 구성 그림 6. Hunter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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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사신호 생성을 위한 시각정보를 제공한다. 공중의사위성

은 GPS를 이용한 자가 항법을 통해 위치가 결정되면 항법신호

를 생성하고, 생성된 항법신호는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PLGR(Precision Lightweight GPS Receiver)와 

같은 사용자에게 방송된다[13][14].

공중의사위성의 위치는 PPS(Precise Positioning Service)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하학적 정밀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BNS 시스템의 정확도를 통해 의사위성 기반의 항법 성능이 위

성기반의 항법과 유사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동하는 공중

의사위성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GPS를 사용하므로 BNS는 

GNSS의 대체 또는 백업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나. IGPS(Inverted GPS)기반 의사위성 항법시스템

IGPS 기반의 의사위성 항법시스템은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

기, 성층권 비행선과 같은 공중 플랫폼에 의사위성을 탑재하여 

항법신호를 제공하는 항법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에서는 의사위

성을 탑재한 플랫폼이 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한 항법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위성의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모니터

링 해야 한다. IGPS는 GNSS에 의존하지 않고 의사위성의 위

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Raquet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방법은 위치가 알려진 지상 수신기를 이용하여 의사위성으로부

터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지상 조정국으로 수집하여 의사위성

의 위치를 추정한다. IGPS기반의 시스템은 시간 바이어스를 제

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데 타입 1은 의사위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타입 2는

GNSS 위성을 사용한다[15][16]. 

 타입 1의 구성은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위성신호가 차단되거나 

추적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하

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지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력, 

크기, 계산 부하와 같은 제약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타입 

2의 경우 하나의 위성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입 1은 이동하는 의사위

성의 위치 결정 시 낮은 가시성의 문제로 인해 큰 규모의 항법시

스템 구성에 제약이 따르며, 타입 2의 경우 전리층을 통해 신호

가 전달되므로 지연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는 단점을 가진다.

Ⅲ. 항공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

항법시스템 연구

아주대학교의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는 항법목적의 인

공위성에서 항법신호가 생성되고 송신되는 위성항법시스템

과 달리 지상기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항법시스템을 연

구 중에 있다. 위 항법시스템은 항공우주노드의 통신 중계능

력을 활용하여 상용 및 군 시스템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정보체계이다.

1. 항법시스템 구성 및 특징

항법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중심국, 지상기준국, 중계국

(공중노드 또는 위성), 수신기로 구성된다. 중심국은 전체 시스

템을 관리하는 중앙 센터로 원자시계를 탑재하고 있어 시스템 

시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각 기준국과 지속적으로 메시지

를 교환하여 시각동기를 유지시킨다. 또한 중심국은 중계국으

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보정 정보를 생성한다. 기준국

은 의사위성 및 GNSS 위성과 같이 정확하게 알려진 위치와 시

간정보를 바탕으로 항법신호를 생성한다. 모든 기준국은 중심

국을 기준으로 서로 동기화 되며 주기적으로 항법신호를 방송

그림 7. IGPS 기반 의사위성 항법시스템 그림 8. 항공우주노드 중계기반 항법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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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계국은 기존 지상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성요소로 bent-pipe 위성처럼 기준국으로부터 수신한 항법

신호를 다른 주파수를 통해 즉시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으로 수신기는 공중 의사위성 항법시스템과는 다르게 2단계의 

측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계국의 위치와 수신기의 위치를 

동시에 추정한다. 수신기는 항법신호를 수신만 하는 passive 타

입과 위치를 결정한 후 다른 단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 능

력을 가진 active 타입의 단말로 나뉜다[17][18].

 본 고에서 제시하는 항공우주노드 중계기반의 항법시스템은 

중계국을 통해 항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말 간 통신 및 

네트워크 간 통신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PNT 정보체

계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지상기반 항법시스템의 수신기 크

기 제한과 산악지형 및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다중경로 지연으

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지상기지국이 파괴 및 교란으로 인해 항법신호 송신의 능

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중계국만을 통해 그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어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항공우주노드 중계기반 측위 알고리즘

항공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 항법시스템에서의 측위 알고리

즘은 항법신호의 중계 역할을 맡은 중계국의 위치와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해야 하므로 총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중계국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각 기준국 사이

의 시간은 매우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항법신호

를 송신한다. 수신기는 중계국을 통해 중계된 신호의 수신시간

차에 빛의 속도를 곱하여 각 기준국과 중계국 사이의 의사거리 

차를 구하고 TDOA 기법을 사용해 중계국의 위치를 추정한다. 

2단계는 수신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로 항법신호에 포함된 

타임스탬프를 사용한다. 수신기는 신호가 기준국으로부터 언제 

송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중계국과 수신

기 사이의 의사거리를 계산한 후 TOA 기법을 통해 자신의 위치

를 결정한다. 자세한 측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중심국은 항법신호의 동시 전송을 위하여 각 기준국간 동

기제어 실행

② 시각 동기화된 기준국은 중계국을 향해 항법신호 송출

③ 항법신호를 수신한 각 중계국은 지상의 수신기에 중계

④ 수신기는 수신된 항법신호의 수신시간차 계산

⑤  지상기준국 위치와 수신시간차를 이용하는 TDOA 방법을 

통해 중계국의 위치 결정

⑥  결정된 중계국의 위치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중계국과 

수신기 사이의 의사거리를 구하고 TOA 기법을 통해 수신

기의 위치 결정

3. 항법시스템 위치 정확도 분석

항공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 항법시스템은 중계국의 형태에 

따라 <그림 9>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성

층권 비행선(Case I) 또는 정지궤도 위성과 성층권 비행선(Case 

II)을 활용해 국지적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구성과 정지궤도 

위성과 경사지구동기궤도 위성(Case III)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위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19].

<그림 10>은 아주대학교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중계기반 항법

시스템의 구성 시나리오와 GPS의 위치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

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항법시스템은 GPS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를 발전시켜 나간

다면 GNSS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신뢰성 있는 항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항공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 항법시스템 구성 시나리오

(a) Case Ⅰ (b) Case Ⅱ  (c) Cas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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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연구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아주대학교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의 항공

우주노드 통신 중계기반 항법시스템 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위치 및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항법시스템은 국방 및 일상생

활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에 제시하는 항법시스템은 

GNSS가 주변 전파교란 또는 서비스 중단에 의해 불가능할 경

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법

뿐만 아니라 통신링크를 통한 항법 정보의 공유 및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한 측위/통신 융합 체계로써 군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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