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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이 열어 가는
우주 인터넷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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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FUTURE HORIZON+┃Vol. 51

위성통신 개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소중한 경험

위성통신은 위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음성·데이터 통신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1990년대에 지구상 어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통신 인프라가 취약

에서나 누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

하거나 구축이 불가능한 도서 및 해양 지역에서 주로 활용

되었다. 1990년 6월 미국 모토로라의 소형 위성 77기를 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위성통신 서비스에는 위성 고도가 3

용한 이리듐(Iridium) 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스페이스 시

만 6,000㎞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위성이 주

스템스 로럴(Space Systems Loral)사와 퀄컴(Qualcomm)

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고도가 1,500㎞ 이하인 저궤도(Low

사 주관의 글로벌스타(Globalstar) 사업, TRW사의 오

Earth Orbit) 위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정지궤도

디세이(Odyssey) 사업, 인마샛(INMARSAT)의 프로젝트

위성은 이론적으로 3개의 위성만으로 전 지구 영역에 통신

(Project)-21 등 다수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등장하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지궤도에 위치하

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대전자,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한

여 전송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300~1,500

국통신 등 대기업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 상공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면 4세대(4G) 이동통신 정

참여하는 등 위성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동통신과 견줄

도의 통신 지연율과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정지궤도

만하였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 단말기 가격 및 통신

위성은 적도 상공에 위치하여 양극 지역에는 서비스가 불

료와 도심 지역에서의 불통, 이동통신의 국제 로밍 제공 등

가능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양극 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에

으로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파산, 구조조정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음성 통신과 저속의 데이터 통신 정
도를 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사가 2016년 4
월 발사체 회수 및 재사용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위성

<표 1> 위성통신의 궤도에 따른 특징
구분

저궤도(LEO)

정지궤도(GEO)

LTE

위성 고도(㎞)

300~1,500

36,000

-

평균 통신 지연율(㎳)

<30

>500

<50

전송 속도(Mbps)

100

25

>100

자료: 저자 작성.

발사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고, 영국의 원웹(Oneweb)이 위
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
라 제작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0년대와는 다
르게 혁신적인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민간 위성 기업의 저
궤도 위성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글로벌 시장 선

<표 2> 주요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사업명

주관 업체

위성 수

예산

상용화 시기

이리듐(Iridum)

모토로라(미)

661)

40억 달러

1998년

글로벌스타(Globalstar)

로럴(미), 퀄컴(미)

48

19억 달러

1998년

오디세이(Odyssey)

TRW(미)

12

20억 달러

1998년

프로젝트(Project)-21

인마샛(국제기구)

12

30억 달러

1999년

주: 1) 사업 초기에는 77기로 발표하였으나 66기로 수정함.  
자료: 서병홍(199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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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

점을 위한 경쟁이 촉발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

겠다고 선언한 주요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가 도래하였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저궤

스X(미국)를 중심으로 원웹(영국), 아마존(미국) 등이 시장

도 소형 위성 1만 2000기, 장기적으로 4만여 기를 쏘아 올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0

려 지구 전역에서 1Gbps급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여 저궤도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085기의 저궤도 위성을

위성통신 서비스 실현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

발사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구축된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을 보여 주었다. 미국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서비스 비용은 월 99달러이고,

탠리의 자료에 따르면, 위성통신 시장 규모는 2018년 540

별도로 삼각대, 와이파이 라우터, 위성 연결을 위한 단말기

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5,840억 달러로 성장해 위성통신

가 들어 있는 패키지를 499달러에 구매하여야 한다.
미국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Kuiper)’라는 위성 인터

분야가 위성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넷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성 3,236기를 지구 궤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위성 발사비용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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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연도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그림 2] 위성 제작비용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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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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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사해 기가바이트급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약 1,60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전망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출범했을 당시의 위성통
신은 지상 이동통신과 경쟁 관계로 출범하여 그 한계에 부

영국의 원웹은 2012년 런던에 설립한 위성 인터넷망 스

딪혀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저궤

타트업으로, 한때 파산하여 사업에 위기가 있었으나 영국

도 위성통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두

정부, 인도 바티 글로벌과 한국의 한화시스템 등의 투자를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받아 재기에 성공하였다. 원웹은 앞으로 매달 위성 30여 기

첫째,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의 지상 이동통신이 서

를 발사해 1차로 최종 650기를 쏘아 올려 2021년 10월까

비스하기 어려운 해상 및 도서 지역에서 LTE급의 서비스

지 북위 50도 북극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2년 5~6

를 할 수 있고, 정지궤도 위성통신으로 서비스하기 어려

월까지 점차 북위 22도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본격적으

운 양극 지방에서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

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할 전망이다.

하다. 또한, 현재 5G는 고도 120m까지 서비스가 가능하

캐나다의 텔레샛(Telesat)은 2023년 하반기부터 라이트

지만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인류가 생활하는 전 공간에서

스피드(Lightspeed)라는 이름으로 298기의 Ka 대역 저궤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국내의 현대자동차

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를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개발 중인

이다.

UAM(Urban Air Mobility) 등장 시의 통신망으로는 저궤

[그림 3] 2018년 위성통신 산업 규모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그림 4] 2040년 위성통신 산업 규모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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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성통신망이 유력하다.

11

글을 마치며: 우주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관광공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2세대 우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

사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

기 위한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세대 저궤도 위성 서비

민의 해외 출국 인원수는 2,8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

스와 달라진 점은 기술의 발달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는

의 50% 이상이 일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즐겼다(한국관

것과 인류의 생활 영역이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해

것이다. 최근 스페이스X에서 최초로 민간 우주인 4명으로

외여행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일부

만 구성하여 우주 여행에 성공한 것은 앞으로 해외가 아닌

항공기 노선에서 저속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

우주로의 여행도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로는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우리나라는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저궤도 위성 산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X는 최근 항공기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

앞으로도 발사 실험을 계속하여 우주 개발 이력을 쌓아야

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10시간 이상의 지루한 비행시간

자체적으로 상업용 저궤도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의 인터넷 서비

우주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미래 비전은 밝다. 신기술 도

스를 지상에서와 동일한 성능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입과 연구·개발에 발 빠른 우리나라는 이미 우주 인터넷 강

둘째, 현재 3GPP 표준화 기구에서는 5G 이동통신 표준

국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코드분할다

을 위성통신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이

중접속(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

며, 다수의 해외 기관에서는 6G 시대 이동통신이 위성통신

였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도 성공한 정

과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하나의 단

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말로 지상 기지국과 위성 기지국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다. 저궤도 위성 분야에서도 국내 ㈜쎄트렉아이(Satrec-i)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 관측위성을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인텔리안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Intellian)은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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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천리안위성 1호 통신탑재체를 개발하여 우주 개발 이력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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