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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환경의 소개
이 동 훈

경희대학교

미래 재난을 주제로 한 우주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태양

폭발에 의하여 지구 주변의 환경이 황폐해지고, 인간 건강
과 생활이 파괴되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
이 과연 현실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과학적
인 근거를 가진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영화장면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과 
범위도 과학적인 접근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태양폭발 현상은 비교적 지구에 가까운 조그마한 우주

(space)에서 발생하는 국소 현상이며, 훨씬 큰 우주(universe)
와는 시공간 영역의 규모가 다르다. 흔히 인간이 직접 탐사
가 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과학(space science)의
space 단어에는 ‘우주’라는의미도 있지만, 구성 물질이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다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국
에서는 우리와 달리 우주과학이 아니라, 공간과학이라고 부
르는데, 본래 지구 근접한 우주공간을 나타내는 원래 의미
에 더 충실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로켓과 위성으로 대기
권을 넘어 직접 보내어 탐사해보기 전까지는 지구 주변 우

주는 해, 별과 달 등과 달리, 지상 관측에서는 그냥 아무 것
도 볼수 없기 때문에 단지 컴컴한빈 공간으로상상했기 때

문이다. 1957년 개막된위성시대에급속히이루어진 현장 탐
사를 통하여 수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졌고, 우주과학의 space
는 더 이상 텅 비워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매우

격렬한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구 주변의 우주환경 변화는 궁극적으로 전자기적 변화

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통신을 비롯하여 각종 전파 현상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호에서 이러한 우주전
파환경의 다양한 내용들과 더불어, 본 지면에서는 우주전파
환경에 대한 배경과 함께 관련 연구 범위와 특징, 그리고 국
내외 현황 및 계획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Ⅰ. 우주전파환경의 배경

우주전파환경을 나타내는 관련 용어들은 태양폭발과 지

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현재 우주환경, 우주기상, 우
주 날씨, 공간 환경, 천기(天氣) 등 몇 가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한 우주과학의
지식 정보가 여러 분야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주변
기술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중복 사용되는 사연

이있는데, 처음접하게되면혼란을 주기도 한다. 참고로각 
국가를 대표하여 관련 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

식기관들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립전파연구
원 우주전파센터로서 영어 기관명은 KSWC(Korean Space 
Weather Center)이다[1]. 현재 미국은 상무성의 SWPC(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일본은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우주
천기정보센터(Space Weather Information Center), 중국은 과
학원 산하 태양활동예보센터(Solar Activity Prediction Center) 
및 공간환경예보센터(Space Environment Prediction Center) 
등이다. 기관명의 특징을 보면 영어명칭은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space weather를 사용했는데, 고유 언어에서는 여러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어떤사연이있을까? 미국 SWPC 역사를살펴보

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미국 SWPC는 제2
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46년 우주환경 예보를 담당했던 중
앙전파전파연구소(Central Radio Propagation Laboratory)에서
시작되어 ’68년우주교란연구소(Space Disturbances Laboratory)
로이어져 70년대와 90년대각각우주환경연구소(Space Envi- 
ronment Laboratory) 및우주환경센터(Space Environment Center)
로 개명했으며, 2007년현재의 우주기상예보센터(Space Wea- 
ther Prediction Center)로다시 개명한 바 있다[2]. 즉, 예전에는 
우주전파 및 우주환경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space weather로 이름이바뀌고있는것을알 수있다.
한국에서는 1966년 현 국립전파연구원의 설립 직후, 전리

층 관측을 시작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되어 2011년 우주환경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주전파센터(KSWC)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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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바, 이러한명칭들이 각각오랜역사를반영하는국문명
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에 따라 현 시점을 반영한 영문명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예보의 일반 사용자
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

하여 정부 차원에서 향후 적절한 명칭 등으로 통일하고, 그
정확한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배경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여기서는 편의상 space weather에 대
한 약칭은 우주전파환경, 우주환경, 우주기상 등을 사용하
기로 한다.).

Ⅱ. 우주전파환경의 범위 및 특징

우주환경을 연구하는 우주과학 연구 대상은 주로태양 상

층대기로부터태양풍을포함하여행성고층대기외부에이

르는 외계영역으로 규정되며, 여기서 주요 구성 성분은 모
두 플라즈마 상태이다. 즉, 태양의 전이지역(transition region)
을 넘어서고, 지구의 전리층 지역 외부 공간에는 상대적으
로 밀도는 매우 작지만 모두 전하입자들이 밀도가 높아 중

성입자 효과들을 압도하게 되며, 전자기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상의 중성대기와 육지/해양에서 발
생하는 기상 현상과는 매우 다르며, 주로 전하입자들로 이
루어진 시스템에서 전자기학 상호 작용으로 구성되는 자기

폭풍 현상, 보다 현대적 용어로서 우주전파환경 또는 우주
기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1 태양활동, 태양풍 및 지구자기권의 영역 및 성질

우주전파환경의 영역은 크게 태양표면 활동과 태양풍 및

지구자기권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양계를 벗어난 원
인은 일부 우주선을 제외하고 무시되기 때문이다. 태양 표
면에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들은 우주환경 전체에 커다란 섭

동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변화는 복사 및 물질 형태로 지구
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복사 도착시간은 약 8분이지만, 방
출물질의 전파속도 즉, 평상시 태양풍 속도는 적도 지역에
서 약 400 km/s이며, 대략 4일 정도 걸리게 된다. 폭발 현상
시 일부 고속 입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과 몇 시간 내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태양 표면에서는 다양한 운동을 갖는 대류와 자전 등의

역학적 에너지가 매질이 갖고 있는 자기장 에너지 밀도를

국소적으로 크게 높여, 불안정한 상태를 자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때로는 짧은 시간에 해소되면서 해

당 지역의 축적된 에너지가폭발적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우
주전파환경의 주요 원인이 된다. 폭발 강도와 방향에 따라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그림 1]에서 그러한 사례
를 볼 수 있다. 2003년 10월 말 대규모 태양폭발이 지구방향
으로 발생하여 아래 III 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듯이, 여러 피
해 현상을 일으켰는데, 발생시기가 미국의 기념일과 맞물려
서 Halloween 폭풍으로 부르는 폭발 장면이다. 윗부분 사진
들을 왼쪽 가시광선의 흑점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함을 오른

쪽 극자외선사진으로확인이가능하며, 아래사진들은 폭발
에서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CME: Coronal Mass Ejections)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2]에서는 태양의 극궤도를 따라 Ulysses 위성에서
관측한태양풍의 통계적 성질을 잘보여준다. 흑점수가 극소
기인 1996년 근처에서는 태양활동이 감소하며, 평균 태양풍
속도는 적도지역에서는 ∼400 km/s 정도인데, 위도가 증

[그림 1] 2003년 10월 28일 SOHO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폭발

모습. 상단 좌측과 우측은 각각 MDI 및 EIT로 관측
한태양표면이며, 하단좌측과우측은각각 LASCO/C2 
및 LASCO/C2 코로나 그래프로 관측한 CME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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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구 자기권의 자오면 구조[5]

[그림 2] 태양 극궤도를 돌고 있는 Ulysses 위성들 1992∼2003

년 기간 태양풍 관측 결과[3]. 하단은 태양흑점수 변
화이며, 상단은 위도별 극소기와극대기의태양풍속
도 분포를 나타냄. 상단 배경에 표시된 태양활동 사
진은 SOHO에서 관측됨.

가하면 극지역에서는 ∼1,000 km/s 정도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흑점수가극대기인 2003년 근처에서는 국소적인 태
양 표면의 폭발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태양풍의 위도별 분

포가 발생지역에 따라 불규칙한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다.
태양풍이 지구 근처에 이르게 되면 지구 자기장을 압박

하여 주변 태양풍 흐름과 경계를 형성하고, [그림 3]과 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기권 영역을 구성하게 된다. 자기권의
각 영역은 우선 태양풍이 초음속이므로 가장 바깥쪽에서 충

격파(bow shock)가 존재하고, 외피층(magnetosheath)을 거쳐
외부 자기권과 내부 자기권인 플라즈마권(plasmasphere)으로
되어 있다. 꼬리방향에서는 가장 뜨거운 지역인 플라즈마판
(plasma sheet) 지역이 존재한다.

[그림 3]는 자기권의 자오면과 3차원에서의 각 영역들의
경계들을 보여준다. 지구 근접우주공간에서는각 지역의 밀
도와 온도는 지상 대기 분포에 비해 변화폭이 매우 크다(표
1 참조). 여러경계에서밀도와온도가극심한변화를보이게 
되어 자기권의 일부 경계들은 [그림 3]처럼 매우 뚜렷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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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구근접 우주공간 매질의 성질[4]

고도 (km, 지구반지름 R) 밀도(cm—3) 온도(K, eV)

전리층 외부

300∼400 km 3×105∼3×106

1,000∼3,000 K
500～600 105∼106

1,000 2×103∼8×104 2∼3×103

2,000 103∼4×104 ≃3×103

5×103∼6×103 5×102∼5×103 4∼5×103

플라즈마권

2.5∼6 R 5×10—1∼5×102 1∼8 eV

자기권

4∼10 10—1∼10 3∼10

자기권계면

9∼11 2×10—1∼10 6∼12

자기권외피층

10∼15 
8∼15

8∼15
2∼20

행성간공간

>14∼16 2∼10 10∼20

태양풍지역

≥106 km 2∼60 8∼20

태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는 지상 대기와 다르게 구성매질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입자들 간의 충돌이 매우

적으므로 각 물리량의 분산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밀도가 높고 낮은 지역이 또는 온도가 높고 낮은 지역

이 서로 섞이지 않고, 경계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기권에서의 경계들의 두께는 때로는 <100 km 정도
에 이를 정도로 작아질 경우도 있으며, [그림 3]의 공간적
규모가 지구 지름 수십 배로써 ∼100,000 km 보다 큰 것을
고려하면 자기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경계들로 이

루어진 복합 구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상에 가까워지면 전하 입자들로 구성된 자기권과 중성

대기로 이루어진 지상 중성대기들이 섞이게 되는 전리층 지

역이 존재한다. 공간적 규모는 작은 얇은 층 지역이지만, 전
리층의 전자밀도 등이 상대적으로 큰 관계로 예전부터 HF 
통신 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우주환경변
화에서 지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때문에 항상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서, 최근 항행과 GPS에 미치는 우주전파환경의
영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영역에서는 위에서 태양풍과
자기권지역과는 달리중성대기의 효과를 고려해야하며, 매
질들의 상호 작용과는 관계없이 태양의 복사변화 등에 의하

여 직접적으로 전자밀도의 분포 등이 달라지므로, 태양폭발
변화에 의하여 매우 민감하게 된다.
태양 표면에서 지구 전리층에 이르기까지 실제 우주환경

감시에 이용되는 지상 관측기기와 로켓 및 위성실험 결과들

은 우주공간의 인간 활동에 미치는 우주환경의 영향을 예측

하고, 피해 예방의 의미도 있지만, 전하 매질의 본질적인 성
질을 이해하는 자연에서의 실험 영역을 넓히고, 이를 통한
기존 핵융합 및 천체물리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학문적

역할을 하고 있다. ’60년대지구 자기권 방사선대 발견이후, 
우주환경 연구는 오랜 기간 플라즈마 물리학에서도 주요 구

성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6].

2-2 전자기적 상호 작용

우주전파환경의 각영역에서 질량보존 등과 같은일반 법

칙 외에 전하입자 매질의 동적 변화에는 공통적으로 작용하

게 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먼저 운동방정식과
관련되어 동압력(dynamic pressure), 열압력(thermal pressure), 
자기압력(magnetic pressure) 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리고 다른 원리는 역학적 에너지와
전자기적 에너지의 상호 작용 및 순환이다.

첫째, 여러 종류의 압력은  ,   , 그리고

 
로 정의되는데, 매질이 어떤 평형상태에 이르

게 되면 이들 압력들의 전체 합이 일정하게 되는 경향을 보

이게 된다. 예를 살펴보자. 태양흑점은 자기장이 강한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 표면에서 [그림 1]과 같이 흑점이
검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변보다 자기장 또는 가 커질 때

전체 압력의 합이 같아지도록  가 감소하게 되어, 실제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3]에서 태양풍과 자기권의 경계지역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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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태양풍에서는 속도가 매우 크고, 따라서 가 크지만

지구 자기권은 정지 상태이며,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는

무시되고, 가 커지게된다. 따라서태양풍의 와자기권

의 가 같아지는 지역에서 이런 경계가 발생하게 된다. 만

일 태양 폭발현상으로 태양풍 동압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장

세기가 커서  ≈를 만족하게 될 때까지 태양풍들은

지구 안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경계는 평
상시에 비해 지구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
이 계속 변화하는 태양풍 상태에 따라 자기권의 경계위치와

이에 따른 전체 구조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게 되어 동

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에 의하여 태
양활동 등에 지구의 주변 우주환경과 지상 전자기적 변화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둘째, 구성 매질이 전하입자들이므로 이들의 운동은 역

학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자기적 에너지를 동반한다. 
상태에 따라 역학적인 운동이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으

며, 반대로 전자기 에너지가 매질의 운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우주환경의 변화는 이런 과정의 순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태양표면 활동에서 대류 등
의 운동이 주변 자기장을 왜곡시키고, 꼬이게 되거나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국소적으로
전자기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역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

다. 태양 폭발현상은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CME)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이러한 국소적으로 축적된 고밀
도전자기에너지가특정기회를통하여짧은순간에한꺼번

에 방출(또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지구 근처에 도착한 태양풍은 자기권 주변을 지나면서

자기장에 의하여 이온들과 전자들의 운동이 달라지므로, 여
기서 발생한 전자기 에너지들이 자기권, 전리층 및 지상에
직접 전자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우

주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도 더 크게 받게 된다. [그림 4]에

서는 태양풍이 지구자기장을 지나면서 발생시키는 유도 전

기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태양풍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지
상에 유도되는 전기장은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진다. 그리고
태양풍의 속력에 따라 유사 형태의 전압분포에서도 전압 차

이가 크게 나게 된다[7]. 심한 경우, 최대전압 차이는 100 kev

(A)

(B)

[그림 4] 태양풍에 의한 지구 북반구 지역의 유도전압 분포[7]. 
(A)와 (B) 그림은 태양풍 자기장이 각각 남쪽과 북쪽
방향일 경우임.

를 상회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장거리 전력망, 
송유관 등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Ⅲ. 우주전파환경의 피해 대상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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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주전파재난의 영향

우주환경 변화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국내 전파법

개정안 제51조에 따르면 ‘우주전파재난’으로 부르며,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

파와 관련한 재난으로 정의한다. 태양폭발 현상은 복사 및
입자 모두에서 급격한 방출을 동반하므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태양폭발 시복사량의 변화는가시광선 대에서는거의 없

지만(<0.1%), 자외선대에는 몇 배에 이르고, X선에서는 105

배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전리층 등의 이
온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자밀도가 크게 변화하
여 통신 GPS 신호 등에 큰 영향을 준다. 같이 방출되는 고
에너지 입자들의 경우, 지구 주변 위성의 부품에 손상을 주
게 되어 위성의 오작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
질량 방출 등이지구에도착하게되면전리층과지상에전반
적인 변화를 주어 대규모 유도 전자기장의 교란 현상을 발

생시킨다. 전리층 통신장애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현상이
지만, 최근에는 극항로의 방사선 증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노선의 변경이 실시되고 있고, 위성들의 장애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지상의 장거리전력망에유도전기장으로변
전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현대 전자기기 및 시설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그 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주전파환경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성

의경우, ’15년 1월기준전세계의운용위성은약 1,265개인
데, 통신위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대표적인 위성 사용분
야가 된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궤도별 분류에서도
정지궤도 및 원거리 위성들이 40%에 이르고 있다[8]. 또한
전체 위성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태
양폭발 현상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3-2 피해 사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태양폭발이 지구 방향으로 발생하

면 피해의 공간적 규모는 전 세계에 해당하며, 해당 위치와
대상에따라다양한종류의장애가발생한다. 예를들어 2003
년 10월 말 태양폭발현상은 할로윈 자기폭풍이라는 별칭으
로 부르는데, 이러한 장애 현상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
하였다[9]. [그림 6]과 같이 광범위한 여러 대륙들에서의 통

[그림 5] ’15년 1월 기준 전 세계 운용 중인 위성의 용도 및

궤도별 분포

신두절, GPS 기능 및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하였고, 특히 단
파 통신의 경우, 지역에 따라 극지방에서는 5일 이상 두절
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전력시설 손상과 발전시설에 장
애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극항로를 운항하는 항공편들의 항
로 변경이 실시되었다.
자기 폭풍의 강도는 흔히 적도지방의 평균 지자기 교란

의 크기를 나타내는 Dst라고 부르는 지수로 비교한다(교란
정도가 심할수록 극소값이 커짐). 위의 Halloween 자기폭풍
은 수일간에 지속된 폭발들이 Dst = —151∼—383 nT 세기
로 교란한 바 있다. 사실 지구에는 더 큰 규모 자기폭풍들이
발생한 사실들이 있다. 1989년 3월에는 Dst = —589 nT의 강
력한 자기폭풍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피해사례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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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3년 10월 말 태양폭발현상([그림 1])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

데, 이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캐나다 퀘벡 주에
송전시설이 파괴되어 6백만 명의 국민들이 9시간 동안 단전
상태에서 있는 등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구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이후 알려진 가장 큰 규모의 자기폭풍은 1859년
9월 초 발생한 이른바 Carrington 자기폭풍이다. 자기장 관측
망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당시 일부 관측값을 기초로 추정
된 값은 Dst = —1,760 nT로써 그야말로 대규모 태양폭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당시 여러 기록들에는 밤 시간
에도 발생한 오로라가 밝아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일부 작
업장에는 해가 뜨는 것으로 착각하여 사람들이 기상하였으

며, 당시 통신기기에서는 유도 전류로 화재가 발생한 기록
들이 남아 있다.

Ⅳ. 우주전파환경의 대응 현황

4-1 국제 현황

’13년 국제보험협회 로이드 보고서 기준으로 Carrington급

의 초대형 우주전파 재난이 현재에 발생할 경우, 최대 US$ 
2.6조(약 3,0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마련한 ’15년 국가위험기준 분류인 [그

림 7]에따르면우주전파재난을위험도순위에서전세계전
염병과같은수준으로, 피해충격에서는홍수및 화산폭발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여 일반 자연재해의 재난 현상으로 비

교발표하였다[11]. 이러한사실들은 현대 문명에서막대한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시설 및 장비, 각종 전자기기들을

[그림 7] 영국 우주기상정보센터의 국가위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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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외부의 전자기적 재해에 대해 더 이상 자유로

울 수 없으며,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 미국에서도 정부 각 부처의 관련 업무들을 조정
하고,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NSWP(National Space 
Weather Program)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4-2 국내 현황

우주전파환경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반대로 이에 대
한 감시와 관측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태양과 자기

권, 지상 관측과 위성들의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원인과 변화를 일부이지만거시적으로 추적할수 있게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공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우주전파환경감시 및분석을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역시 공동으로 나누기 위해 국제공동기구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 역할은 국제우주환경기구
(ISES: International Space Environment Services)에서 담당하
고 있다[12].
한국은 정부의 우주환경 예경보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

하기 위하여 ’60년대 말부터 업무를 맡아온 국립전파연구원
에서 신규 우주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2011년
제주에서 설립하였다. 같은 해 우주전파센터는 ISES에 14번
째 국가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현
재 주요 우주환경 예경보 정부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연구
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Ⅴ. 우주전파환경의 전망

우주공간에서 지상까지 또한 위성부터 일상생활의 각종

통신 및 전자기 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은 우주환경의

전자기 격변 현상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러한
추세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SWPC의 경
우 ’10∼’15의 5년 동안 등록자 수가 10,000명에서 44,000명
으로크게증가하였다. [그림 8]은 1990∼2013년기간동안매
년 space weather라는 구절이 초록에 들어간 출판논문 수와
함께 인터넷 space weather의 구글 검색 횟수를 보여준다[13]. 
논문 수가 처음에는 없거나, 불과 몇 편에서 900여 편으로

[그림 8] 파란색은 우주환경의 초록 논문수와 붉은색은 구글

검색 수

증가하였으며, 2002년경시작된 검색 횟수는매년 14만건에 
이르고 있다. 그 증가세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주
전파환경의관련예경보서비스를받기위하여등록기관및 
사용자의 숫자는 최근 들어 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주환경의 관련 피해사례 및 해당 서비스 사용자가 급

증할 뿐만 아니라, 우주전파 재난에 따르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는 새로운 재난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홍
수, 화산, 지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재난 개념이 우주전파
재난까지 확대되고,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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