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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
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써,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
임.
○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
템인 MTCR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시급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아울러, 선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
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와 MTCR 동향 분석, 그리고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의 방문을 통해 연구분석
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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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
관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
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아울러, 국제법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세미나
를 개최하는 동시에,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경험했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벤치마킹함.
○ MTCR 관련 사항은 국방연구원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회의 참
가를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함.
○ 해외 연구기관의 단계별 발전전략 분석연구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제도
분석을 위하여, 거시/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사용. 거시적 관점
에서의 분석은 국가정책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
에서의 분석은 기관의 연구개발 추이 및 기관내부의 발전추이를 분석함.

Ⅳ. 연구개발 결과
○ 국가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은 1967년 발효된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
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우주조약) 을 들 수 있으며, 이어
서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1968년, 약칭 우주구조 반환협정)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1972년, 약칭 우주손해 배상
협약) ,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1976년, 약칭 우주물
체 등록협약) , 달 및 기타 천체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
정(1984년, 약칭 달협정) 등 모두 5개의 우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조약에서는 1) 우주, 우주비행사, 우주물체
의 법적지위, 2)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3)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이중에서 국가책임에 있어서는
동 조약의 체결국은 우주에서의
자국의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졌든, 비정부
단체에 의해 행하여졌든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

- 4 -

에,자국 활동이 동 조약의 규정에 일치하게 수행되도록 보장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하여야 할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이제 유치단계를 벗어나, 점점 본격개발단계로
이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우주개발과 관련한
국제법적규제는 점점 현실적 고려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 특히, 2005년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국제우주법이 정의하고 있듯이 우리
나라도 우주활동으로 인한 국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함.
○ 주요 우주개발국(미국, 러시아, 호주, 영국, 캐나다, 브라질, 우크라이
나 등)의 국내 우주법 체계를 분석하고, 주요 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주요국의 우주법은 크게
우주개발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 과
‘우주활동 규제를 위한 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주개발기관 설립법: 프랑스(CNES), 일본(NSADA), 캐나다(CSA) 등
- 우주활동 규제법: 미국, 러시아, 호주, 영국, 스웨덴 등
○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의 모든 항공우주 관련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
는 국가항공우주법(1958년 제정)이 기타 관련법의 모법으로 간주되어지
며, 기타 관련법들은 우주의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
음.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원격탐사 및 우주탐사로 분야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들이 있음.
- 우주상업화 일반법: 우주상업화 촉진법, 우주상업화법, 상업우주경
쟁법
- 인공위성 관련: 통신법, 통신위성 경쟁 및 민영화법
- 우주발사체 관련: 상업우주발사법, 상업우주수송면허발행규칙,
우주수송서비스구매법, 상업우주수송경쟁법, 상업우주수송비용경감
법 등
- 원격탐사 관련: 원격탐사상업화법, 원격탐사정책법, 원격탐사응용
법 등
- 우주탐사 관련: 우주탐사법
○ 국내의 우주법은 기본적으로 외기권조약, 책임협약, 달조약 등의 국제협
약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함. 1967년 만들어진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을 기본으로 1968년 구조협약,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
약, 1979년 달조약이 체결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달조약을 제외한 모
든 조약(협약)에 가입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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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우주법에는 우주개발의 체계,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규정, 우주활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조항, 우주물체의 등록, 발사국으로
서의 책임, 국가간의 협정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 우주개발체계: 정부전담조직, 종합조정기구, 국가의 우주개발 비젼
등
-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 우주활동 면허발급, 발사승인, 발사시설
등 검사 및 감독
- 우주활동의 안전의무: 안전 및 환경기준 제정, 발사시설 및 우주발
사체의 기술적 검토, 사고조사 절차 등
- 보험, 재정책임조건 및 면책: 제 3자 손해배상 규정, 책임배상 보
험의무, 사업자 및 국가의 배상한도 등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전망

○ 앞으로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이
라는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체제의 정비는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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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
도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
도 입법,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야 할 것임.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
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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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 항공우주시스템은 그 속성상 자국의 범위를 벗어나, 타국가 영역을 넘나
드는 "이동물체 (mobile equipment)"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불가피하게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초래하게 되며, 원만한
국가간 이해의 조정을 통한 항공우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기
구를 통한 이해의 조정 및 논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간 항공우주활
동을 위한 질서를 규정한 국제법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음.
○ 항공분야에서는 주로 민간항공운송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운송의 효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우주분야에서는 그동안 UN에서 구소련의 인류최초 인공위성인 스프트니
크호 발사 이후, 새로운 영역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질서 유
지와 우주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우주물체의 반환 및 구조등을 규정한 우
주조약을 도출해 냄으로써, 우주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추구해 왔
음.
○ 국제우주조약과 더불어 동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우주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그동안 우주법과 관련해서 국내에는 극소수의 대학에서 국제법 강의의
일부로서, 혹은 항공법의 일부 보완 개념으로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 상
태에 머물러 있으며, U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COPUOS (우주의 평화
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
언이 아니었음.
○ 따라서, 동 과제의 수행을 위해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
므로써, 최근의 국제적 논의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각국의 우주법을
입수하여 동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분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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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내법으로서의 우주법은 2005년 우주발사체에 의한 우리 인공위
성 발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전제조
건임.

○ 주요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는 UN COPUOS, ESCAP, ICAO 등 주요 국제기구
의 목적과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UN 우주조약,
민간항공협약 등 주요 항공우주분야의 국제협약에 대해 주요 내용을 기
술하였음.
○ 제 4장에서는 국내법으로써의 우주법에 대해 소개하였음. 국내 우주법은
크게 우주기관 설립법과 우주활동 규제/촉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지막 제 5장에서는 국내 우주법 제정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논의하였
음.

제 2장. 항공우주 관련 국제기구
제 1절. 개요
○ 항공우주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자, 개발위험 리스크 등과
글로벌산업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많은 항공우
주개발국가가 이러한 국제기구 참가를 통하여 인력교류 및 정보교환, 최
신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우주기술 개발에 적용을 하고 있음
○ 다양한 항공우주관련 국제회의가 있지만, 우리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1차년도 사업에서는 주요
국제기구만을 연구하였으며, 차기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다루지 않했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포함하여 수행할 계획임
- 우주분야 회의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아.태지역 우주교육센터 G/B회의,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
의,

IAF (International Aeronautical Federation: 국제우주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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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Space Agency Forum :우주기관포럼), CEOS (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 지구관측위성조정회의), APC-MCSTA
(Asia-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 : 아.태지역 우주기술응용다자간 협력회
의), APRSAF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 아.태지
역우주기관포럼)
- 항공/추진/품질인증분야 회의는 차세대엔진 국제기구 (ISOABE :
International Society of

Air-breathing

Aviation Authorities/JAA

(Joint

Engines), FAA( Federal

Aviation Authorities) 공동회

의,전역항법위성시스템실무그룹(GNSSP: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항공교통관리운용실무그룹(ATMCP:Air Traffic Management
Section),항공기운항연구실무그룹(OPSSG:Operations/Airworthiness
Section),한․일

항공기술협력회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전역항법위성시스템실무그룹(APGNSSP)
○ 앞으로 항공우주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많은 참여를 통하여 국제
회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아울러, 국가의 위상제고, 국외의 최신 기술동
향, 규제 정책을 파악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 2절. UN COPUOS
1. 목적
○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에 따라 1961년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가 상설 위원회로서 설치
○ 우주공간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
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부문에 관해
심의하며, UN총회에 권고 및 제안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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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본 위원회에는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위원회, 본회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있음
- 법률소위원회 : 외기권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원격탐사문제, 원자력위성

문제, 우주공간의 정의 및 정지궤도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심
의하고, COPUOS에 대해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소위원회 : UN우주응용계획 및 UN기구의 우주활동조정, 인공
위성에 의한 지구 원격탐사,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원자력 전원사용, 정
지궤도의 물리적 성질과 기술적 특성, 제2회 UN우주회의 권고사항의 실
시, 우주파편 등에 관해 기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COPUOS에 대해 권
고함.
- 본회의 : 법률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제를 검토,
확정하여 UN 총회에 상정하여 보고함.
○ COPUOS는 유엔산하의 우주관련 전문 단체로 우주관련 선진국 6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4년 9월 49차 유엔총회의 의결에 의해,

95년부터 현재 말레이시아와 함께 2년씩 윤번제 회원으로 참여해왔으나,
2001년 UN COPUOS 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 COPUOS는 limited membership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80년 이후 53

개 회원국수를 유지해 왔으나 제49차 UN총회( 94.9)시 당분간 회원국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8개 의석을 증설(총 61개국)
- 현 회원국
* 표시는 제 49차 UN 총회 신규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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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유럽지역(21개국)

(15개국)
중국,인도,인니,

알바니아,오지리,

미주지역(12개국)

아프리카․기타
(13개국)

미국,캐나다,멕시코 부루키나파소,

이란 , 이라크 , 일본 , 벨기에,불가리아,

아르헨티나,브라질, 카메룬,차드,케냐,

레바논,몽고,호주,

체코,프랑스,독일,

칠레, 콜롬비아,

파키스탄,시리아,

그리스,헝가리,

에쿠아돌,우루과이, 나이제리아,베넹,

필리핀,베트남,

이태리,네덜란드,

베네주엘라

시에라레온,이집트

*카자흐스탄

폴란드,루마니아,

*니카라과

*남아공

*한국, 말련

러시아,스페인,

*쿠바(페루)

*세네갈

모로코,니제르,수단

스웨덴,영국,유고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터키

○ 특히, COPUOS 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약을 심의하고 초안을 작성
해 왔음.
- 우주조약 (1967년 발효), 우주구조반환협정(1968년 발효), 우주손
해배상협약 (1972년 발효), 우주물체등록협약(1976년 발효), 달협
정 (1984년 발효)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협정을 제외한 4개의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5대 조약을 결성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7년 외기권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이
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아국 가입)

․'68년

구조협정 : 우주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아국 가입)

․'72년 책임협약 :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아국 가입)

․'75년 등록협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아국 가입)

등록에 관한

협약

․'79년 달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약 (아국 미가입)
○ 또한, 주요 과학기술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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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 제1차 UNISPACE 회의 개최 (비엔나)
․우주기술과 그 응용에 대한 발전성과 검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응용기술 이전 권고
- '70년대 우주이용 Programme 개발

․원격통신, 기상예보, 재해예보 및 관리, 환경관리, 원격탐사 등

- '82년 제2차 UNISPACE 개최 (비엔나)

․제1차 회의 이후의 성과 검토 및 기술이전 강화 권고

- '92년 국제우주년 주관

․Columbus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에 맞추어 설정된
Space 해

1992 국제

행사로 서 각종 학술회의와 Forum 개최

- '95년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 설립 (인도)
- '99년 제3차 UNISPACE 개최 (비엔나)

․「21세기의 인류가 우주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테마로
개최되어, 공동선언인 빈선언을 포함한 보고서가 채택되었음.

○ UN 해양법 관련회의를 통해 200해리 경제수역 원칙등이 선진국들의 이익
만을 대변한채 급격히 결정된 바 있고, 영공을 비롯한 우주공간활용에
대한 모든 정책 등이 COPUOS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주공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선진국 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국의 외교통상부도 COPUOS 회의를 중요시 취급하고 있음.
3. 특기 사항
○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요하는 우주관련회의이므로 , COPUOS 참여선진국들
은 전문적 과학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임하
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활발한 우주개발 참여 및 이에 따른 관련 우주
법을 작성 또는 검토할 때 과학적 지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
에 따라, 1996년부터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전문연구기관이 매년 개최되는 법률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 본 회
의에 각각 참여하고 있음.
○ 매년 과기소위, 법사위, 본회의가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됨 (3
회/년). 이 회의는 정부 부처의 참여는 물론 이를 지원할 전문연구기관
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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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ESCAP
1. 목적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1947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립된 UN아시아 극동 위원
회 (ECAFU)의 전신이며, 활동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개발
을 촉진하고, 그 분야는 농업, 사회개발 등

경제. 사회가 포함됨 .

- 상기 기관 산하에 우주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우주기술응용과 설치되
어 있으며, 주로 우주응용기술(위성자료 활용 등)을 이용한 역내 국
가의 홍수, 태풍, 지진,

산사태 등 재난관리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ESCAP 사무국에 우주개발활동이 포함되도록 요구된 것은 1980년 ESCAP
회의임.
- 본 회의는 UNDP의 지원을 받아 회원국의 수요를 조사하여 그 지역의
원격탐사프로그램 형성, 교육훈련 협조, 기술지원. 연구개발, 환경감
시, 그리고 정보교환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따라서, 1983년
에는 지역원격탐사프로그램( Regional Remote Sensing Programme :
RRSP)을 UNDP의 지원으로 개발하여, ECSAP의 우주응용활동을 RRSP를
통한 원격탐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 1994년에는

역내 발전을 위한 지역 우주 응용 프로그램(RESAP:

Regional Space Application Program)가 시작되어 원격탐사, 기상, 통
신, 우주과학 등 4개 분야에 각각 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94. 9월 제1차 우주이용 각료회의( 중국 북경) 개최

․아․태 지역 지속개발을 위한 우주기술이용에 대한 북경 선언 채
택

․우주이용에 대한 지역협력전략 및 행동계획 채택 (1단계로 역내
RESAP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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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과로 사업 수행 : 기상 및 재난( 서애숙 기상연구소 실장),
RS/GIS/GPS( 양영규 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위성통신( 이성팔 전
자통신연구원 부장), 위성응용( 최순달 KAIST 교수)
- '99. 11월 제2차 우주이용 각료회의( 인도 뉴델리) 개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응용에
대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승인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태지역의 우주기술 응용에 관한
델리 선언의 채택 → 2단계 RESAP 사업착수

․2 단계 RESAP 사업(기간: 2000-2005년까지)의 핵심인 최소한의
공통사업( Minimum Common Programme)을 확인 : 환경 및 천연자
원관리, 식량안보 및 농업시스템, 능력개발,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빈곤퇴치, 자연재해 경감, 보건위생, 지속개발 계획 등 8
가지 분야
○ 최근 UN-ESCAP은 1999년 UNISPACE-Ⅲ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를 방지하기 위한

이

우주기술 활용(관측위성, 기상 및 통신위성)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였음. 따라서,
우주기술 이용에 관한

2002년 11월

아․태지역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 Workshop 개최를 통해

역내 국가가 수행

하고 있는 재난 방지를 위한 우주응용 프로그램의 현황 소개 및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재난 방지를 위한 우주응용 파일럿 사업과제
를 도출할 계획임.
- 금번 Workshop은 주관기관으로 UN-ESCAP, UN외기권사무소가 담당하
였으며, 후원기관으로는 지구관측위성위원회, 유럽우주청, 태국지리
정보/우주기술개발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UN재난감소를 위한 국
제전략연구소가 참여하였음.
- 주요 참석자는 161명 (31개국: 131명, 12개 국제기구: 30명)이며,
참석국가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드쉬, 캐
나다, 중국, 프랑스, 조지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라오스, 말레이지아, 몽고, 네팔,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한
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밸루, 영국, 미
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등이며,

국제기구로는

UN환경프

로그램, UN피난민구호처,UN마약통제/범죄예방소, UN외기권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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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개회사 (김학수 UN-ESCAP 사무총장)를 통해 02년 1월부터 9월까지
세계자연재해 피해규모는 560억불에 달하고, 그 중에서 아․태지역의

피해규모는 50%에 해당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아․태지역에서의 홍수
피해는 20개국이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약 2천 3백명의 인명손실을
가져 왔고, 또한,

1천 8백만명이 거주지를 잃어버렸고, 2002년 9월

초에 태풍

는 한국에 66억불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

루사

음. 이어, 재난관리 부문에 있어서, UN-ESCAP은 수자원관련 재해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을 주관하였다고 덧붙임. 앞으로, UN-ESCAP은 지역수준에서의 재
난관리를 위한 우주이용에 관한 지역협력기구의 촉진을 비롯하여 디
지털 차이를 연계하는 보다 큰 수준의 지역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촉
매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UNESCAP의 재난관리를 위한 우주기술활용 지역협력기구 설치에
대한 접근방법 (Mr.Wu Guoxiang, UN-ESCAP 우주기술활용과)이란 주제
발표를 통하여 앞으로 역내에서의 재난관리를 위한 우주정보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장기지역협력기구 설립과 주요 국제회의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 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UNISPACE-Ⅲ의 행동강령, 99
년 인도에서 개최된 제2차 우주활용장관급회의: 전략과 이행계획,
‘01년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
상회의 : 이행계획)를 수행해 나갈 계획을 강조함.
○ UN은 매년 아․태지역내에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주기술활용을 추
진하고 있으며, 역내의 우주기술보유국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음. 현재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우주선진국가가 보유위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목적위성자료를 역내 국가에게 상업
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제공하여 역내의 재난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국가위상을 제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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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사항
○ UN-ESCAP회의는 UN이 아.태지역 우주기술발전을 위하여 발족한 회의로서
동남아 관련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역내 우주관련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94년부터 착수된 RESAP (Regional Space Application
Program) 은 원격탐사 등 우주응용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정부간 자문회의(ICC: 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Committee)가 있으며, 이 회의에는 정부(과기부) 및 전문연구기관(항우
연, 전자통신연, KAIST 인공위성센터)이 참여하고 있음.

제 4절. ITU
1. 목적
○ 국제통신연합의 전신인 국제전신연합은 근대통신수단인 전보를 국제적으
로 규제하기 위 위하여 1865넌 창설되었음.
- 이 연합의 주요 목적은 모든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유지하며 확대
시켜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장거리 통신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으로
사용할 뿐만아니라 장거리 통신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적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이에 따라, 무절제한 주파수 사용으
로 인한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47년 주파수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위성발사이후 위성통신도 무선통신의 한 종류로서 위성통
신주파수 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음.
○ 1932년 스페인 마드리드회의에서 만국전신연합(1865년 파리에서 창설)이
국제무선전신연합(1906년 베를린에서 창설)과 합병하여 ITU가 발족하였
으며, 1934년 1월 1일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
신, 무선, 광학시스템 또는 그 외의 전자기 시스템에 의한 모든 종류의
통신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재확인하였음.
○ 1947년에 ITU는 조직을 발전 또는 근대화시키기 위해 회의를 열고, 1947
년 10월 15일 국제연합(UN)과의 합의하에 정식으로 UN의 전문기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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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 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
력을 증진하고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증진, 이용증대 및 보급을 위해 기술
적 수단의 발달과 능률적운용을 촉진함.
- 우주통신 분야에 대한 ITU의 공식적인 활동은 1957년 10월 4일 세
계최초의 인공위성인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Sputnik-1)가 발사
되고 얼마 안돼서 개시되었음.
- 우주개발을 진행하는데는 위성과 지상국 간의 고품질인 통신수단
의 확보가 불가결하고, 이 확보가 ITU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음.

2. 주요 내용
○ 1963년에 임시무선통신 주관청회의(EARC)에 이어 1971년에는 우주통신에
관한 세계 무선통신 주관청회의(WARC)를 열고, 우주통신업무용 주파수와
해상 및 항공이동업무를 위한 주파수의 배분을 했음.
○ 정지궤도(GEO)를 우주개발의 후진국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RC-Orbit-Ⅰ(1985년) WARC-Orbit-Ⅱ(1988년)이 개최되고, 특정 주파수
대 500㎒분(상하회선 공용)을 통신위성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모든 가입
국에 정지궤도상의 1개소를 할당하였음.
○ 1979년 WARC-79 주파수의 일반적 국제 할당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서 1992년에 대폭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음(WARC-92). 본 회의에서는 우
주용 주파수의 사용상황 개선 외에도

이동위성업무에

대폭적인 할당

등이 이루어졌음.
- 1992년 12월의 추가전권회의에서 ITU의 개조가 결정되고, 1993년
3월부터 전기통신표준화부문, 무선통신부문, 전기통신개발부문과
사무총국에 의해 구성되게 되었음.
- 무선통신부문 내에는 2년마다(기수년) 개최되는 세계무선통신회
의(WRC, 종래의 WARC는 부정기 개최)와 무선통신총회(RA)가 있
음.
○ 1995년 10～11월의 WRC-95에서는 지구규모의 위성휴대전화사업자(BIG
LEO)의 피더링크(위성과 지상의 네트워크간)와 고속데이터전송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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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통신망시스템(예 : 테레데시크)에 충분한 주파수대를 할당했음.
- 1997년 10월～11월의 WRC-97에서는 Ka밴드저궤도(LEO) 위성시스템
(예 : 테레데시크)으로의 주파수대의 추가할당을 결정했음.

3. 특기 사항
○ 2002년 현재 18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 1월 상기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되어
이 기관이 주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북
한은 이 기구에 1975년 9월에 가입한 바 있음.
○ UN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00년도 이
사회가 7월19일～28일까지 열흘간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열린바
있음. ITU 이사회는 해마다 열리며, ITU의 일반정책과 전략, 사업계획,

재정, 인사 등을 검토․승인하는 기구로 1백89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 의
결기구인 전권위원회에서 선출된 46개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서 이사국에 삼선(三選) 된 바 있음.
-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98년 ITU 전권위원회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ITU 활동․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어 졌

고, 특히 범세계적 정보사회 구축방안을 논의할 정보 사회에 관한 세
계정상회의,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개최계획을 비롯, 국제전기통신규
칙(ITR) 개정방향, ITU 효율성과 효율성 증진방안 등이 중간 검토되었
음.
○ ITU의 위성통신관련 기본 활동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지구정지위성궤도에 있어서 각 국가의 라디오 수신소에서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밴드를
할당하며, 라디오 주파수의 분배 및 등록, 그리고 궤도상 위치에 관
한 문제를 담당
- 각 국의 라디오 수신소간의 간섭을 없애고,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의 사용을 향상시키며, 무선통신서비스를 위한 지구정지궤도위성의 궤
도 사용을 늘리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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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을 이용하는 장거리통신장비의 개발을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도록 조화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

제 5절. CEOS (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1. 목적
○ CEOS(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는 1982년 프랑스 파
리 선진경제정상회담의 원격탐사전문분과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1984년 설
립되었으며, 지구관측위성을 소유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 구성됨.
- 기존의 해양원격탐사위성 협의회(CORSS : Coordination on Ocean
Remote Sensing Satellites) 와 육지관측위성 협의회(CLOS :
Coordination on Land Observation Satellites) 및 기타 지구관측
임무의 조율을 위한 여러 기구 등을 묶어 탄생
○ 지구관측위성시스템에 관한 기술조정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
음.
- 지구관측위성임무 계획 및 위성자료 가공 및 형태, 서비스, 응용
및 정책에 대해 각 기관사이의 협력을 통해 우주로부터의 지구관측
의 이익을 최대화
- 우주와 연관된 지구관측임무의 국제적인 조율을 위한 접촉기관으로
서 임무를 수행
- 지구관측 및 자료교류시스템의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및 기
술정보의 교류의를 활성화

2. 주요 내용
○

지구관측위성위원회

조직은

총회와

2개의

정식

working

group

(Calibration and validation, Information Systems & Services) 및
재난관리지원 등 몇 개의 임시 working group로 구성되어 있음.
- 지구관측위성위원회 구조(2001년): 지구관측위성위원회는 아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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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총회와 2개의 정식 working group
(Calibration and validation, Information Systems & Services) 및
몇 개의 가칭 working group로 구성되어 있음.
< CEOS의 조직구조 >

- 2001년의 의장국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우주개발사업단(MEXT/NASDA)
이 맡았으며, 총회이후 2002년도의 의장국은 ESA로 이전되었음.
○ 지구관측위성위원회의 참여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회원기관(Members) 및
준회원기관(Associates)로 구분됨.
- 정회원기관(Members)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주로부터의 민간 지구
관측임무를 담당하거나, 최소한 Phase B 혹은 이와 동등한 시스템 개
발단계에 있는 국제적인 혹은 한 국가내의 국가기관
- 준회원기관 : 최소한 Phase A/pre-phase A 혹은 이와 동등한 시스템
개발단계에 있거나, 지구관측위성위원회의 목표를 지원하는 중요한
지상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혹은 한 국가내의 국가기
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지구관측위성위원회의
목표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위성관
련조율기관이나 과학관련기관 혹은 정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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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준회원 기관명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가입으로 정회원기관은 총 23개가 되
었으며, 또한 태국의 GISTDA가 준회원기관으로 가입하므로서 준회
원기관은 총 20개가 되었으며, 각각의 명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01년 현재 지구관측위성위원회 회원/준회원기관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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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부과학성/NASDA)는 미국 (NASA, NOAA) 및 유럽(ESA) 와 공동으로
사무국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각 지역의 사무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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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음.
- 유럽, 아프리카 지역: ESA
- 남미, 북미 지역: 미국 NASA, NOAA
- 아시아 지역: 일본 문부과학성, NASDA
○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 우주개발 주요국의
우주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국 23개 정회원기관 (미국 NASA
등), 20개 준회원기관(태국의 GISTDA)이 각각 가입하였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정회원기관으로 가입
본회의는 1회/년 개최되며, 02년 현재까지 16회가 개최되었음.

3. 특기 사항
○ 지구관측위성위원회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미국의 NOAA, 유럽우주기
구(ESA), 일본 우주개발사업단(NASDA), 독일우주항공연구소(DLR), 프랑
스의 CNES, 인도의 ISRO, 캐나다의 CSA 등이 참여하고 있는 등, 지구상
의 민간 지구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집합체인 성격을 띄
고 있음.
○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성공 및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운용을 바탕
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1년 11월 정회원기관으로 가입이 승인됨
에 따라, 향후 지구관측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게된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세계 유수기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회
원기관이 됨에 따라 최신 지구관측위성에 대한 정보획득, 기술교류 및
향후 국제공동 지구관측프로그램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음. 또한 지구관측위성위원회 산하의 각종 working group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술교류 및 습득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음.

제 6절. ICAO
1. 연혁
○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항공기가 대형화 되고 장거리운항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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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상업적 항공기의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국제 민간
항공운송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됨.
○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등 상업적 운수권
의 상호 교환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필요케 했으며, 또한 항공운송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운항, 기상통보, 공항시설, 통신 등 기술적 부문
전반에 관한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도 대두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919년에 파리 협약과 1928년에 하바나 협약을 체결하였음.
미국과 구미 제국을 주축으로 민간항공의 자유로운 국가간 운항과 국제
민간 항공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자간 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2차례에 걸친 국제 회의(파리, 하바나)를 개최하여 하였음.
○ 1944년 시카고 협약 체결, 그러나 파리 협약과 하바나 협약은 통일성 결
여라는 문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항공산업의 요구에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 항공운송 질서의 모색을 위해 1944년 11월 세계 52개
국이 참가한 회의를 시카고에서 개최하게 되었음.
○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창설, ICAO는 시카고 협약의 설립 헌장에 따라 창설되어
그 해 10월에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전문기구로서 가입되었고
현재까지 민간항공 부문에서 중요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 정부간 협의체
임.

2. 조직
○ 총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고기관이며, 구성회원은 각 체약국의

대

표자에 의해 조직됨.
○ 이사회는 총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상설기관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의 임무 수행 상 가장 중요한 기관임. 이사회 보조기관으로는 각종 전문
위원회가 있다.
-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기술 측면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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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체약국에 통지할 내용을 이사회에 조
언
- 항공운송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수송의 경제적인
부문과 통계를 담당
-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 국제항공 구송의 법률적 측면을 담
당하여 협약초안의 김의, 이사회에 대한 법률적 조언, 항공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담당
○ 사무국은 본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하부조직
을 갖고 있음.
-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 법률국(Legal Bureau)

3. 회원국 및 주요활동
○ 회원국은 2001년 2월 현재 187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주요활동
- 전 세계에 걸쳐서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
할 것을 목적으로 함.
-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필요
한 각종 국제표준 및 규칙을 정함.
- 이 기구에 속한 체약국 사이의 민간항공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위
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준 입법적 기능을 가지고 각종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
- 체약국간 협약 해석·적용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 사법적 기능
을 수행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활동
- 2001년 10월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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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ICAO 가입 이래 최초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음.
- 우리나라는 세계 6대 항공 운송국 및 ICAO 재정 10대 분담금 기여국
으로서의 세계 위상에 걸맞는 역할 및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뿐
만 아니라 ICAO 내에서의 항공운송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등 앞으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도 용
이하게 되었음. 그리고, 최신 항공정보 수집, 항공전문 인력 양성 등
도 기대되어 이를 통해 국제항공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음.

제 3장. 주요 국제협약
제 1절. 개요
○ 1957년 구소련의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니크호 발사 이후, 인류
는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

○ 특히,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적 가치의 인식에 따라, 1958년 유엔총회
결의 1348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PUOS)”를 설치하였으며, 1959년 정식 기구인 COPUOS를 설치하기에 이
르렀음.

○ 이후 우주문제는 UN을 중심으로 우주공간에서의 군축문제와 함께 다루어
져 왔으며, 1963년 UN 총회결의 1884호 “대량파괴무기 궤도배치금지결
의”와 UN 총회결의 1962호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정신의 선언”을 이끌어 냄에 따라, 1967년 외기권조
약(우주조약)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음.
○ UN 총회결의 1962호의 법정신 전문에서 “총회는 평화목적을 위해 행해지
는 우주개발이용의 진보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인식하고, 우주공간의 개
발과 이용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거나 각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
다고 믿고, 평화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우주공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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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및 법률적 측면의 국제협력 확대에 공헌할 것을 희구하고,.....”을
선언함.
○ 우주법정신 본문은 다음과 같은 9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전인류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 모든 국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 우주공간과 천체는 국가의 의한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은 U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 국가는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자국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든 비
정부기관이든 관계없이 국제적 책임을 지며....
- 국가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르며...
- 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그 물체 및 승무원에
대해 관할권 및 관리의 권한을 ...
- 국가는 우주공간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혹은 발사시키는 경우 또는 그
영역 혹은 시설로부터 물체가 발사될 경우 .....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짐.
- 국가는 우주비행사를 우주공간으로 보내는 인류의 사절로 간주하여...
○ 이러한 법정신은 그 후 1967년 외기권조약, 1968년 구조조약, 1972년 책
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으로 구체화 되어 지금까지 내
려오고 있음.
○ 우주법 관련 5조약은 현재까지도 인류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최고 법
원칙이기는 하나, 일부 조약의 낮은 서명국수,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민간에 의한 우주활동의 증가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우주경계의 획정문제, 발사국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우주의 상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책임의 한계문제, 우주공간에서의 핵연
료 사용 문제, 우주핵폐기물 대책, 우주물체의 등록문제, 지구정지궤도
의 공평한 접근문제, 우주물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이에 따른 법적 문
제 등이 최근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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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조약의 체결 연표>

1964

Intelsat Agreement

1967

Outer Space Treaty

1968

Rescue/Return of Astronauts, Etc

1972

Liability For Damage in Space

1975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1976

Immarsat Agreement

1979

Moon Agreement

1988

Space Station Agreement

○ 항공운송분야에 있어서도,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인류최초의 동력비행성
공이후 비약적인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간 항공운송이 현실화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영공에 대한 국가 주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919년 파
리조약에 따라 최초의 영공주권주의를 성문법적으로 인정하게 됨. 파리
조약은 이어 1944년 시카고 회의를 통해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체결되어
민간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법적 근간을 이루고 았으며 이 조약을 바탕으
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설립되었음.
○ 제 3장에서는 국제 우주법 관련 조약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제 2절. 외기권 조약(우주조약)
1. 개요

○ 1966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2222호(XXI)로 채택된 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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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발효되었음. 통상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불리
우며,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임.
○ 외기권 조약은 천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설정이 인간의 달착륙 이전에 미
리 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으며, 천체에 대한 주
권의 주장 및 군사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관리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동 조약은 우주탐사와 사용을 위한 기본틀을 정립하는 여러 기본원칙들
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모호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규제되어오던 우
주활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음. 1999년 현재 95
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우리나라도 1967년 가입했음.

2. 주요 내용
○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우주비행사․우주물체의 법적지위
와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 국가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가. 우주, 우주비행사, 우주물체의 법적지위
○ 우주에 대한 법적지위는 첫째,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의 대상이며, 둘째
로 국가전유의 금지, 마지막으로 평화적 이용으로 부여되어 있음.
첫째,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 대상으로서의 우주는 모든 국가에게 하
등의 차별이 없이 개방되어있음.
둘째, 국가전유(appropriation)의 금지는 우주가 주권의 주장, 이용
또는 점유,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국가전유의 대상이 아님.
셋째,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체약국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를 수송하는 어떤 물체도 지구주위의 궤도에 올려놓지 말고, 천체에
설치하거나 테스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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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동시에 과학적 연구활동 및 여타 평화적 목적의 활동들을 위한 군
사요원의 사용은 방해받지 않아야하며, 또한 달과 기타 전체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에 필요한 설비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음.
○ 우주비행사의 법적지위는 인류의 사절(envoys of mankind)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우주비행사에 관한 가능한 모든 원
조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우주물체의 관할권 및 우주물체에 탑승하고 있던 요원들에 대한 통제권
은 등록국이 가지며,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 및 발사되어 천체상에
착륙된 물체, 천체상에서 만들어진 물체 및 그 부분품의 소유권은 그 물
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에 상관없이- 지구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지변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는 등록국으로
반환되어져야 함.
나.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됨. 또
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동 조약 11조에서는 우주에서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
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주활동의 성격, 수행, 위치 및 결과를 공중
및 국제과학계,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획득한 정보의 효과적 배포에 기여해야 함.
○ 동 조약 제 9조는 우주 및 지구환경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음. 우주에서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체약국들은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과 공통이익, 즉 다른 체약국들의 상응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활동해
야 함. 또한 체약국들은 달 및 기타 천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
주에 대한 유해한 오염 및 지구 밖의 물질의 지구상의 반입을 통한 환경
의 역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우주활동을 위한 천체상의 모든 기지, 설비, 장비 및 우주기기를 다른
체약국의 대표자에게 개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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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 우주조약은 타국의 우주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책임문제에
관하여 제 6조에서는 국가책임을, 제 7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주에서의 자국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주체가 정부기관이든지 비정부
단체이든지에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비정부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우주활동은 동 조약의 적당한 체약국에 의한 허가 및 지속적
인 감독을 받아야 함. 우주활동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기관과 참여하고있는 체약국이 함께 져야 함.
○ 손해배상책임은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는 국가, 발사를 야기하는 국가,
발사가 자국영토에서 일어난 국가, 그리고 자국의 시설에서 발사되는 국
가가 지게되며, 발사된 물체에 의하여 타국 또는 타국의 자연인, 법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게됨.

제 3 절 구조협약
1. 개요
○ 구조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 비행사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으로 조난을 당한 우주비행사에 대한 지원과 구조를 위한 것으로
조난 장소가 영토상이건 또는 공해상이건 관계하지 않고 적용됨.
○ 동 협정은 통칭 구조협약(Rescue Agreement)으로 불리며 1967.12.19 유
엔총회 결의문 제2345호 (Ⅹ?)로 채택된 후 1968.4.22 서명에 개방되고
동년 12월 3알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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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1)
○ 동 협약의 원칙은 이미 외기권 조약 제 5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
으로 우주비행사를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상호원조의 정신을 특
별히 반영한 것임.
○ 즉 선원에 대한 구조와 송환 등 해상조난에 대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오
던 것을 우주비행사에 적용한 것으로,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로 간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취급을 보증하는 것임.
○ 우주선의 사고, 조난, 비상사태 또는 원하지 않은 착륙이 발생하였을 경
우 체약 당사국은 탑승인의 구조와 지원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각 취할 의무를 가지며, 이후 우주비행사는 안전한 가운데 신속히 발
사기관(Launching Authority)의 대표에 송환됨.
- 발사기관은 우주선의 발사에 책임을 지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되는데,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동 기구의 다수 회원국이 외기권조약과 구조협약
의 당사국이 되어야 하고 동 기구가 구조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수락한
다는 선언을 전제로 함.
○ 동 협약은 우주선의 부품에 대한 사항도 함께 담고 있음. 발사기관의 요
청에 따라 우주선과 동 부품의 회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발사기관이 부
담하게 됨. (제5조)
-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이란 Space Vehicle로 Space Vehicle 이란 발사
체(Launch Vehicle)과 우주기(Spacecraft)를 총칭한다 할 수 있음.
○ 구조협약은 외기권 조약과 같은 방법으로 광범위한 원칙을 정하는 한편,
새로 형성되는 우주법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국제법 발전과정을 제시하
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아울러 동 협약은 우주활동의 책임(Liability)을 규율하는 협약의 체결
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줌.

1)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1990.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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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책임협약
1. 개요

○ 1971년 11월 29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2777호(XXVI)로 채택된 후 1972년
9월 1일 발효됨. 통상적으로 책임협약 혹은 손해배상협약으로 불리우며,
정식명칭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임.
○ 외기권조약(우주조약)에서 다루었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행위주체에 불
문한 국제적인 책임과 발사활동에 관여한 체약국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
해서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는 손해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구체적인 배상
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규정이었
음.
○ 1962년부터 발생한 우주파편의 대기권 재진입에 의한 일련의 위험상황2)
들은 보다 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UN산
하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10여년에
걸친 노력으로 (1)관련 용어의 명시화, (2)손해배상의 청구방법, (3)배
상비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1971년 법률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
음. 1999년 현재 총 80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 가입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의 명시화
○

‘손해(damage)’,

‘발사(launching)’,

‘발사국(launching

state)’,

그리

2) 1962년 구 소련의 스푸트닉 4호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미국 위스콘신 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1963년 우주물체의 보다 더 큰 파편이 또 한번 미국령에서 발견됨. 결국 주요 우주활동 국가들의 우려는 현실
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바로 1978년 1월 6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1월 24일 결국 추락했던
코스모스 954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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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주물체(space object)’ 등의 용어는 책임협약의 주요 골자에 해당
하는 것임. 책임협약에서는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는 있으나, 현대까지도 그 의미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
는 실정임.
○ ‘손해’는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상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재산손실
또는 손해를 말함.
○ ‘발사’는 발사시도까지도 포함함. ‘발사국’은 다음의 네 가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됨.3)
- 우주물체 발사를 수행하는 국가
- 발사를 조달하는 국가
- 발사가 일어나는 영토 소유 국가
- 발사시설 소유 국가
상기의 내용은 최근 COPUOS 법률소위에서도 개념에 대한 리뷰를 실시한
바 있음.4)
○ ‘우주물체’는 우주물체의 부품도 포함하며 발사체 및 그 부분품까지 모
두 포함함. 우주물체의 정의 역시 발사국의 개념처럼 현재까지도 COPUOS
회원국간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동 협약에서는 책임의 기준 및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손해의 발
생시점에

따라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과

과실책임(fault

liability)으로 나누고 있으며, 공동발사 참여에 따른 연대책임 및 면책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조에서는 절대책임에 대하여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
에 또는 비행중에 있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음.
(i) A State which launches or procure the launching of a space object
(ii) A State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 space object is launched
4) UN COPUOS 문건 A/AC.105/768, 200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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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에서는 과실책임에 관하여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사람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물
체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상이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
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
고 있음.

나. 손해배상 청구방법
○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
발사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기되어
야 함. 만약 청구국과 발사국이 모두 유엔의 가맹국일 경우에는 유엔사
무총장을 통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음.
○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기될 수 있음.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기까지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5)
< 손해배상 협상을 위한 기간 및 방법 >

5)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xford, 1997),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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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내(XV 항)
국제기구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고 난 후,
1년이내(X항)+회원국에
게 6개월 유예(XXII항)

1년 이내
(XIV 항)

외교채널을 통한
손해발생
또는 발사국 청구제기, 제3국
또는 UN을 통한
확인
청구실패(IX 항)
지역보상에 대한
규명의 포기
(XI항)

2개월 이내
(XV 항)

협상을 통한 합의
실패시, 양 당사국
은 3개국으로
(XV항)구성된 청구
위원회설치를 요구
할 수 있음(XIV항)

각 당사국이 회원
국을 지명하며(XV
항), 실패 시 어느
한쪽이 단일국으로
구성된 청구위원회
를 요구 할 수 있
음(XVI항).

만약 양쪽모두 회
장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UN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XV(2) 항)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국제기구
에 받아들여 질수
있다면 회원국에
게 6개월 유예
(XXII(3)b 항)
1년 이내
(XIX 항)
연장된
2개월
기간내
(XV(2)항)

기간연장요구가
없는 한 위원회
의사결정
(XIX(3) 항)

최장 기간: 3년 6개월: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최장 6개월 연장가능

다. 배상비용
○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하여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원래의 상태대로 자연인, 법
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보상 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
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
으나 최종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함. 그러나 배상비용이

- 30 -

너무 큰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상금의 지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현실
적인 문제점이 대두됨. 이에 의무적인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국제
배상기금을 통한 보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배상청구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발사국의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첫째, 발사국의 국민에 의해 일어난 경우이고 둘째, 발사시
점부터 낙하시점까지 우주물체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또는 발사국의 초청
으로 계획된 발사 혹은 복구지점의 인접지역에 체재하는 외국국민에게서
초래된 경우 책임협약의 적용을 배재하고 있음.

제 5 절 등록협약

1. 개요
○ 등록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으
로 궤도 또는 그 이상의 곳으로 진입되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강제화하는
것임. 동 조약은 1961년 12월 20일 유엔총회가 결의문 제1721호 (ⅩⅥ)
를 채택하여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을 조약으로 발전시킨 것
임.
○ 이 조약은 1976년 9월 15일 부로 발효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1981년 10월
15일에 조약 제761호로 공포 발효됨.

2. 주요내용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국가로 하여금 발사물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함.
- 등록번호, 날짜와 발사장소, 기본궤도 지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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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기본사항 이외에도 우주물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언제라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 2항)
- 인공위성의 체적(Dimension)과 무게, 사용주파수, 기능 등이 추가정
보사항이나 많은 국가들이 첩보기능을 하는 자국 인공위성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기 꺼려함.
○ 등록협약은 외기권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구조협약과 책임협약이 구체화
한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전의 조약이 중앙 등록기관에 대해 언급
을 하지 않고 제5조와 8조에서 국가등록을 상정하고 있음.

○ 교통의 운영 측면과, 안전수칙, 손해 시 책임규명 등의 이유로 등록협약
은 유엔을 중앙등록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유엔 정치안보이사회부
산하에 있는 외기권과(Outer Space Affairs Division)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함.

제 6절. 달 조약
1. 개요

○ 1979년 12월 5일 유엔총회 결의문 34/68로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된 후
1979년 12월 18일 서명에 개방됨. 통상 달조약으로 불리며,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ithin the Solar System other than the Earth)임.
○ 동 조약은 인간의 달 및 다른 천체에의 착륙 및 개발행동을 외기권조약
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채택하게 되었음.
○ 달 조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는 제 4조에
서 규정한 달의 탐사와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
다는 것임. 둘째는 과학적 조사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차별없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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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하에 이루어 져야 함. 셋째는 달과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
임. 1999년 현재 9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대부분 우주활동이 미약한 국가
임(호주, 오지리, 칠레,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우루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미가입 상태임.
2. 주요 내용6)
○ 전유의 금지 및 차별없는 자유탐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달의 탐사 및 이
용은 모든 인류의 활동분야이며,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와 관
계없이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함. 당사국들은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에 의하여야 함.
○ 각 당사국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으로서, 달의 탐사 및 활동에 대한 정
보는 유엔사무총장 및 대중, 국제과학계 등에 통보되어야 함. 또한 60일
이상 지속되는 임무의 경우 관련 정보는 30일 간격으로 정기통보를 실시
해야 함. 달 탐사 및 이용의 당사국들은 달 환경의 기존 균형이 파괴되
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구외 물질이나 기타 물질의 지구반입을 통
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유․무인기지 설치의 자유에 대한 규정으로서, 활동 당사국들은 달 위에
유인 및 무인기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지의 위치 및 목적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또한 1년 간격으로 당사국은 그 기지가
계속하여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통보하여
야 함.
○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모든 활동 당사국에
의하여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함. 달에서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 혹은 기타 다른 적대행위나 그의 위협은 금지됨. 그러
므로 군사적 목적의 시설 및 기지, 요새의 설치나 모든 종류의 무기시험
및 군사훈련이 금지됨.
○ 국가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기권조약이나 책임협약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달과
6)상게서,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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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활동의 다양성 및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임.

제 7절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
가. 개요
○ 이동 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은 항공기, 철도차량, 우주 등 3개 의정서
중 하나로 1997년부터 우주물체 의정서(space property protocol) 성안
및 채택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해 Space Working Group이 준비한 초
안을 2000년 9월 Unidroit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에 제출하였
음.
○ 우주물체 의정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위치하는 우주장비의 물권을 명확히
하여 제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기
업들의 우주물체에 대한 재원조달을 용이케 하기 위함임.
○ 우주물체 의정서는 2001년 10월 로마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
여 우주물체 의정서와 기존의 우주협약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 그
러나, Space W/G은 기본적으로 우주물체 의정서가 우주법과 반드시 양립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not necessarily inconsistent) 결론에 도달
하였으며, 다만 우주물체 발사국의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협약 2조와
외기권조약 6조 및 8조는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 현재 논의중에 있는 사안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우주자산(Space Asset) 의 정의와 우주조약에서의 우주물체(space
Object) 와의 관계?
- 채무불능과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발사국의 지위?
- 미군겸용, 공공목적 등에 사용되는 우주자산의 소유권 이전시 국가의
개입 여지?
- 기존의 등록협약의 경우 등록국은 1개국이나, 우주의정서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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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권의 문제?
- 우주자산의 등록기구(Registry) 및 감독기구(Supervisory Authority)?
또한,기존의 우주물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OOSA 와의 관계?
○ 우주 의정서는 항공기분야나 철도차량의 성안등에 미루어 볼 때,2003년
혹은 2004년 중에는 성안되어 비준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나.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 2002년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미국
○ 우주물체 의정서는 외기권에서의 상업활동을 촉진시켜 모든 국가의 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민간의 우주활동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우주활동 현상에 있어 우주물체 의정서는 자금 관련
규정을 미비하고 있는 기존 우주법을 보완하는 것임.
○ asset-based 또는 accounts receivable 방법으로 우주물체와 관련한 금
융을 조달하는 방법은 2002년 6월 성안될 것으로 보이는 UNCITRAL 협약
과 10월 성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 의정서와 함께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임.
○ 따라서 OOSA와 COPUOS 법률소위가 Unidroit 협약 및 우주물체 의정서의
검토

작업에

참여하여

우주법에

의한

국가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Unidroit 협약하의 상업활동에서의 권리행사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상업적인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주물체에 대해 국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록 제도가 필요함. 우주물체 의정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등록이 현재 등록협약하의 등록 제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UN
기관이 우주물체 의정서상 Supervisory Suthority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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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만큼 OOSA 또는 법률소위내 sub-unit이 동 기능을 수행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실제 등록업무를 담당케 하면
OOSA내 한정된 인적 및 물적 자원만으로도 Supervisory Authority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우주물체와 연관된 궤도 위치, 방송영역 등의 부수적인
권리를 자국 국내법체제하에서 관리코자 할 것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
주물체에 대한 담보를 통한 재원 마련을 불확실하게 할 것임.
○ Unidroit 협약을 검토하기 위한 W/G을 설치하자는 제안(하기 벨기에 제
안)을 지지하며, 관련 비공식 협의에도 참가하겠음.
② 러시아
○ ‘space property'은 지칭하는 바가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개념형성
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우주물체 의정서상의
등록 문제도 space property 개념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우주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 법적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현상태에서 민간 소유권 규정문제는 용이치 않으며, 동
시에 지적재산권 인정여부등과 관련하여 space property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등록케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임.
○ 한 우주물체에 대해 수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한 위성에
부착되어 있는 10여개의 송신기에 대해 각각의 채무가 형성될 수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통제만으로도 전체 통
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금번 protocol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위성은 광대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국가긴급사태시에
도 긴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성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공공질서를 위
배할 수 있으며, 국가 이익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동 protocol과 기존 우주법간 관계에 있어서도 potocol은 추가적인 수정
이 요망됨. protocol은 기존 외기권 협약, 등록협약, 배상협약과 배치되
지 않아야 하며, 카나다, 일본, 러시아, ESA, 미국 등이 상호 체결한 우
주 정거장 조약도 우주물체 의정서와는 다른 법적 개념하에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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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③ 중국
○ 민간의 우주활동 증가의 여파로 자금조달, 담보권설정, 우주물체의 주식
화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관련 입법조항을 마련하여 적절한 해결책
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COPUOS가 외기권을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비추어 법률소위가 Unidroit Convention
및 Space Property Protocol을 논의한다는데 찬성함.
○ 그러나 우주에는 상호 연관된 많은 법적이슈가 있는 만큼 현단계에서 우
주물체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일 것임.

- 우선적으로 우주물체 의정서 초안규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우주법내 기
본적인 이슈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mobile equipment의 하나로서 space equipment를 논의하는 것은 우주장
비는 비행기나 철도차량과 다른 법적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하는 것
임. 외기권에 있는 우주방비의 상업적 가치는 기능과 용도 그리고 궤도
상 위치에 달려 있음. 특히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물체나 과학실험위성
그리고 기상관측, 해양관측, 환경 및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우주물체는
국가의 지원없이 발사.운영되기 어려우며, 소속된 국가에 대해 각 위성
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음.
○ 또한 일부장비는 Global Navigation System이나 Global Communication
System에서 나타나듯 거대한 space system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상장치의 보조없이는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위성만을 대상으로 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우주물체 의정서는 주식이나 담보 등을 규정한 사법적 성격을 보유하게
될 것이나 우주법은 국제공법에 속하는 바, 양법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
은 용이하지 않음. 특히 우주물체 의정서는 국안은 항공기 의정서
(aircroft protocol)를 모태로 하여 성안되었으니 이는 우주물체의 법적
특성이 항공기와는 구별된다는 이치를 간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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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권조약 6조는 국가가 자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부단체의 우주활동은 해당국가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함. 따라서 우주물체 의정사는 이러한 국제책임과
국가간 관계를 감안하여 작성되어야 함. 또한 OOSA가 우주물체 의정서에
규정된 등록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체계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우주물체 의정서에 대한 보편성 확보 문제가 등장할 것임. 따라서
더 많은 국가가 동 의정서 성안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률소위는 필요한 지원을 행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아직 우주물체 의정서 성안은 예비적인 단계에 있으며 아직
Unidroit 집행이사회에 상정할 계제가 아님. 중국은 OOSA와 Unidroit 사
무처가

내년

법률소위에

우주물체

의정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여

Unidroit 집행이사회에의 초안 제출 여부를 논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
임.
④ 유럽우주청 (ESA)
○ ESA 회원국가들은 Unidroit의 시도를 지지함. 그러나 항공물체와 우주
물체는 기술적, 운영적, 법적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space
property protocol은 항공기 의정서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함.
- 우주물체는 주권의 영역을 벗어나는 외기권 궤도상에서 수십년간 머무
를 수 있으며, 국제법에 의해 국가는 자국민 우주활동에 관할권을 행
사하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을 부담함.
○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향후 빈번한 소유 이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space shuttle의 경우와 같이 회수가 가능해질 수 있음에
따라 더욱 복잡한 향상을 띠게 될 것임.
- 우주물체 의정서내 space property라는 용어는 우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좀더 포괄적인 용어인 ‘space asset'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space object는 장비, 기구, 구성물, 송수신지, platform, 로봇장치
등 우주물체 부속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우주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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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다수가 될 수 있음.
- 등록 협약상의 등록 요건은 우주물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나 우주물
체 부품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의정서에는 우주물체 통제와 운영을 위한 지상 장비에 대한 규정도 있으
나, 어떻게 access code와 같이 비밀 정보가 포함된 지상 장비를 동의정
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시됨.
○ 여타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칠 여지가 남아있는 우주물체 소유자가 사라
지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의정서에는 우주물체에 대한 면허제도의 도입
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Unidroit 사무국은 OOSA가 supervising authority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있으나 OOSA의 동 기능 수행이 기존 우주법과 양립할 수 있
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또한 의정서는 supervising authority가 동
기능을 수행할 때 파생되는 재원, 인력, 기술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없
음. 따라서 OOSA의 동 기능 수행에는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임.
⑤ 인도
○ property는 개념상 가격형성이 가능하고 분리가능한 물체를 의미하여 우
주법에서의 기본개념인 object와는 다른 connotation이 있음. 우주물체
의정서는 등록협약, 배상협약등 기존의 우주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
을 기반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⑥ 그 외 국가
○ 독일, 이태리,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은 Unidroit 담보권협약 및 space
property protocol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COPUOS 회원들이 동 협약 성
안과정에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함.
○ 이집트는 법률소위가 담보권협약과 우주물체 의정서의 축조심사를 수행
하는 기관이 아님을 지적했으며, 그리스는 ITU가 상금 담보권협약과 의
정서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항공기 의정서하의 Supervisory

- 39 -

Authority임무를 수행하는 ICAO는 OOSA와 법적성격을 달리함을 들어
OOSA의 동임무 수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또한 우주물체 의
정서내 등록 요건이 은행의 기업자산평가식의 등록이 되면 기업의 신용
에 관한 비밀이 누출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 헌법에도 배치될 수 있다
고 지적함.
○ 벨기에는 금번 논의에서 unidroit 담보권협약과 우주법간에 양립성 여부
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다수 이슈가 등장하였음을 전제하여, 이를
논의하기 위한 ad-hoc consultation mechanism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각국 contact point간에 E-mail, fax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갖고 회원
국과 관련 국제기관이 참석하는 inter-sessional 회의를 개최하여 동 문
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제 41차 법률소위에 보고케
할 것을 제안함.
- 동 제안에 대해 프랑스는 제1차 회의를 자국에서 주최할 의향을 표명
했으며, Unidroit 대표는 Unidroit 집행이사회가 로마에서 9.17-19간
개최됨을 들어 그전에 회의가 개최되길 희망함.
- 상기 제안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중국은 동 논
의가 COPUOS 체제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COPUOS 본회의 계기에
관련 논의를 가져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⑦ 회의 결론
○ 금번에 제기된 제반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안에 따라 ad-hoc
consultatin mechanism을 설립하나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단지 논의결과를 내년 법률소위에 보고하며, 법률소위
W/G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정리함.
- 동 협의체의 terms of reference는 금번 법률소위 의제 8과 동일하며
1차회의는 파리에서 9월 상순에 개최하나 3일 정도면 적절할 것임.
- 또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여 COPUOS 본회의 계기에 관련 논의를 가
질 것이며, 본회의에서 이동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초안 및 우주물
체 의정서에 관한 Unidroit대표의 설명을 청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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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민간항공협약

○ 항공협정이란 항공운송협정(air transport agreement)또는 항공서비스의
협정(air service agreement)이라고도 하며 항공협정은 영공주권주의를
인정한 파리조약(1919)이후 국제운송을 위해 당사국간에 이루어지는 상
업용 항공권 또는 하늘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
함.
○ 국제 항공법을 형성하는 국제조약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간의 합의를 성
문화한 것의 총칭임. 국제 항공조약은 다자간 조약과 양국간 이루어지는
양자협약 등이 있으며 국가간의 합의 사항이 그 발효 수속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
-

시카고
조약(국제민간항공조약),
바르샤바조약
등은
조약
(Convention)"으로,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2개국간의 항공조약 등
은 협정(Agreement)"으로 그리고
바르샤바조약 을 개정하기 위한
헤이그의정서 ,
몬트리올 의정서
등은
의정서(Protocol)" 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다국간 조약에 속함.

- 반면 한․미 항공협정, 한․일 항공협정, 한․중 항공협정 등은 2개
국간의 협정에 속함.
○ 항공운송권의 교환을 위한 항공협정은 2차대전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시
도 되었으며, 초기 다자간 협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룬 반면, 이
후 양자간 협정인 버뮤다 협정은 운송권 교환 등을 체결하게 되어 항공
협정의 모델을 제시하였음.
○ 이에 항공협정은 시카고 조약의 형태와 버뮤다 협정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1.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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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부정기 항공의 형태로 시작하였던 국제항공운송은 항공기술의 발
달과 국제교역량의 증대로 정기항공운송형태로 발전하게 됨. 이 과정에
서 각국의 영공에 대한 주권이 문제가 됨. 이에 1919년 파리조약7)에서
최초로 영공주권주의를 성문법상으로 인정함8).
○ 1919년 파리조약의 원칙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 2차 대전이후의 국제항공
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원칙과 법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회의를 통해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체결됨. 본 조약은 1947년 4월 4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였음.

2002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

나. 주요내용9)
○ 1944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파리조약의 영공 주권에 대해 인정
하면서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완전한 하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함.
이로써 타국의 항공기가 자국에 비행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인정받게
됨.
○ 이 조약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항공질서의 감시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설립되게 됨.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은 전문, 본문, 말문으로 구성됨. 본문은
제1부 항공, 제2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3부 국제항공운송, 제 4부 최종
규정으로 구성됨.
- 본 조약 본문 4부 96조 이외에 부속서 제 1~제 18로 구성되어 있음.
부속서의 내용을 보면, 제1. 항공종사자의 면허, 제2 항공교통규칙,
제3 항공기상, 제4 항공지도, 제5 공지통신에 사용되는 단위, 제6 항
공기 운항, 제7 항공기의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제8 항공기의 감항
7) 파리조약 제1조에서
주권을 갖는다

각 국은 그 영역상의 공간, 즉 영공(領空)에 대하여 완전하고 배타적인

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영공주권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성문화 함.

8) 허희영, 「항공경영학」, 명경사, 2002. p108
9) 홍순길 외, 「신국제항공우주법 강의 이론과 실제」,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1996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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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9 출입국 간소화, 제10 항공통신, 제11, 항공교통업무서비스,
제12 수색 미 구조, 제13. 항공기 사고, 제14. 비행장, 제15 항공정보
업무, 제16. 환경보호(항공기 소음), 제17. 항공보안, 제18 위험물 수
송조사.
○ 제 1부에서는 일반원칙으로서 체약국의 영공주의 확인(제1장), 체약국의
영공비행(제2장), 항공기 국적(제3장), 항공을 용이하게 하가 위한 필요
조치(제4장), 항공기가 구비해야할 요건(제5장),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
(제6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3부에서는 국제항공 운송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조치(정보 및 권고, 공항 기타 항공시설, 공동운영조직 및
공동계산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부에서는 파리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을 대신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국제민간 조약의 주요 원칙
(1) 영공주권 원칙: 자국의 영공을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대
해 영공 국가는 안보차원에서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영공주권을
인정. 조약의 제1조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공에서는 완전하고 배타적
인 주권을 갖고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영공통과의 자유인정: 무상부정기 비행: 정기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
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기가 사전허가 없더라도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
하거나 운송이외의 기술적 착륙의 이유로 착륙할 수 있음.
- 유상부정기 항공: 정기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
기가 유상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타 체약국이 사전허가 없이도 영공을 통과하거나 영역내에 착륙할 수
있음. 단 타 체약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나 조건을 부여할 권
리를 가짐.(제5조)
(3) 정기항공업무: 정기국제항공업무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
며, 그 허가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
나 취항할 수 있음.(제6조)
(4) 카보타지(Cabotage): 시카고 조약 제 7조는 체약국은 타체약국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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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정기 또는 유상으로 대절하여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국내지점간의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하여 항공수송 하는 것을 금함.
(5) 세관공항에의 착륙: 체약국의 영역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타국의 특별허
가를 받아 그 국가의 영역에 무착륙 횡단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가 지정하는 세관공항에만 착륙하고 체약국의 영역을 출발 할
때에도 지정된 세관공항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됨.(제10조)
(6)

항공에 관한 규제: 시카고 조약의 체약국 국적의 항공기로서 국제항공
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타 체약국의 영역에 출입할 때 및 영역내에 있는
동안에는 영공 국가의 운항 및 항행에 관한 법령은 항공기의 국적에 관
계없이 적용됨(제11조)

(7) 항공규칙: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여하한 국적의 항공기
및 자국의 국적을 달고 자국 영역외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가 그 지
역에서 시행되는 각종규칙 및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함.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은 국제민간항공질서의 초석으로, 이 조
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의 질서 있는 발달이 모색되었음.

2. 버뮤다 협정
가. 개요
○ 시카고 조약은 상업항공인 정기국제항공업무에 필요한 제3,제4, 제5의
자유에 대한 다국간 조약을 성립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음. 이에 시카고
회의에서는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한 권리(운수권)를 상호 부여하는 것
은 양국간 즉 양자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음.
○ 버뮤다 협정은 이러한 시카고 표준방식을 채택하여 체계적인 형태를 갖
춘 최초의 항공협정으로 이후 양자간 협정의 모델을 제시함.
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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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뮤다 협정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ⅰ) 양국의 지정항공기업이 제공할 수송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결의
(ⅱ) 양국의 지정항공기업이 수행할 항공업무에 관한 원칙을 규정
(ⅲ) 운임결정에 관한 원칙, 양국 항공기업이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노선,
항공기의 변경(Change of Gauge)에 대한 규정(부속서)

○ 동 협정에서는 양국의 항공기업이 운영할 노선, 특정 노선의 정기업무를
운영할 항공회사를 지정할 권리의 교환, 항공기업의 수송력을 항공기업
의 자유결정에 일임하는 수송력의 사후심사주의(Ex-Post Factor Review)
다시 말해 수송력에 관한 기본적인 무제한주의의 설정, 항공운임의 규제
에 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운임결정에 관한 원칙의 경우, 양 체약국은 체약국간에 적용하는 운임은
양 체약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기한부이지만 국제항
공운송협회(IATA)의 운임결정기능을 인정함. 미국은 1년 후에도 동 기능
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승인을 갱신하여 옴.
○ 버뮤다 협정은 운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수송력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조절을 원칙으로 함.
○ 항공기업의 항공업무를 운영하는

노선특정

에 대하여서는 부속서에

서 영국측 노선과 미국측 노선으로 나누어 기점, 중간지점, 상대국 지점
및 이원지점에 대하여 각각 지명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버뮤다 항공협정은 전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버뮤다 신협정
○ 1946년 영국과 미국의 버뮤다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제5의 자유 행사관련
문제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영국은 버뮤다 협정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동 협정의 폐기를 통보하였음. 그 결과 1977년 영?미

- 45 -

양국은 새로운 항공협정인 버뮤다 Ⅱ협정(Bermuda Ⅱ Agreement)을 체결
함.
○ 1946년 버뮤다 협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협정업무의 내용으로서 부정기항공업무(Charter International
Air Service)의 추가
상대국 영역에 있어서의 국내운송(Cabotage)의 금지에 대한 명문
규정화
지정항공기업의 수의 특정 노선별 제한
화물전문 항공업무(All Cargo Service)개념의 새로운 도입과 화객
혼합항공(Combination Air Service)과의 구분
항공사의 보안(Aviation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설정
수송력에 대한 버뮤다 I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체적 기준으로
이용률 개념을 도입
운임에 대하여 항공기업간 운임협정과 운임 그 자체를 분리하는
개념을 도입

○ 버뮤다 II 협정은 항공운송의 자유화를 추구해온 미국에게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이후 미국은 항공산업 규제법을 제정, 항공의 자유화를 지향하
는 항공정책을 추진하여, 그 후 버뮤다 II 협정을 수정하여 자국이 추구
하는 형태의 항공협정을 채택하여 버뮤다 II 협정은 단발성으로 그치게
되었음.
<표 > 주요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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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주 제

전체협약

협 약 명
파리조약(1919)
마드리드 협약(1926)
시카고조약
(국제민간항공조약,1944)

비행권 협약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Two Freedom)
국제항공운송협정(Five Freedom)

항공기에 관한 권리

GENEVA 협약(1948)

지상피해에 관한 협약

ROME 협약(1933)
ROME 협약(1952)
몬트리올 의정서(1978)
바르샤바 협약(1929)
헤이그 의정서(1955)
구아말라하라협약(1961)

항공운송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협정(1966)
과테말라 의정서(1971)
몬트리올 추가의정서(1971)
상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980)

항공범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1963)
헤이그협약(1970)
몬트리올 협약(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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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요국의 국내 우주법
제 1절. 개요
○ 국내법으로서의 우주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즉, 우주조약상의 발사국은 우주활동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비정부기관
이든간에 관계없이 자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
며, 따라서, 정부는 자국의 우주활동을 규율할 법적 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주활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준과 피해배상에 대한 절차등을 담
고 있음.
○ 국내법으로써의 우주법은 크게 두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
는 국가우주기관법의 제정을 통해 우주활동을 전개하는 형태와 두 번째
로 우주활동법을 통해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형태로 구분됨.
○ 프랑스, 일본, 카나다 등은 국가우주기관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
국, 러시아, 영국, 호주 등은 우주활동법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아울러, 미국의 경우는 기본법인 국가항공우주법을 모태로 하되, 우주활
동 과정속에서 필요시 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추가하는 형태를 보여주
고 있는 반면, 우주후발국인 호주의 경우 단일법으로 모든 우주활동을
규제하고 있음.

제 2절. 우주개발 기구법
1. 일본 NASDA 설립 근거법: 우주개발사업단법
가. 우주개발사업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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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우주개발사업단은 우주개발사업단법 50조에 의해 '69년 10월 평화를 위
한 우주탐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발사체의 개발，발사 및 추적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를 수행하고，우주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임무를 수
행하고 있음.
- 우주개발사업단은 법인이라고 하며, 주요

사무소를 도쿄(東京)에

두고 있으며, 문부과학장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장소에 주요 사
무소를 둘 수 있음.

(2) 주요 내용
○ 사업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및 감사
2인 이내를 두고, 상기 이사외에 비상근 이사로 2인 이내를 둘 수 있음.
- 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부이
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이 결원시 그 직무를 수행함.
○ 이사(비상근의 이사를 제외)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 및 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결원시 그
직무를 수행함. 비상근의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함.
○ 감사는 사업단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근거로 필요시 이사장
또는 주무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 이사장은 문부과학장관이 우주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부이
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문부과학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명함. 감사는
문부과학장관이 우주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임명함.
-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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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임원은 연임할 수 있음.
○ 사업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발사체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의 개발
- 인공위성 등의 발사, 추적 및 이들에 필요한 방법，시설 및 설비의
개발
- 인공위성 등의 발사, 추적 및 이들에 필요한 방법，시설 및 설비를
개발하여 위탁업무의 수행 등
- 사업단은 상기 업무를 수행한 경우，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3) 특기 사항
○ 사업단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
면，인공위성 등의 발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사업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
함.

나. 우주개발사업단(NASDA: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 우주개발사업단은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함.
- 인공위성(우주실험 및 우주정거장 포함) 및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연구개발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개발
- 인공위성 발사 및 추적관제와,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개발
- 인공위성 발사 및 추적관제와, 이에 필요한 방법 및 시설과 설비의
개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 상기 업무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수행
-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업무 이 외에도 주무대신의 인
가를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단의 시설 및 설비를 우주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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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사업단은 2001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부과학기술청 산하기관으
로 변경되었고, 일본의 우주개발은 우주개발위원회가 종합적인 기획.조
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사업단(NASDA)은 실이용분야를, 우
주과학연구소(ISAS)는 과학분야를 연구하고 있음.
○ 우주개발사업단은 우주개발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의 협력을 위
하여 일본내의 우주과학연구소(1970년 11월), 항공우주기술연구소(1971
년 3월), 우정성 산하 통신종합연구소(1974년 10월), 원자력연구소(1999
년 11월)와 업무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 조직은 연구부서로 우주환경이용시스템본부, 우주환경이용연구시스
템,

우주환경이용응용화연구

추진그룹,

우주정거장․JEM홍보․정보센터,

우주수송시스템본부, 위성종합시스템본부, 지구관측자료해석연소시스템,
기술연구본부, 위성수집위성시스템개발그룹, 츠꾸바우주센터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부서로
전․신뢰성관리부,

국제부,

기획부, 총무부, 경리부, 업무부, 안

고도정보화추진부,

혁신적정보기술개발그

룹, 참사, 시설설비실, 나고야주재원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를 보좌하는 업무감사실이 있으며, 조직도는 다음 표와 같음
○ 임원으로서 이사장 : 1명, 부이사장 : 1명, 이사 : 5명 이내 및 감사 :
2명 이내를 두고 있음.
- 이사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우주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임명함.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될 수 있음.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될 수 있음.
○ 츠쿠바우주센터는 기술연구본부, 우주환경이용 시스템본부, 위성총합시
스템 본부 등 3개 본부가 있으며,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연구개발이나 개
발시험 그리고 발사된 인공위성의 추적관제 등을 업무를 수행함.
○ 기술연구본부는 장래 추진해야할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창출하기 위한 연
구 및

첨단 기술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적 기술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우주비행체의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 등

프로젝트 관련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비행체의 시스템에 관한 연구,
관측센서나 로봇의 팔 등의 개별적인 공통기술의 연구에 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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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주용 배터리, 우주용 냉각기, 대용량 광통신 시스템, 생명유지
시스템, 궤도상에서의 보급기술, 재사용가능한 차세대 수송시스템 등의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우주환경이용 시스템본부는 우주환경을 이용한 의학문제라든가, 우주비
행사의 훈련, 각 우주비행체의 임무의 소개이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
행
- 국제우주스테이션(ISS)과 일본의 실험모듈(키보)의 안내?소개
- 우주환경이용과 실험, 우주의학, NASDA의 우주비행사의 훈련
- 스페이스 셔틀?ISS의 임무의 소개
- 우주스테이션(키보)의 종합센터 및 미르스테이션의 종합정보안내
○ 위성종합시스템 본부는 우주로부터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지구 설비에
의한 데이터의 수신, 기록, 처리, 보존, 제공, 데이터의 해석 연구를 포
함한 「지구 관측 시스템」을 연구함.
○ 해외 주재원 사무소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재원 사무소, 워싱턴 주재원
사무소, 휴스턴 주재원 사무소, 케네디 우주센터 주재원 사무소, 파리
주재원 사무소, 방콕 주재원 사무소 등 6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음.
○ 우주개발사업단은 151명의 최초 인력으로 '69년 출범했으며, 설립된지
30년만인 '99년에는 1,079명으로 인력면에서는 615%가 신장하였으며,
'01년 현재에는 1,090명 인력(내부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연차별 인력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인력

1,038

1,057

1,079

1,088

1,090

○ NASDA의 '01년 예산은 2,082.2억￥으로 '00년에 비해 3%가 상승했으며,
한편 '89년 이후부터는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차별 예산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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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예산

1,803.3

1,850.9

1,919.3

2,002.4

2,082.2

○ 주요 시설로는 다네가시마우주센터, cm꾸바우주센터, 지구관측센터, 지
구관측이용센터, 츠노다로켓개발센터, 츠꾸바추적관제센터, 카츠우라우
주통신소,

마쯔다우주통신소,

오키나와우주통신소,

오가사와라추적소,

키르나가반형 추적관제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협력 부문으로 북미국가로는 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으며, 미국과
의 관계는 1969년에 체결된 「우주개발에 관해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
과의 사이의 협력에 관한 교환 공문」에 근거하는 로케트의 기술 도입으
로부터 시작되었음.
- 이것은 미국의 델타 로케트의 기술도입에 의해, 대형 액체로케트의
카이하츠를 목표로 한 것이며, N-I로케트는 미국의 기술을 많이 도
입하고 있었지만, N-II로케트, H-I로케트의 개발을 통해 자주기술
의 확립에 노력하여 H-II로케트로 국산기술 100%를 달성하였음.
- 이와 같이, 자주 기술의 확립에 따라, 국제협력은 일방적인 기술
도입으로부터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으로 바뀌어가, 현재는 국제
우주스테이션 계획(ISS)에 참가나 지구관측위성 「미도리」에 미국
센서탑재 등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음.
- 지구관측분야 및 우주환경분야에서는 특히 협력이 활발하고, 1997
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열대강우관측위성(TRMM)에 NASDA
의 센서를 탑재해 H-II로케트로 발사하였음. 또한, 향후 H-IIA 로
케트 3호기로 발사 예정인 환경관측기술위성(ADEOS-II)에는 NASA의
센서가 탑재될 예정
- 우주환경이용분야에서는 최근 우주비행사의 훈련에 관련되는 일?미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NASA의 스페
이스 셔틀에 탑승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무카이 우주비
행사가 1998년에 STS-95 미션으로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하여 2번째
의 우주비행에 이어 2000년 2월에는 모리 우주비행사가, 동년 10월
에는 와카다 우주비행사가, 각각 2번째의 비행을 했음.
○ 한편, 캐나다와 협력은 1989년 이후 캐나다 우주청과 일?카 우주 패널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구관측분야, 미소중력분야 등의 상호의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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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장기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도 국제 우주스
테이션 계획의 파트너임.
○ 유럽, 러시아와 국제협력부문으로 우주개발사업단과 유럽 각국의 우주기
관과의 협력은 1972년에 일본과 유럽우주기관(ESA)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정서에 의해 시작되었음.
- 1980년대부터 인공위성의 추적관제 협력을 필두로 프랑스 국립우주
연구센터(CNES)와는 지구관측위성의 발사에 관한 상호 지원을 실시
하고 있는 것 외에 스웨덴의 키르나에는 스웨덴우주공사(SSC)와 협
력으로 NASDA의 추적국이 설치되어 있음. 그 후, 지구관측데이터의
수신 등 급속한 확대를 하여 현재는 다양한 국제협력이 실시되고 있
음.
- 최근 협력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구관측위성 「미도리」에게 프
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의 센서 탑재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우
주스테이션 「미르」를 이용한 우주실험을 러시아 우주청(RSA)과 협
력으로 실시하였음. 러시아는 우주스테이션 운용의 경험이 있는 유
일한 나라이므로 향후의 국제우주스테이션 계획에 공헌이 기대되고
있음.
- 1999년4월에는 기술시험위성-VII형의 로보트 암 실험을 유럽우주기
관(ESA)과 독일항공우주센터(DLR)와 협력하여 실시했음.
- 러시아 우주청(RSA)과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우주스테이션 「미
르」를 이용한 우주실험협력을 위해 러시아의 우주스테이션 「미
르」내에서 생명과학 실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러시아 보건성 생
물의학문제연구소(IBMP)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유인우주활동에 필
요한 조사 협력을 위해 우주비행사의 건강관리 수법 등과 관련되는
조사를 위탁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은 지구관측분야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
으며,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지아, 한국의 각
국과 지구 관측위성 데이터의 직접 수신 협력이나 관측데이터를 이용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남미국가와 협력은 키리바티 공화국, 칠레와 로켓 발사시 지상지
원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키리바티 공화국의 크리스마스섬에는
NASDA의 로켓추적지상국이 설치되어 있어 1976년부터 키리바티 공화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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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에 관한 국내기관간 협력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구기
관간 협력으로는 우주과학연구소, 항공우주기술연구소, 통신종합연구소
(우정성),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의
협력(통산산업성, 운수성 등)으로는
운수성,

해상보안청,

기상청,

농림수산성, 환경청, 통상산업성,

국토지리원(건설성),

일본전신전화(주),

해양과학기술센터 등이 있음. 아울러, 기타대학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
으로는

이와테현,

군마현,

치바현,

(주)어업정보서비스센터,

(주)일본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자원탐사용 관측시스템 연구개발기구, 동해대

학, 히로시마공업대학, (주)차세대 위성통신․방송 시스템 연구소, 국립

극지연구소(문부성)등이 있음.
○ 각 종 위원회 구성을 살펴 보면, 평가위원회는 우주수송부회, 우주환경
부회, 궤도상기술연구부회, 지구관측부회, 기술연구부회 등 5개 부회로
구성되어 있음. 매년 5-6월경에 각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구과제에
관한 사전, 중간, 사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 전년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사업단 수행계획 을 제
정하여 평가위원회에 설명함.
- 우주수송부회는 사전평가로 J-2위성발사용 시스템개발, 중간평가로
우주왕환기술시험기(HOPE-X)의 개발현황을 각각 보고한 바 있음.
○ 외부자문위원회는 설치운영규칙에 의거 설치된 이 위원회는 안전기술위
원회, 유인안전기술위원회, 우주용 고압가스안전기술위원회, 우주환경이
용연구위원회, 유인지원위원회, 유인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프랑스 CNES 설립 근거법:

가. 개요
○ 프랑스의 우주법은 우주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법을 근간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 발전시켜 옴.
○ 1961년 제정된 프랑스 법률 61-1382는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기관인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설립에 관한 법률로 CNE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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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게 될 우주활동의 정의와 재정, 그리고 이사회와 정부부처간의 관
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법률 61-1328
을 1962년에 제정, CNES의 관리와 재무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프랑스 법령 61-1382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가 담당하게 될 주
요 임무와 재정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CNES의 재정과 관련하여 CNES는 법률 61-530에 의해 총리가 정한
기술 연구 발전기금

과학

중 우주분야의 예산을 관장하게 됨

- CNES는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를 짐.
○ 법률 61-1328은 1959년 우주연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률과 CNES설립
을 위해 제정된 법률임.
○ 이 법률은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 선출과 주요활동, 의결사항에 대한 승
인 그리고 주요활동에 대한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는 국가 과학연구센터의 장, 파리천문대의 장, 국방연구 및 연
구실의 장, 과학, 산업분야의 저명한 원로 4인, 관계당국 및 국무내각
의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됨.
- 5년 임기의 이사회의 의장은 우주활동에 대한 투자와 계획, CNES 조직
구성 손익사항, 재정운용, 인적자원과 관련된 정책사항 등에 대해 조사
승인하게 됨.
- 단 지출계획의 조정과 편성, 이윤사용, 임명, 채용, 계약 등 인사정책
과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선임한 장관과 재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음.
○ CNES의 원장은 우주평의회의 의장이 되고 우주평의회는 CNES와 관련한
모든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심의하게 됨. CNES 원장은 우주와 관련된 모
든 사안들에 대해 우주평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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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사항
○ 프랑스는 우주기관 설립에 관한 법을 축으로 이를 위한 세부법률을 제정
함으로써 우주법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오고 있음.
○ 법률 61-1382은 CNES의 설립과 관계된 법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
적인 시행법률을 마련 CNES의 재정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음.

3. 캐나다 CSA (Canadian Space Agency

Agence Spatiale Canadienne)

설립 근거법: 캐나다 우주기관법(Canadian Space Agency Act)

○ 캐나다의 우주활동은 카나디언 스페이스 에이젼시를 주축으로 관리되어
짐. 본 기관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우주기관법(Canadian Space
Agency Act)에 의해 199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음.
○ 우선 캐나다 우주기관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캐나
다 우주 에이젼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가. 캐나다 우주기관법(Canadian Space Agency Act)

(1) 목적
○ 이 법은 캐나다의 우주 에이젼시를 설립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되었으
며, 기타 우주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캐나다 우주기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캐나다 우주 에이젼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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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젼시 설립의 목적과 기능
- 장관(Minister)의 권한, 의무 및 기능
- 에이젼시의 조직
- 이사회
- 연차보고
○ 에이젼시의 목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을 증진시키고 과학을 통
하여 우주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캐나다국민을 위해 우주과학과 기
술이 제공하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임. 에이젼시 본부는 몬
트리올에 소재해야 함.
○ 에이젼시는 의회권한에 있는 모든 우주관련 사안에 권한(power)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우주활동 관련 프로그
램들, 과학 혹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우주 연구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기술의 응용 및 발전을 계획․ 감독․ 경영함. 캐나다 전 산

업으로 우주기술이 전이되고 확산되도록 힘써야 하며, 우주 역량, 기술,
설비 및 시스템의 상업적 활용을 고무시켜야 함. 또한 의회 자문위원의
명령 혹은 허가에 의한 여타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게 됨.
○ 과학 혹은 산업적 우주 연구개발 및 우주기술 응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 프로젝트의 보조를 위하여 허가와 출자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젝트
에는 과학과 기술의 상업적 잠재성판단이라는 관점에서의 우주과학기술
관련 개발, 테스트, 신공정 혹은 진보된 공정의 평가 및 적용, 상품, 시
스템 또는 정보가 포함됨. 그러나 우주과학기술이 상업적 탐구에만 국한
되어진경우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다른 나라의 우주 및 우주관련 에이
젼시와의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에이젼시의 활동은 장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 에이젼시의 조직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우선 의회의장의 지명으로 선임
되어지며, 5년 이내의 임기로 재임이 가능함. 대표의 부재 혹은 무능의
경우에는 장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지명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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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cutive vice-president)가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의장의
재가없이는 90일을 넘길 수 없음.
○ 에이젼시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용은 공무원임용법에 의하
며, 예외적으로 우주비행사를 임명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에이젼시가
정한 내규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위회의장의 재가를 얻어 그들의
보수를 포함한 고용조건들을 만들 수 있음.
○ 이사회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의장은 임기 3년이내의 19명 이내로 구성
된 우주자문이사회(the Space Advisory Board)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사회의원단은 우주과학 단체, 우주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함.
○ 연차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에이젼시의 대표는 각 회계연도의 종료 4개월
이내에 에이젼시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
관은 그것을 받은 후 의회개각 첫 15일 중에 각 의회에 복사본을 제출해
야 함.

나. CSA (Canadian Space Agency

Agence Spatiale Canadienne)

○ 캐나다 우주 에이젼시는 1989년 설립되어 1990년 10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 다른 정부부처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산업부 장관(the
Ministry of Industry)에게 업무보고를 함.
○ 에이젼시의 대표는 차관급의 지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
요 역할에 책임을 지며, 에이젼시의 전반적인 경영에 책임이 있음.
- 우주시스템(Space System)
- 우주기술(Space Technology)
- 우주과학(Space Science)
- 캐나다 우주비행사 사무소운영(Canadian Astronaut Office)
- 우주운용(Space Operations)
○ 에이젼시의 총 인원은 정규직이 약 350명이며, 225명의 서비스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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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540명 대부분이 퀘벡주 세인트 허
버트에 위치한 에이젼시의 헤드쿼터인 John H. Champman Space Centre에
서 근무함. 나머지 80명은 오타와 David Florida 연구소와 다른 두 지방
에서 근무함.

< CSA의 조직도 >

장관(Minister)
부기관장

기관장(President)

Space
Systems

Space
Technologies

Space
Science

Legal
Service

Audit
Evaluation,
and Review

Administration

Corporate
Management

(Executive Vice-President)

Canadian
Astronaut
Office

Space
Operations

Strategic
Development

External
Relations

Human
Resources
Communications

Government
Liasion

○ 에이젼시는 우주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시설 및 설비의 제공 등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체를 돕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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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우주관련 개발분야는 레이다셋 1호 및 2호를 이용한 지구 및 환경
관측(Earth and Environment), 우주탐사와 우주물리 등을 연구하는 우주
과학(Space

Science),

우주비행사

및

ISS,

위성통신(Satellite

Communications)임.

제 3절. 우주활동 관련법
1. 개요
○ 미국과 유럽,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주활동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하나의 포괄적인 우주활동 규제법을 제정해 두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미 우주관련기술이 상업화되어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발사서비스 혹은 위성체 제작 등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정부 및 민간단체에 의한 상업활동은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국내법적 규제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상업활동을 관장하
는 정부부처를 주축으로 수많은 우주활동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 제 3절에서는 첫째, 미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포괄적 우주활동 규제법
에 대한 내용과 각종 상업 우주활동 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둘
째로는 주요 우주활동 국가들의 우주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
음.

2.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활동 관련법

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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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가적 우주활동들을 규율하는 하나의 혹은 최상위 입법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 대신, 미국은 비정부기관 소속인이나 기관의 우주
관련 활동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시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많은 보조법과
단속기관으로 이루어진 체제를 통하여 하고 있음.
< 미국의 우주활동 관련 기관들 >
정책입안 시 참여

국가과학기술평의회(NSTC)
국가과학기술평의회(NSTC)
- 국가우주정책(National Space Policy)
- 국가우주수송정책
(National Space Transportation Policy)

우주정책조정위원회(PCC)
우주정책조정위원회(PCC)
- 국가우주정책조정기능수행

국가정책에 입각한
항공우주 활동

국방성(DoD)
국방성(DoD)

항공우주국(NASA)
항공우주국(NASA)
-

국가항공우주프로그램의 운영
국제우주정거장
발사체와 탑재체 운영
과학, 항공, 기술연구
랜드셋(Landsat)프로그램운영
경쟁연구고취를 위한 시험적
프로그램 운영

상무성(DoC)
상무성(DoC)

- 군용 우주기술의
통제 및 응용
- 랜드셋(Landsat)
프로그램운영
- 탄두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

- 우주상업화 추진
- 민간수요충족을
위한 지구관측
관리(NOAA와
공동협력)

내무성(DoI)
내무성(DoI)

운수성(DoT)
운수성(DoT)

업무의 유기적 연계

- 상업 우주발사체
서비스 운영
: 면허발급,감독,
관리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통신위원회(FCC)
- 통신위성의 경쟁 및
민영화 관련 업무
: Intelsat, Inmarsat
궤도 및 관련
서비스권한 부여 등

- 원격탐사 데이터
관련 운영

국무성(DoS)
국무성(DoS)
- 무기수출통제 및
ITAR 관리
: USMI를 통한
관련 기술파급
통제

○ 미국의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법들이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
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958년에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이 모든 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
외에 1950년대 말부터 관련법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위성분야, 발사체분
야, 원격탐사분야, 우주탐사, 그리고 우주발사장 관련법들을 제정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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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항공우주활동 관련기관 및 관련법 >
기관명

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상무성
(DoC: Department of Commerce)

부속/관련기관

- NASA 부속 주요
연구기관 및 우주센터

- 상업우주처
(Office of Space
Commerce)
-포괄적 우주상업화법
- 국가해양대기국
(1993)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ce)
내무성
(DoI: Department of the Interior)

관련법
-국가항공우주법(1958)
-우주상업화촉진법
(1996)
-상업우주법(1998)
-상업우주수송비용
경감법(1999)
-2000~2002년 동안의
NASA권한법(1999)
-원격탐사정책법(1992)
-원격탐사응용법(2002)
-우주탐사법(2002)

-원격탐사정책법(1992)
- EROS Data Center
- US Geological Survey
(USGS)

-원격탐사정책법(1992)
-상업우주발사법(1984)

-면허발행법(1988)
-허가발사활동에 대한
- 연방항공청(FAA)
재정책임에 관한 규정
․상업우주수송처
운수성
(1998)
(Office of Commercial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상업우주수송경쟁법
Space Transportation)
(1999)
-우주수송시설보조금
프로그램(2001)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통신법(1996)
-통신위성의 경쟁 및
민영화 법(1998)

국무성
(DoS: Department of State)

-무기수출통제법(1976
년제정, 2002년개정,
2003년 시행예정)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NASA,
DoD, DoC, OSTP관련)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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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법들이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
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958년에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이 모든 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
외에 1950년대 말부터 관련법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위성분야, 발사체분
야, 원격탐사분야, 우주탐사, 그리고 우주발사장 관련법들을 제정하였음.
○ 국가항공우주법과 NASA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후, 우주상업화 관련 일
반법과 인공위성 관련법, 우주발사체 관련법, 원격탐사 관련법 및 우주탐
사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1) 국가항공우주법(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1958)

○ 1919년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 미국
항공자문평의회)가

발족되고,

1957년

소련의

인류최초

인공위성

‘Sputnik 1호’ 발사가 성공한 후, 미국은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신설하
고, 국방성에 선행연구 계획청을 만들어 위성 및 우주분야의 연구를 수
행하게 함. 이 모든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58년 국가항공우주
법을 제정함.
○ 1958년에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으로 미국 국가항공우주
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창설.
- NACA에 우주분야의 새 업무가 추가되어 NASA로 확대 개편된 것임.
처음에는 우주분야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NSA로 하려다가 과거 활
동 업적이 많고 전통이 있는 NACA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NASA로 결정
됨.
- 1958년 미국 국가항공우주국의 설립으로 인하여 자국의 우주개발
체제를 일원화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주를 개척하여 왔음.
○ 미국은 우주활동을 개시한 1950년대 말부터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우주 활동 국들 중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분야별 관련
법이 가장 많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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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항공우주법의 주요내용 >10)
조
101
102
103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401
402
403
404

주

요

내

용

명칭
정책 및 목적의 선언
정의
국가항공우주자문 위원회(동 회의는 1973년 폐지)
국가항공우주국의 조직, 의무, 권한
국가항공우주국의 기능
민군연락위원회(폐기)
국제협력
의회에의 보고
초과 우주비행물체의 처분
스페이스 셔틀 오비터를 위한 기증(권한 소멸)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
관련 기능의 이양
정보에의 접근
보안
발명에 대한 재산권
과학기술적 공헌에 대한 보상
부당치료 및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관한 소송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 및 보상
시험항공우주비행체
정부지출금
정부기관의 이름 및 그 약자의 오용
재사용발사체에 대한 계약
목적 및 정책
정의
인가된 프로그램
국제협력

○ 동 법의 성립은 1958년 4월 2일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민생용의
우주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발단으로 하고
있음. 그 후에 제출된 법안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여, 1958년 7월 16일에
최종안이 양원을 통과하고, 동 29일에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된 결과 이
법률(Public Law 85-568, 85th Congress, H.R. 12575, July 29, 1958 ;
42 U.S.C. 2451)이 성립하였음.
○ 동 법은 그 후에도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고 있으며, 매년 NASA의
우주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때마다 별도의 다른 법률(NASA
10) 전문은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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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 Act 및 NASA Appropriation Act)에 의하여 예산 배분이
되고 있음.
○ 동 법은 NASA의 조직적 틀이나 권한을 규정하는 조직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재산권이나 보험, 보상의 규정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NASA와 고객(User)과의 법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
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보임.
○ 동 법의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1 장

약칭, 정책 및 목적의 선언

▪ 제 102조[정책 및 목적의 선언]
- 우주활동이 평화적 목적으로 행해 져야 함.
- 합중국의 일반적인 복지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 항공우주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항공우주활동의 책임
및 관할권을 갖는 민간기관이 항공우주 활동에 대한 감독을 함.
- 국가항공우주국 추구하고 조장하는 것은 우주의 상업적 이용임
- 항공우주활동의 목적에 대한 명시
▪ 제 103조[정의]
-‘항공우주 활동’ 및 ‘항공우주비행체’에 대한 정의

제 2 장 항공우주 활동의 조정
▪ 제 202조[국가 항공우주국(NASA)]
- 국가항공우주국을 설립하며, 민간인 중에서 상원의 조언 및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장이 지휘하고, 국장은 대통령의 감독
및 지휘아래 국가항공우주국의 모든 권한의 행사 및 모든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 기관의 모든 직원 및 활동에 대해한
권한 및 관리권을 가지게 됨.
- 국장 밑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국장이 부재중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국장의 대리를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
- 국장 및 차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
또는 피고용 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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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3조[기관의 기능]
- 업무의 수행: 항공우주 활동의 계획․감독실시, 항공우주비행체에

의한 과학적 측량․관측, 정보의 적절한 배포, 우주공간에 대한 상
업적 이용․장려, 상업적으로 공급된 우주 업무 및 하드웨어의 연방
정부에 의한 이용 장려와 이의 적절한 이용.

- 배당된 자금의 근거
- 기능의 수행과 이에 따른 권한
▪ 제 205조[국제협력]

- 국제 협력 계획 및 상원의 조언․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
에 의한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화적인 응용을 할 수 있음.

제 3 장

기타

▪ 제 305조[발명에 대한 재산권]
- 계약에 불문하고 어떤 발명이 이루어질 때, 국장의 신청에 의해 특
허는 합중국에 주어짐.
- 합중국의 재산권 포기에 대한 각 제안은, 국장이 기관 내에 설치하
는 발명공헌위원회에 회부하며 동 위원회는 각 이해 당사자에게 청
문회의 기회를 주게 됨.
▪ 제 308조[보험 및 배상]
- 국가항공우주국은 우주비행체의 이용자를 위한 책임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2)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 NASA의 조직과 주요 연구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 NASA의 조직구조는 관리 분야에 따라 첫째, 본부에서 수행되는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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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management)와, 둘째 각 센터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관리
하는 사업관리(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로 나뉨.
가. 조직관리 (Agency Management)
○ 조직관리란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의사결정, 전략적 사업의 관리, 그
리고 동 기관의 전략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의미하며, 주주, 행정
부 그리고 의회와도 직접 연계하고, 통신 및 연락도 책임지는 핵심부분
임. 기구관리는 예산의 통합, NASA/주주가 관계된 기관의 장기적 투자
전략, NASA 정책, 표준, 그리고 기구의 기능적 지도권을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조직관리는 전략적 사업의 정의를 내리고, 사업간의 효율성, 시너지, 투
자, 이행평가 및 자원할당 등도 관리하는데, Functional/Staff Office 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국장실(Office of Administrator)내의 국장과 직원
들도 포함함. 국가항공우주국(NASA)은 기관간에 중복되는 주요한 문제
들에 대하여 통합, 조정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다수의 자문위원
회와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1) 국장(Administrator): 국장은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가장 높은 레
벨의 정책 결정자로서 NASA의 비젼에 명확함을 제시함. 국장은 NASA
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이 기구의 주주와 기타 관련 그룹들의 이익과
요구에 합치되게 함.
(2) 고위관리자문위원회(Senior Management Council): 동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국장(위임받은 경우에는 부국장)이며, 본부의 관련 직원들
(Officials in Charge)과 각 센터의 소장(Director) 그리고 Jet
Propulsion Laboratory 의 소장(Director)으로 구성됨.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국장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하는

것이며,

특히,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의 개발과 승인, 매년 GPRA(정부의 기
능 수행과 그 결과 법,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r Act)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각 이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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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와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함.
(3) 집행자문위원회(Executive Council): 동 위원회는 국장실의 고위관리
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매우 중대한 성격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수석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과 General Counsel 이 외
부자문관(ex officio advisor)으로 참가하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는 국장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이 회의에 초청할 수 있음.
(4) 프로그램관리자문위원회(Program Management Council): 동 자문위원
회는

매해의

예산

사이클의

일부로서

사업관련

부국장

(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s)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국장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됨. 또한,
동 자문위원회는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과 프로
젝트의 이행을 검토하며,모든 NASA의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동 이
사회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검토 프로세스는 비용,
스케쥴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평가함.
(5) 자금투자자문위원회(Capital Investment Council): 동 자문위원회는
기구 전체에 걸쳐 중요한 자금의 투자에 관한 정책문제를 다루며,
기구의 능력과 인프라를 고려하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
관리결정을 내리게 됨. 동 자문위원회는 NASA와 전략적 사업이 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
립하며, 투자분야는 시설, 환경관리, 정보시스템, 기술, 인적자원
그리고 기타 지정된 분야임.
(6) 국장실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s of the Office of the
Administrator): 다음과 같은 자문관이 있음.
- 과학자문관(Science Council)
- 기술자문관(Technology Council)
- 엔지니어링 자문관(Engineering Management Council)
- 우주운용관리자문관(Space Operations Management Council)
- 수석정보자문관(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 수석재정자문관(Chief Financial Officer Council)
- 내부고위관리자문관(Internal Senior Management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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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고위관리협의회(Internal Senior Management Boards): 일정한
주요 분야에 대한 기구 전체의 관리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NASA는 내부적으로 고위관리협의회(Senior Management Boards)를
설치하였으며,

이들

각

평의회의

의장은

부국장(Associate

Administrators)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지명된 기구의 고위관리가
맡게 되는데, 이러한 평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인사관리협의회(Human Resource Management Board)
- 평등고용기회협의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Board)
- 비행할당협의회(Flight Assignment Board)
- 시설검토협의회(Facilities Review Board)
- 환경관리협의회(Environmental Management Board)
- 기구이행검토협의회(Agency Performance Review Board)
- 의약정책협의회(Medical Policy Board)
(8) 기능 및 참모조직 담당부국장(Functional/Staff Office Associate
Administrators): 이들은 할당된 권한 내에서 정책과 지도전략을 확
립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 사무실은 국장에 대한 자문의
역할과 동시에, NASA의 모든 활동이 모든 규정과 규칙에 일치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관련

부국장들(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s) 그리고 각 센터의 소장들(Directors)과
협력하여 일을 한함.
나. 사업관리 (Enterprise Management)
○ 사업부국장(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s ; EAA)은 전략사업
(Strategic Enterprise : SE)에 대한 방향제시와 사업전략을 확정하고
프로그램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동시에

고위관리이사회(Senior

Management Council)와 전략사업의 위원역을 담당함.
○ 전략사업은 NASA와 NASA 고객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사업부국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만족시킬 방안을 모색하며 전략사업은
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성질결정을 하고, 사업목적에 충실한 장기적 기
관투자전략, 사업의 통합예산 개발, 프로그램 자원할당 및 이행평가, 사
업에 적절한 정책 및 표준을 결정하고, NASA 정책을 실행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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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의 센터들은 프로그램관리와 집행을 책임지고 완수한다. 센터들은
사업 프로그램과 중앙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내부 그리고 외
부의 고객들에게 전달할 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며, 각 센터의 소장들
은 기관관리, 사업자원에 대한 요청의 관리, 기구의 기능적 리더쉽에 대
한 지원, 서비스 활동, 그리고 NASA 및 전략사업정책의 이행을 담당함.
○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사업관리를 위한 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1) 사업부국장(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 ; EAA) 및 기구프로
그램관(Institutional Program Officers): NASA는 NASA의 임무를 실
행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비즈니스 분야를 담당하
게 하기 위하여 전략사업을
설치하였고, 각 사업은 독특한 전략적 목
전략사업
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구의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을 실행하며, 사업부국장들은 각 사업들이 외부적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결정함.
- 각 센터에서 자기 고유의 활동분야를 갖고 있는 사업부국장은, 각
종 프로그램 및 기관들의 능력간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프
로그램관리(IPO, Integration Project Office)로 지명됨.
- 각 IPO는 또한 조정 포럼과 센터에서 일을 갖고 있는 모든 사업으로
부터의 멤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폭넓은 시야를 확보
하는데, 이 조정 포럼은 주요 정책결정을 승인하고, 전체비용에 있
어서의 센터의 초과 예산을 승인하며, 제안된 자금투자를 예산 프
로세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권고를 내리기 위하여 사용됨.
< NASA의 전략사업과 담당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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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담당 센터

Space Flight

Lyndon
John F.
George
John C.

B. Johnson Space Center
Kennedy Space Center
C.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Stennis Space Center

Aerospace Technology

Ames Research Center
Dryden Flight Research Center
Langley Research Center
Glenn Research Center

Space Science

Jet Propulsion Laboratory

Biological & Physical Research
Earth Science

Goddard Space Flight Center

Human Exploration &
Development Pace

(2) 각 센터 및 센터소장(Centers and Centers Director): NASA의 센터들
은 기구의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사업의 불가분한 일부로서 각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짐. “센터임무”(Center Mission)와 “우수센
터”(Center of Excellence)라고 하는 2개의 개념이 NASA관리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각 센터의 소장(Director)은 고위관리
이사회(Senior Management Council)의 멤버로서 그리고 각 센터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함. 후자의 역할로서, 소장은 프로그램 관리, 기관
의 인프라, 그리고 우수센터의 분야에서 우선적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음.
- 센터임무는 전략사업의 목표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총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며, 각 센터는 임무책임분야를 지정하며, 이것
이 사업 필요조건을 직접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능력의 건립과
물리적 인프라의 근거를 제공하게 됨.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 및 프
로젝트 할당은 임무의지정에 근거하여 시행됨.
- 우수센터는 특정분야의 기술 또는 지식에 대한 기구 전체차원의 책
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은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니나, 전
략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기금을 가진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자원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지원받음. 각 우수센터의 성질상 이들 우수센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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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범위와 접근 방식이 서로 상이하며, 우수센터로 지정되는 것은
각 센터에 몇 개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됨.
- 우수센터들은 특정 우수분야에 관련된 인적자원, 시설 그리고 기타
중요능력에 관해서는 기구 내에서 뛰어나게 되며, 우수센터는 전략
사업의 프로그램 필수조건과 기구의 장기적 전략적 이익과 맥을 같
이 하여 할당된 우수분야에서 기구의 우월한 지위를 전략적으로 유지시
키거나 향상시키게 됨.
(3) 센터미션 및 프로그램을 위한 선도센터소장 (Lead Center Directors
for Center Mission and Programs): 일반적으로 각 NASA 프로그램의
실행은 선도센터(Lead Center : LC)에게 할당되며, 그러한 할당을 함
에 있어서 센터미션과 우수센터의 담당분야를 고려하여 할당함. 선도
센터의 소장은 전체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며,
따라서 할당된 임무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고, 이
들 미션 또는 프로그램이 합의된 스케쥴, 예산 지침, 기술적 필요조건
그리고 모든 안전 및 신뢰성 기준에 합치되게 이루어지게 확보하여야
함.
(4)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Program and Project Managers : PPM):
동 매니저는 우수센터 및 센터임무의 내용을 잘 고려하는 한편, 프로
그램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확보하
여야 하며, 각 매니저는 선도센터의 소장에 의하여 지명되고 선도센
터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만일 개별적 프로젝트가 프로그램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동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
하여 관리됨.
(5) 과학 관리(Science Management):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사업부국장,

센터의

과학관들,

그리고 적절한 센터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하여 공유
됨. NASA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은 센터와 외부 기관들을 포함하는
공개적으로 검토되는 경쟁에 의허여 결정되며, 과학연구에 있어서의
과학관련 사업부국장의 역할은 계획의 실행, 연구 및 제안된 미션의
선정 및 평가를 포함함.

- 73 -

(6) Center Functional Delegations: 프로그램 관리 책임에 추가하여, 센
터들은 또한 일정한 운용책임이 어느 한 센터에서 더욱 적절하게 집행
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기구차원의 기능적 특정분야로 지정될
수 있고, 기구차원의 FSO(Functional Staff Office, 특정분야에 따라
서는 국장실) 는 NASA를 대신하여 기능을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는 센
터를 선정함.
다. NASA의 주요 연구활동
(1) 유인우주활동: NASA의 유인 우주활동은 우주왕복선(Space Shuttle)
계획과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계획이 중심이
되어 있음.
㉮ 우주왕복선(Space Shuttle)계획
- 우주왕복선은 그동안 전문적인 훈력을 받은 조종사들만 탈 수
있는 우주여행의 문호를 비조종사들에게도 개방하여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과학자를 실험장치와 함께 실어 보내 과학
기술 축적을 위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에게서 우주 왕복선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 활동을 공모하는 방
법으로 국민들에게 과학적 창의 정신/개척 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
㉯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계획
- NASA는 미국의 항공우주기관에서 세계 항공우주개발의 메카로 거
듭나기 위한 대표적인 계획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을 야심차
게 추진하고 있음.
- 우주 환경을 이용하고 달과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중계기지로서
우주정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2년부터 추진.
- 유럽 우주기구 산하 11개국(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과 일
본,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10년이 넘게 우주정거장 Mir를 운영

해온 러시아를 끌어들여 '알파'로 이름을 정한 국제우주정거장 계
획을 1993년 최종 수립.
- 국제 우주 정거장의 건설은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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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인류에게 유익한 많은 과학적 성과를 줄 것
으로 예상됨. 대표적인 예로, 각종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를
우주에서 만들면 지상에서보다 몇 백배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제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백질 결정체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가능함. 또,
암 치료 등에 응용될 인체 세포조직에 관한 연구나 무중력 상태에
서의 인간 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우주공간에서 액체 금속 등
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가능할 것임.
-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은 3단계로 진행 중임. 1단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로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러시아의 미르에 방문에 우주
생활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우주 왕복선과 미르가 도킹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임. 한동안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난항을 격기
도 했으나, 1단계에서 제작한 알파의 기초적인 구조물과 부품들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 4백 35km의 지구 궤도상에서 조립하는 2단
계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임.
- 3단계가 끝나는 2003년이 되면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승무원 거주
모듈, 미국, 일본, 유럽우주기구가 구축한 6개의 실험모듈이 완성
될 예정이며, 2004년 1월에 건설이 종료될 것임.
(2) 우주과학: NASA의 우주과학 프로젝트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탐구
하는 “오리진 계획”과 하나의 주제로서 천체물리, 태양계 System,
각 분야의 혹성탐사 실시 등이 있음.
(3) 지구관측: NASA의 혹성지구미션(MPTE, Mission to Planet Earth)은
총체적으로 지구 System 및 지구환경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이고 인
위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목표인데, MPTE의 단기 목표는 전 지
구적인 기후변동의 조사부터 지구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과학조사
를 추진하는 것임. 본 계획의 핵심은 지구관측 시스템(EOS)의 구성
및 연구임.
- NASA의 지구관측 시스템(EOS, Earth Observing System)은 1990년
에 EOS-A, EOS-B 및 우주 스테이션 “프리덤”에 탑재할 관측장비를
선정․탑재하였음.

- 고분해기능 지구관측위성(LANDSAT)은 1972년 세계최초의 실용화된
비군사용 지구관측 위성인데, 1984년 그 주관이NOAA로 넘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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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구관측위성으로는 우주로부터의 레이다로 강우량을 계측
하는 열

대 강우계측위성(TRMM)이 있음.

(4) 우주환경이용: 생물학적 특성의 해명 및 신규재료개발에 사용하는
미소중력환경의 이용등이 NASA의 우주상업개발센터(CCDS)가 그 중
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음.
(5) 우주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1994년 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우주수송정책에 의해서 NASA는 현행의 Space Shuttle의 후계기
로서 재사용우주귀환기(RLV, Reusable Launch Vehicle)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 국방성은(ELV, Expandible Launch Vehicle)의

개량․발전형인 EELV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우주개발 관련 정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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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국

< NASA의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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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
Mission

(3) 우주상업화 관련 일반법
○ 우주상업화의 추세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으로는 우주상업화촉진법(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상
업우주법(Commercial Space Act), 상업우주경쟁법(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이 있음.
○ 우주상업화촉진법(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은 1996년 제
정되었으며, 주 목적은 우주정거장의 상업화, 우주발사체시장의 상업화,
미국의 GPS 표준제정 촉진, 우주과학데이터 수집 등 우주관련 활동의 촉
진임.
○ 상업우주법(Commercial Space Act)은 1998년 제정되었으며, 1996년 제정
되었던 우주상업화촉진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있으나 우주센터(space
Centre)의 상업화,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민영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
음.
○ 상업우주경쟁법(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은 1999년 제정
되었으며, 특히 발사와 재진입, 탑재체와 관련된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고

무시키고, 민․관의 안전한 우주접근을 도모하며, 중요한 위성기술이 타
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4) 인공위성 관련법
○ 인공위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통신위성경쟁 및 민영화법(Communications
Satellit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Act)와

통신방송법

(Telecommunications Act)가 있음.
○ 통신방송법(Telecommunications Act)은 1996년 제정되었으며, 위성이 통
신방송과 관련된 역할을 하게된 62년의 세월동안 첫 번째로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정비된 법이라 할 수 있음. 동 법은 통신시장 진입을 개방하고
경쟁하도록 만들었으며, 장․단거리 유선전화서비스와 케이블 TV, 비디로
서비스 및 학교를 상대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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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성경쟁 및 민영화법(Communications Satellit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Act)은 1998년 제정되었으며, 1962년 제정되었던 통신위
성법(Communications Satellite Act)가 개정된 것임. 세계 위성방송 시
장에서의 우위선점을 위해 국내 경쟁을 촉진하고, INTELSAT과 INMARSAT
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5) 우주발사체 관련법11)
○ 우주발사체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여타 우주활동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종류의 법이 제정되었음. 관련 법
으로는 상업우주발사법(1984), 면허발행법(1988), 허가발사활동에 대한
재정책임에 관한 규정 (1998), 상업우주수송경쟁법 (1999), 우주수송시설
보조금 프로그램(2001) 등이 있음.
○ 비정부기관에의해 수행된 상업적 발사와 재진입작업은 1984년 재정된 상
업우주발사법(the Commercial Space Launch Act), 49 United States
Code(USC) 70101 et seq.(무엇보다도, 개정된 1998년 상업우주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또한 연방법(CFR) 코드 14의 400-499에의해 규제되고
있음. 상업우주법의 70101(b)(3)에서는 교통부장관(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이 상업발사와 재진입작업의 수행을 조정․감독하고, 상
업활동의

허가를

발행․양도(transfer)하며,

공중건강

및

안전․재산의

보호․국가안보,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있
음. 실제로, 이러한 책임은 연방항공청의 상업발사수송처에 의해서 수송
처장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짐.
○ 70104(a)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으로 발행되었거나 양도된 면허를
요구함.
(a) 미국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발사 또는 재진입작업을 운영하거
나, 재진입발사체의 재진입을 시키는 사람 혹은 주체(국적에 불문)
(b)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이나 미국법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가 미
국밖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재진입작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재진입발사체의 재진입을 시키는 경우
11) UN COPUOS 문건( A/AC.105/C.2/L.224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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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치권이 미국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외국 국가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나 주체가 미국밖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재진입
작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재진입발사체의 재진입을 시키는 경우. 단
외국 국가가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주권 혹은 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
한 관할권을 갖는 경우는 제외됨.
○ 발사와/또는 재진입을 위한 면허의 경우 탑재체가 발사되거나 재진입할
때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의 보전, 미국의 국가안전 또는 외교실리
와 국제책무에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탑재체에 대한
검토에 있어 단 하나의 예외경우는 미국정부소유로 운영되는 경우이거
나,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나 상무부(국가해양대기청)에 의해 면허가 주어
진 경우임. 탑재체에 대한 검토는 주어진 우주물체의 특성, 운영 및 임
무의 수행이 잠재적으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보전, 미국의 안전
및 외교실리, 국제책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
임. 상업우주수송처는 해당 우주물체의 발사 및 재진입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잠정결론이 나면 결론적으로 필요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므로 실제로 이러한 탑재체검토는 상업우주수송처
의 권한범위와 통제영역을 단순한 미국면허에 의한 발사활동과 재진입을
뛰어넘어 확장시키는 것임.
○ 위에서 언급한 허가취득에 추가하여, 모든 발사와 재진입 관련 면허는
면허취득 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등록협약의 IV조를 미국정부가 이
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상업우주수송처에 제공하는 것과 면허와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재정책임의 기본요구조
건은 상업우주발사법 70112와 70113항과 연방규칙 14 CFR 440에 규정되어
있음. 요약하면, 발행 혹은 양도된 모든 종류의 발사 및 재진입 면허를
위해서는 면허취득자 혹은 양도받은 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면
허수행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상해 또는 재산손해 및 손실에 대
한 제 3자의 배상요구 및 정부자산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정부의 배상요
구에 상응 가능한 최대보상액의 소지여부를 증명해야 함. 발생 가능한 최
대 배상금액은 상업우주수송처에의해 각 라이센스 경우별로 결정되어지며
상한선은 500 백만 달러(미국정부 청구시 100 백만 달러) 또는 세계시장
기준 책임보험의 최고 보상금액이 됨. 손해배상의 청구가 상한선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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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은 1,500 백만 달러임. 발사 및 재진입운영면허 취득자는 본 재정
책임에 적용받지 않음. 추가적으로, 발사 및 재진입면허취득자는 그들의
계약자, 하부계약자 및 고객, 그리고 발사와 재진입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의 계약자 및 하부계약자는 그들 고용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각 당
사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조건하에 상호간의 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협정
을 해야함.
○ 상업우주발사법에는 면허취득자의 법규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
음. 70106항에는 면허취득자로 하여금 운수성이 공무원이나 미국정부의
고용인 배치 또는 면허취득자가 사용하는 발사장 또는 재진입장, 생산시
설 또는 면허취득자의 계약자가 사용할 생산설비 및 조립장, 그리고 발사
체 혹은 재진입 수송체에 탑재체를 장착하는 곳의 감독자로 또 다른 개인
배치수락을 하도록 요구함. 감독자는 면허취득자나 계약자의활동이 면허
법 및 관련법, 규칙에 맞게 행해지는지 모니터해야 함. 70107항에는 면허
취득자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 재산보
전, 국가 안전 및 미국의 외교실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
의 책임하에 면허에 대한 변경,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하
게, 70108항에서도 허가된 발사나 발사장 운영 및 재진입장 운영 또는 재
진입수송체의 진입유도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 재산보전, 국가 안전 및
미국의 외교실리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그 행위의 금
지, 정지 또는 종료를 장관이 명할 수 있음.

(6) 원격탐사 관련법
○ 원격탐사와 관련된 법으로는 1992년 제정된 랜드원격탐사정책법(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가 있으며, 2002년 제정된 원격탐사응용법
(Remote Sensing Applications Act)가 있음.
○ 랜드원격탐사정책법(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은 1984년 제정된
었던 랜드원격탐사상업화법(the Land Remote-Sensing Commercialization
Act)를 폐지하면서 생겨났음. 랜드셋(Landsat)을 이용한 원격탐사 프로
그램과 관련된 업무권한이 본 법을 통해 상무성에서 NASA와 국방성(DoD)
으로 이전되었으며, 랜드셋을 통한 데이터수신은 내부성으로 권한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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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됨.
○ 원격탐사응용법(Remote Sensing Applications Act)은 원격탐사분야의 공
공 및 민간의 이용을 포괄하여 개발하고, 지구 환경정보의 획득을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됨. 원격탐사정책법과 상업우주법에서도 관련 규정
을 두고있어, 본 법과 함께 원격탐사의 상업적 이용 촉진을 위해 기본적
으로 사용되고 있음. 본 법에서는 민간분야의 원격탐사응용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시범프로젝트의 시행에서부터 결과평가, 2007년까지의 수행예
산 등 실용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

(7) 우주탐사법
○ 우주탐사와 관련된 법은 2002년 제정된 우주탐사법(Space Exploration
Act)으로서,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래로 미국의 우주탐사와 관련
된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결과를 배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각성에서 제정
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NASA를 중심으로 본 법이 제정된 후 8년 이내에 유인우
주선의 자유로운 왕복으로 지구와 달사이에 과학관찰 등의 목적으로 사
용될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10년 후에는
유인우주선이 지구 저궤도와 행성간 자유로운 비행을 하고, 15년 후에는
유인우주선으로 달 표면을 왕복하고, 달표면에 인간의 거주구조물을 세
우며, 20년 후에는 위의 모든 것이 화성까지 확장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우주탐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NASA의 관리하에 우주과학, 우
주비행 및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및 비정부 연구기관과
의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함. 또한 2003년에 50,000,000 US 달러, 그리
고 2004sys에 200,000,000 US 달러의 예산배정에 대한 규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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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
(1) 개요
○ 러시아 우주법은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연방법

을 축으로 러시아 우

주청(RSA)설립과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관계 법률 그리고 시행령, 포고령
등을 상황에 맞추어 제정 우주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가장 기본적인 법인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 연방법

의 경우, 크게

총칙, 조직, 경제, 안전, 국제협력, 배상책임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오랜 기간 우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타 국가의 우주법에 비해
비교적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기본으로 관계법률과 시
행령 등을 제정해 발전시켜 옴.
○ 우주활동과 관련한 기타법률로는 방위산업 및 기관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국가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우주, 과학, 산업의 지
적 경제적, 방위 잠재력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령, 그리고 우주활동
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 세부시행령 등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
하거나, 우주활동을 촉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등으로 구성됨.

(2) 주요내용
○ 전술하였듯이 러시아 우주법은 크게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을 위한 러시아 연방법

우주활동

을 중심으로 관계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러시아 우주법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가)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 연방법
○ 러시아 연방법은 크게 , 총칙, 우주활동 조직, 경제적 조건, 우주기반시
설, 우주활동의 안전 국제협력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
○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우주활동의 개념, 우주활동의 목표, 우주활동
의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우주활동의 개념에서는 우주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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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사와 이용에 관계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
고 있음.
- 우주연구, 위성시스템을 이용하는 TV,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우주공
간에서의 통신, 환경감시 및 기상을 포함하는 외기권에서의 지구원격
탐사 등이 우주활동의 개념에 속함.
○ 러시아 우주법은 국민 복지와 연방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세계적 문제해
결을 위해 우주활동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
요한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략적 생태적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의
외기권과 지구궤도에 배치와 군사 및 기타 적대적 목적으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우주기술 및 우주물체의 사용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달과 기
타 천체의 이용을 금하고 있음.
○ 우주활동의 정책은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러시아 연
방의 대통령은 우주정책의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음. 또한 각료회의는
우주활도에 필요한 포고령 및 행정명령의 공포를 비롯해 러시아 우주청
(RSA), 국방부, 과학원, 기타 정부고객이 제출한 우주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러시아 우주청의 규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러시아 우주청은 러시아 연방의 우주정책에 따른 우주활동 수행에 책임
을 지게 됨.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 러시아연방, 국방부, 러시아 과학원, 기타 정부고객들과 함께 러시아
우주프로그램들의 초안을 작성함.
- 국제우주 프로젝트하의 작업을 포함하여 과학 및 국가 경제적 목적의
우주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작업에 대해 국가명령을 작성하고 실행
함.
- 러시아 연방국방부와 함께 과학 및 국가 경제적 목적 그리고 러시아 연
방의 방위 및 안보 목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우주기술의 개발과 이용
을 위한 국가명령의 공포에 참여함.
- 과학 및 국가경제 목적에 맞게 러시아 연방 국방부 및 기타 러시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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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처와 협력하여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이용, 유지 , 개
발을 보장함.
․ 우주활동의 형태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
․ 우주기술 인증체계를 수립.
․ 우주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 기술문서를 제공.
․ 적절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우주활동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기관 및 부처와 상호 협력함.
․ 러시아연방의 각료회의에서 지정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함.
○ 이 법은 러시아 과학과 국가경제 목적의 우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
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의 기관 및 개인의 우주활동 혹은 러시아 연방관할의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우주활동의 경우, 동 활동이 우주비행통제뿐만 아니라
우주물체의 실험, 제조, 보관, 발사준비 및 발사를 포함하는 경우 인가
를 받아야 함.
- 인가의 종류, 형태, 조건 및 인가발급의 조건, 철회, 중지, 취소는 다
른 인가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법
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법은 우주물체 및 지상 및 기타 우주물체를 포함한 우주기술(Space
Technics)에 대해 러시아연방 법률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지
점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인증절차를 마치면 우주기술들의 각각의 샘플에 인증서가 발행됨.
- 기타 인증과 관련된 문제 뿐 만 아니라 인증서의 종류, 형태, 조건,
발급조건 및 절차, 철회, 중지, 취소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
됨.
○ 러시아 우주활동에 대한 결정은 전문지식을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Specialist)들 가운데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ssion)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 검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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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연방우주프로그램 프로젝트
러시아 연방우주프로그램 채택
우주활동 면허발급
우주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우주기술의 샘플에 대
한 인증발행
우주기술에 대하여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제품으로 분류;
우주프로젝트의 경쟁 검토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규명
러시아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기타 문제 등이 그에 속함.

○ 우주활동의 경제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주
활동은 연방공화국의 예산으로 조달되며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책정됨.
○ 러시아연방의 안보와 방위목적의 우주활동의 재원은 국방비의 일부로 충
당됨.
○ 우주활동에 대한 예산은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부의 고객들
을 통해 확보된 목적중심 방법으로 러시아연방 예산에서 조달되며 정부
계약관계에 따라 분배되며, 우주프로젝트의 이행에 관계된 기관들과 개
인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정부의 보증, 연화대부, 세금면제 및 기타 필
요한 특권을 부여 받게 됨.
○ 또한 본 법에서는 우주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우주물체, 우주기반 시
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 우주비행통제, 유인우주물체의 우주인 및 승무
원,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러시아 연방의 부속
물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우주 비행 혹은
천체나 외기권에 체재하는 어느 단계는 물론 여타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구로 귀환하는 때에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는다고 명기하고 있음.
○ 또한 우주물체의 소유권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달리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우주물체가 우주 비행 혹은 천체나 외기권에 체재하는 그 어
느 단계는 물론 지구로 귀환하는 때에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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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함.
- 만약 우주물체가 러시아 기관 또는 개인이 외국의 기관과 개인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설계, 제작됐다면 동 우주물체의 등록, 관할권, 소유
권에 관한 문제는 적합한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주활동 안전에 대한 부문에서는 우주활동의 안전 확보, 우주사고의 조
사활동, 탐색 및 구조/사고처리, 우주활동의 보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우주활동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규정된 따른 안전요구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주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전반
적인 지침은 러시아 우주청과 러시아 연방 국방부 규정에 의해 규정됨.
- 러시아 우주청 및 러시아연방 국방부는 관계기관 및 개인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우주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을 포함한 우주사고에 대해 러시
아는 연방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으며 사고와 재난을 포함한 우주사고의 조사방법 및 결과 입증에 대해서
는 법정에서 항소할 수 있음.
○ 탐색 및 구조작업과 관련하여서는 러시아연방의 해당주체의 국가권력행
정부처, 지방당국, 기관 및 개인의 참여하에 해당 정부부처에 의해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고의
며, 동
러시아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탐색과 구조작업 및 우주활동 중 발생되는
처리는 당해 국가의 관할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의 재원과 러시아 우주기금 혹은
연방의 공화국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우주기술을 이용하거나 또는 과학 및 국가경제 목
적의 우주기술의 창조 및 이용을 의뢰하는 기관과 개인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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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을 통해 제 3자의 재산손실은 물론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요원 생명과 상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료는 러시아 우주기금 또는 우주활동에 대한 보험인가를 보
유한 회사로 전입되며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보험계
약에 따라 동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되어야 함.
- 의무보험과 더불어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개인은 우주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물론 우주기술에 대해 자발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국제사회와 관련하여, 우주활동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러
시아 연방 소비에트 최고위(The Supreme Soviet of Russian Federation)
의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함.
- 러시아 연방 소비에트 최고위의 국제조약 비준을 받은 규칙에 대해서
는 본 법 및 기타 우주활동에 대한 러시아연방 법령보다 우선하게 됨.
○ 만약 지구표면이외의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
체에 탑재된 재산 다른 우주물체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기관과 개
인의 책임은 과실에 따라 발생되며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다수의 기
관 및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모든 기관 및 개인 혹
은 그들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주활동과 관련한 기타 법률
○ 러시아 우주법은 기본법격인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을 축으

로 관계법률과 포고령이 이를 보완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앞서 살
펴본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이외에 몇몇 기타법률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Edict No. 185 of the President of RF ('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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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tructure of Management of Space Activity in RF
○ 주요내용으로는

Russian Space Ageny (RSA) 설립, Koptev Yuriy

Nikolayevich를 General Director에 대한 임명, 2주일 내에 RSA 규정 제
출 승인, 부처간 우주분야 전문가 위원회 (Interdepartmental Expert
Commission on Space) 설립안 승인, 과학 및 국가 경제 목적의 우주시스
템, 우주단지, 시설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수행 그리고 러시아 우주청
(RSA)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러시아 우주청(RSA)의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분야의 국가 정책 실행
- 국가 우주 프로그램의 작성 제출
- 과학 및 국가경제 목적의 우주시스템, 시설 등에 대한 일반고객으로
서의 기능
- 군사 민간 이중용도의 우주시스템, 시설 등의 개발 이용 참여
- 상업우주 프로젝트의 조정 및 실행지원
- 우주비행 (cosmonautics) 연구 실험시설 개발 및 로켓우주기술 개발
- CIS 국가 및 외국과의 협력 교류

② Presidential Edict No. 541 ('96. 4. 13)
"On Measure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tate Control of
Defense Complex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 본 법은 방위 산업 및 기관의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 통제의 효율성 보장
하는 것과 국가 안보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됨.
○ 주요내용으로는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에 방위시설, 기업, 기관의 관리
및 사유화 통제보장 연방위원회 설치 및 제 1 부위원장 O. N. Soskovets
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내용과 동 연방위원회법(Statute) 승인, 사유화
금지 방위업체에 대해서 2개월 내 승인한다는 내용 그리고 동 위원회에
서 본 칙령의 관리를 수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③ Presidential Edict No. 2005 (9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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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rganization of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e Baikonur
Cosmodrome in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Federation's Space
Activity"

○ 본 대통령령은 러시아 우주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Baikonur Cosmodrome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공화국과의 Baikonur Cosmodrome
이용 기본원칙 및 조건에 관한 합의에 따를 사항을 공포한 것임.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러 연방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Baikonur 시설 인수를 위한 조직구성
및 그 임무수행을 보장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연방예산 배정하고 있음.
- Baikonur Cosmodrome 임차비용 및 Leninsk 시의 유지비용
- RSA 및 국방부에 우주군 운영경비 및 Baikonur Cosmodrome 시설의 이
용, 유지, 개선 비용
○ 러시아 군사 우주프로그램의 이행에 사용되는 Baikonur 시설에 대한 재
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그 이용은 국방부(우주군)가 담당하고, 러
시아 연방 우주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문은 RSA에서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담당함.
○ 16,000명의 특별예비 병력을

95. 1. 1～

97.1. 까지 RSA에서 연방예

산으로 우주군으로 유지하고 국방부는 병력수준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
과 국방부(우주군)는 Baikonur Cosmodrome 에서 수행되는 업무 조정 책
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④ Government Resolution No. 468 ( 95.5.15) as amended by Res. No.
1186 dated Oct. 29, 1999 About approval of the "Regulations of the
Russian Space Agency"
○ 본 정부결의문은 러시아 우주청(RSA)의 규정승인에 관한 것으로 RSA의
주요임무와 수행사항 그리고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용 내
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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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n Space Agency (RSA)는 연방행정 조직으로서 외기권의 평화적 목
적을 위한 연구 및 이용 분야에서의 국가정책 실행 및 러시아 연방 우주
프로그램의 이행보장 역할을 수행. RSA는 과학 및 경제목적을 위한 우주
기술에 대한 국가고객임과 동시에 과학 및 경제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방위 및 안보 분야에 모두 이용되는 우주기술에 대한 공동 국가 고객으
로서 다른 관련 행정기관 등과 협력함.
○ RSA는 헌법, 연방법률, 본 법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RSA의 주요 임무를 보면,
-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연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추
구
-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우주프로젝트 및 로켓 및 우주기술
에 대한 국가 방위 명령 수행.
- 과학 및 경제 목적의 우주시스템, 시설 및 수단의 개발을 위한 일반
고객으로서의 의무 이행
- 국방부와 함께 RSA 산하 기업 및 기관의 국가방위 명령, 다양한 목적
의 로켓 및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실험 설계업무의 종합, 발주,
이행 보장
- 해당 부처와 함께 우주비행에 대한 과학 실험기지 개발, 로켓우주기
술 향상을 위한 기술적 기반의 개발
- 국방부와 함께 과학 및 경제목적의 우주선(Spacecraft) 발사 및 통제
보장
- 유인 우주비행 작업 및 우주인 선발 훈련 작업 조직
- 해당 행정 부처, CIS 회원국, 외국과 외기권의 연구 및 이용 분야에
서의 협력
- 상업적 우주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조직?조정 및 이행 지원
- 로켓 우주기술 분야의 국가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입안 및 보장과 로
켓우주부문의 개발, 전환,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입안 및 이행 촉진
- 과학 및 경제목적의 우주기술의 개발 이용 업무 및 국제우주프로젝트
업무, 연방우주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우주기술의 구매 및 제공에 관
한 업무 계획의 작성 및 이행
- 동원 계획 및 업무, 민간방위 조치, 로켓우주부문 기업의 동원 보유
물의 징발 및 보충계획의 입안 및 이행 촉진
- 이용되지 않는 로켓우주기술의 하자관리, 산업적 이용 및 소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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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장
산업 전환 및 구조조정 조건에 따라 새로운 효율적 형태의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도입
기업 및 기관의 산업 및 생물학적 안전 보장
우주활동 인가 발급
과학 및 경제목적의 우주기술 인증과 관련한 업무 수행

○ RSA의 주요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목적의 로켓우주기술 개발의 주요 방향의 결정 및 전술적 기
술적 패러미터의 결정에 과한 포괄적 연구의 조직
- 해당 부처와 함께 연방우주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과학연구 및 실험
설계 업무 우선순위와 우주기술 구매 및 제공 규모, 자본투자를 결정
하고, 국방부와 함께 장기 군사목적 우주기술 개발 이용 프로그램 및
국가 방위명령 이행을 위한 유사한 업무에 참여
- 연방 우주프로그램에 따라 익년도 RSA 예산안을 경제부 및 재무부에
제출
- 부처간 우주분야 전문가 위원회에서 익년도 연방 우주프로그램의 프
로젝트 및 RSA의 예산사용 프로젝트 심의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심층심의를 조직함
-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RSA가 고객인 과학연구 및 설계 엔지니어링 업
무의 기술적 수행과업을 공표함.
- 해당 부처와 함께 과학 및 경제목적의 우주기술에 대한 과학연구 및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구매하고 국방부와 함
께 이 기술의 운용을 보장함
- 해당 정부부처와 함께 과학, 경제, 이중목적의 우주발사체의 연간 발
사계획 작성 및 국방부와 함께 이에 대한 승인
- 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과학 경제 우주시스템 및 단지의 운
용안을 정부에 제출
- RSA와 국방부가 국가고객인 이중용도의 우주시스템, 단지, 로켓단지
의 운영안을 국방부와 함께 정부에 제출
- 국방부와 협력하여 우주민간시설(우주시스템 및 단지 제외)의 운영
채택
- 국방부와 함께 로켓우주기술 샘플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물질 및
과학기술적 기반의 고안 보장
- 연방 우주프로그램, 군사목적의 장기 우주기술개발 이용 프로그램,
국가방위 명령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의 이행의무가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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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술 개발, 실험, 운용 체계를 결정하는 법적 기술문서에 대하여
국방부, 국가방위산업부문 위원회와 함께 승인
- 연방 우주프로그램 및 다양한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연간 발사 및 비
행계획 이행에 이용하는 발사시설(cosmodromes), 비행통제센터, 원격
측정명령시설 및 기타 지상기반 시설물에 대하여 국방부 등과 함께
유지 및 개발 보장
- 우주기술의 완성에 필요한 지상실험기지의 물체의 유지 및 개발보장
- 국방부 등과 함께 축소 제거할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민간 우주장치
의 발사체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의 조직에 참여
- 러 연방의 재정적 혹은 기타 지원으로 실현하는 국제 우주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상업적 목적 포함)의 이행에 관한 외국 협력선과의 조약
체결
- 국방부 및 방위산업 부문 위원회 등과 함께 우주활동 분야에 있어서
러 연방의 국제적 의무의 실현 및 외국 기관과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
의 개발보장
- 외교부 및 기타 부처와 함께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행
- 외국 해당기관과의 국제협약의 체결
- 연방 우주물체 등록부 유지 및 연방에서 발사된 우주물체에 관한 정
보를 UN에 제공
- 우주기술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표준 준비 및 민간 우주기술의 개
발, 실험, 운용 기간중 안전요구조건에 관한 법적 문서 준비에 참여
- 로켓우주기술전시회 및 우주비행에 관한 과학기술 문헌의 준비 및 발
간 조직
- 국방부 등과 함께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에 관한 활동을 규제하는 법
령 프로젝트 작업
- 국방부와 함께 방위능력 보장 및 우주수단을 이용한 국제조약의 이행
에 대한 통제방안 입안 참여
- 비상시에 전쟁법에 따라서 로켓우주부문 기업 및 기관의 안정적인 기
능수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동원계획 및 업무, 민간방위 조치, 동원물
자의 징발 및 보충계획의 입안 및 이행 제고
- 연방예산으로 창출된 지적재산물의 법적 보호조치 수행 및 동 재산물
이용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가이익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RSA의 권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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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행정 조직,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담당업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 및 취득
- 법령 공포 및 이행 통제
- 산하 기업 및 기관의 할당예산의 규정된 효율적 사용에 대한 통제
- 로켓 우주분야에 대한 간행지 및 기타 과학기술 자료 발간
- 해외 사무소 개소
- 계약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준비, 심의를 수행할 전문가 목
록 작성 및 과학기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시 창의적 조직체 및 실무
작업반 구성
- 해외 경제활동 수행
- RSA 직원 해외출장 및 해외 전문가의 RSA 초청
- RSA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제전화, 텔렉스, 모사전송 통신수행 등이 있
음.
○ 러시아 우주청(RSA)의 청장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RSA 활동 지휘
- RSA 업무이행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부담 및 부청장, 책임자, 산하 기
업, 기관의 책임부담 설정
- RSA 조직의 직원 조직 및 규정 승인
- RSA 조직부서 및 중앙 직원의 임면
- 기업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 기업 및 기관의 의무명령 및 지침 공포
- RSA 훈장제도 제정 및 기업, 기관 종업원 및 우주기술개발 및 외기권
의 탐사 및 이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타 인사에 대한 보상
○ RSA는 우주시스템 및 단지 개발 과정에서 단일 기술정책을 추구하기 위
해 RSA내에 과학기술협의회(Council)를 구성 운영함.
- 협의회 위원은 주요 직원, 과학자, 설계자, RSA, 연방 방위산업위원
회, 러시아 과학원, 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로켓우주
산업 기업 및 기관, 공적기관 및 독립 전문가 대표부 숙련 전문가를
포함함.
- 과학기술협의회 위원 및 규정은 RSA 청장 승인
⑤ No. 209-FZ Geodesy and Cartography Law Adopted by Duma on No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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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5.12.26 대통령 서명)
○ 본 법률은 측지와 제도제작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로 크게 일반정책과 측
지 및 지도제작과 관련한 규제 사항, 그리고 종결부분으로 구성됨.
○ 일반정책에서는 측지와 지도제작의 개념과 동 분야의 법규정 적용에 관
한 사항,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의 내용 그리고 법률관계의 주체와 객체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두 번째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 규제 및 수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음.
㉮
㉯
㉰
㉱
㉲
㉳
㉴
㉵
㉶

러시아 연방의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표준 및 기술문서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 재원 조달
러시아 연방의 정부 지도제작 및 측지 자료수집
지도제작 자료 및 제품에 대한 저작권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 인가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에 대한 정부 감독
지형물 정보의 제공
측지 및 지도제작 활동의 과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 끝으로 종결부분에서는 본 연방법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 즉, 발효에 관
한 사항과 본 법을 연방 대통령에게 제출 및 연방정부에 위탁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음.
⑥ Decree No.1282 of the Council of the RF ( 93.12.11.)
"State Support and Backing for Space Activity in the RF"
○ 러시아의 우주개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원 조치로서 주로 다
음 내용을 담고 있음.
- 2000년도까지의 러시아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승인
- 예산 지원 및 배분 기준
- 러시아 지상우주기반 시설 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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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konur Cosmodrome 근무자에 대한 우대조치 (부속서 1)
○ 특히 RSA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프로그램 예산의 2% 배정,
Deputy General Director 신설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속서 2에 다음
의 RSA 활동 지원 조치를 담고 있음:
- 기부금 등을 통한 비예산 기금의 조성 및 예상치 못한 우주프로그램 업
무, 전문가 교육, 종업원의 의료 서비스 등에 사용
- Moscow의 ulitza Shchepkina 소재 행정건물 및 기술설비 RSA에 할당
- RSA를 국가보호 재산 목록에 등재 (Decree No. 587, '92.8.14) 및 RSA
관할 하에 1급 군사보안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함.
- 94.1.1.까지 RSA 비밀분서 작업 직원에 월급여 20% 추가지급

⑦ Decree No. 104 ('96.2.2)
"Statute on Licensing Space Operations"
○ 본 법률은 러시아연방에서 과학 및 국가경제 목적의 우주활동 인가 절차
수립을 위해 제정됨.
○ 인가대상은 물론 인가기관(RSA), 인가신청시 필요서류, 인가조건과 심사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가 신청서류를 보면
㉮
㉯
㉰
㉱
㉲
㉳
㉴

신청서 (인적사항, 우주활동 유형, 인가 일자 기재)
설립 문서 (사본 공증 혹은 원본)
국가 등록증
심사료 지불 확인서
세무당국의 등록증
통신부 국가 무선 주파수 위원회 허가증 (전자 위성 장비 사용시)
러시아 발사시설에 의하여 궤도에 올려지는 외국위성 장비는 해당 소
유국 등록부에 기재하겠다는 신청인의 보증서
㉵ 우주활동의 안전(생태, 화재, 폭발 안전 포함) 및 우주장비의 신뢰도
확인 문서
㉶ RF Law "On Space Secrecy" 27조에 규정된 인가서

○ 고객 또는 공동수행자로 활동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은 신청서 및 활동증

- 97 -

명 서류 이외에 다음서류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
㉱

계약서
당해 활동유형의 안전성 및 이용 장비의 신뢰도 확인서류
해당국의 우주활동 참여인가서 사본
우주활동 실행을 보증하는 재무 건전성 확인 서류

○ 모든 인가 신청서는 RSA에서 등록하고 제출서류 심사 및 전문가 위원회
결과에 따라 RSA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인가 여부는 모든 서류를 구비한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전문가위원
회 심사시 위원회 심사 결론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결정. 전문가 위원회 심사 서류의 복잡성 및 내용에 따라
서 인가 여부 결정을 30일 연장 가능함.
○ 인가는 3년 이상의 기간으로 발급하며 유효기간의 연장은 취득 절차와
동일하며 우주 활동 유형별로 발급하게 됨.
- 인가는 RSA 청장이 서명 및 직인 날인하며, 인가서는 소지자의 보안등
급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으며 RSA에서 보관, 관리함.
○ 인가 거부 통지는 결정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며 거부 이유를 적시.
인가거부 근거는 신청 서류의 허위 정보 혹은 허위진술, 전문가 위원회
의 부정적 결론시에 해당

○ RSA는 해당 우주활동 인가 과정에서 공평하게 심사하며 인가 정지 혹은
무효시 3일전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인가취득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
도록 되어 있음.
-

인가 일반․특수조건 만족
RSA 지정인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인가 이용 조건 검증 허용
RSA에 우주활동 중단 사실 보고
RSA 결정에 따라 인가 반환 및 허가된 우주활동의 금지
우주활동에 관한 RSA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 RSA의 권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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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취득자에 대하여 인가 조건 준수여부 질의
- 인가 취득자에게 발사준비시점에 우주 시설의 안전조건 합치 및 의무보
험 가입증권 제출 요구
- 인가 조건 만족 검증 모니터링
- 발사준비 혹은 우주활동 수행지역에서의 기타 활동이 국민의 보건, 국가
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인가 없이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동 활동의 중단
○ RSA는 다음의 경우 인가중지 혹은 무효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기관의 지침,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기업의 영업 중단
인가 신청 서류의 허위 사실 발견
법인 해산
인가조건 위반
인가 중지 혹은 무효 결정은 15일 이내에 인가취득자 및 세무국에 통지

○ 심사, 발급비는 연방예산 수입으로 하며, 심사료는 전문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가 거부시에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발급비는 RSA가 재무부 및 경제부와 합의해서 설정
○ RSA의 인가 업무 담당 관리는 인가 절차의 위반 혹은 부적절한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짐
○ RSA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하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변할 수 있음

⑧ Decree No. 422 ('96.4.12)
"On Measures to Fulfill the Russian Federal Space Program and
International Space Agreements"
○ 러-미간 '96년도 Mir-NASA 활동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과 1996년
도 러시아 연방우주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Baikonur Cosmodrome 운영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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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Decree No. 4878-1 of the Russian Soviet ('97. 4. 27)
"Measures to Stabilize the Structure in Space Science and Industry"
○ 소비에트 연방최고회의에서 우주, 과학, 산업의 지적, 경제적, 방위 잠
재력 보전을 목적으로 공포한 법률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연방예산에서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분기별로
작성
- RSA를 경제 과학적 목적을 위한 우주 시스템 등의 국가 고객으로 지정
- 우주센터 종사 전문가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조치
- 국제협력 이행시 통일된 과학기술 경제 정책 이행 확보
- 러시아 우주기금 설립
- 우주 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를 위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부대표 그룹 조
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⑩ Edict No. 54 ('98.1.20.)
"On Inplementation of State Policy in the Field of Rocket and Space
Industry"
○ 본 법률은 로켓 및 우주 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을 보면, 로켓우주산업의 전략적 목적의 전투용 미사일 기술 및
군사용 로켓 우주기술 실행에 대한 통합 (united) 국가 정책 이행 책임
을 러시아 우주청(RSA)에 부여한다는 내용과 동 기술에 대한 국가고객의
기능은 국방부에서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⑪

Statement of the Supreme Soviet of RF No. 4879-1 ('93.4.27)
"On the Priorities of Space Policy of RF"

○ 본 성명서는 러시아의 우주 잠재력 유지를 위한 우주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100 -

○ 러시아 연방의 우주활동은 시민의 번영, 러시아 연방의 개발, 국가안보
강화 및 인류의 세계적 문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우주활동 참여 및 결과 이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
우주활동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독점 규제 및 기업활동 개발
우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 분석
우주환경 보호 등 우주활동의 안전

○ 러시아의 연방 우주 프로그램은 사회 및 국가의 요구조건 및 경제적 자
원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우주프로젝트는 특히 정보처리, 통신, TV, 방송, 환경감시, 천연자원
탐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과
업을 다루도록 고안하여야 함.
○ 근본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게 하는 탐색 성격 및 특정 고객이 주
관하는 응용업무를 과학우주연구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
음.
○ 군사목적의 우주활동은 군사명령 통제, 통신, 정보 및 기타 군대 지원을
위한 우주 시스템의 이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우주비행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은 우주과학 및 산업의 특정 성격을 고려
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는 특정 시험장비 및 우주기
반시설 설치물은 국가소유로 하며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특이한 점으로는 경제개혁 기간동안에는 우주 하드웨어 및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기관, 시민의 지적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명시하고 있음.
○ 우주프로젝트 종사 기업 및 기관에 소프트 차관제공, 조세면제, 국가보
증 제공을 위한 특별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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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 국가정책은 국내기업 및 기관
을 지원하고, 우주탐사에 있어서 호혜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 및 통합의
강화,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도록 입안되어야 한
다고 명시함.
<표 > 러시아의 우주활동 관련 기타 법령 요약
법령
1
2
3

4

5

6
7
8

9

제목

주요내용

Edict No. 185 of the
President of RF
'92.2.25.
Statement of the
Supreme Soviet of RF
No. 4879-1('93.4.27)

About Structure of
Management of Space
Activity in RF

RSA 설립 및 기능

"On the Priorities of
Space Policy of RF"

우주잠재력 유지를
위한 우주정책의
우선순위

Decree No.1282 of the
Council of the RF
93.12.11.

"State Support and Backing
for Space Activity in the
RF"

우주잠재력 유지를
위한 예산조치 및
RSA 기능강화

"On the Organization of
Further Utilization of
Presidential Edict No. the
the
Baikonur Cosmodrome in
2005
the
Interests of the
94.10.24
Russian Federation's Space
Activity"
Government Resolution
No. 468 ( 95.5.15)
About approval of the
as amended by Res. No. "Regulations of the
1186 dated Oct. 29,
Russian Space Agency"
1999
No. 209-FZ
Adopted by Duma on
Geodesy and Cartography
Nov.22, 1995
Law
('95.12.26 대통령서명)
Decree No. 104
"Statute on Licensing
'96.2.2
Space Operations"
"On Measures to Fulfill
Decree No. 422
the Russian Federal Space
'96.4.12.
Program and International
Space Agreements"
"On Measures for Ensuring
Presidential Edict No. the Effectiveness of State
541
Control of Defense Complex
'96. 4. 13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Baikonur
Cosmodrome
활용방안

RSA 규정 승인

측지/지도제작
활동에 관한 법
우주활동 인가에
관한 법
96년도 NASA 협력
및 우주프로그램
예산지원
방위산업부문의
사영화 통제
효율성 강화 방안

10

Decree No. 4878-1 of
the Russian Soviet
'97. 4. 27

"Measures to Stabilize the
Structure in Space Science
and Industry"

우주활동강화 방안

11

Edict No. 54
'98.1.20.

"On Inplementation of
State Policy in the Field
of Rocket and Space
Industry"

로켓우주기술분야
의 효율적인
국가정책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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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사항
○ 러시아의 경우 우주기관 관련법을 축으로 하는 국가와 달리 우주활동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마련 이른 토대로 법을 형성해 나감.
우주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 연방법

이라는 하나의 큰 축을 기본으로

상황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대통령령과 관계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발전
된 우주법을 마련해 가고 있음.
○ 특히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 연방법

의 경우

우주활동 수행 시 필요한 광범위한 제반분야에 대해 비교적 매우 다양하
게 다룸으로써 우주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함.
이렇게 언급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각 세부활동에
대해 규율함.

3. 기타 주요 우주활동국의 우주법

가. 영국
(1) 목적
○ 영국 우주법의 정식명칭은 ‘The Outer Space Act'이고,

1986년 제정되

어 1989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음. 본 법은 자국민의 우주물체 발사와
운영, 외기권에서의 여타 활동을 위한 면허발급과 기타 권한을 국무장관
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의 대행은 영국
국가우주센터(BNSC: the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에서 하며, 동
시에 BNSC는 우주물체의 정부등록에도 책임을 짐.
(2) 주요내용
○ 영국의 우주관련 활동은 본 법에 의하여 국무장관이 발행하는 면허를 소
지한 자에 한하여 허용됨. 단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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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인이나 다른 사람의 에이젼트로서 활동한 경우
(b) 추밀원의 칙령으로 증명된 UK의 국제의무 이행보증이
되는 UK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과 관련된 활동들
의 경우
○ 본 법의 주요내용은 우주물체의 발사활동과 관련된 행위, 우주물체의 운
영행위, 그리고 외기권에서의 모든 관련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우주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발사의 날짜, 영토 또는 지역
(b) 법적기간(modal period), 경사도(inclination),
원지점(apogee) 및 근지점(perigee)을 포함하는 기본
궤도변수(the basic orbital parameters)와, 국무장관이
면허취득자의 활동성격, 수행, 지역 및 결과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이와 같이 면허를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 면허취득자는 외기권의 오염
또는 지구환경의 역변화(adverse change)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타 평화적 탐사활동이나 외기권의 이용에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UK가 지켜야 할 국제의무배임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며, UK의 안전을
지켜야 함.
○ 면허취득자는 면허에 의해 허용된 활동의 결과로서 UK 혹은 그 이
외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 혹은 제 3자에 의한 손실을 대비해 보험
을 들어야 함.
○ 면허발급시에는 운용의 종료로 발생되는 외기권의 탑재체(payload)양도
권이 면허발급자에게 있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며, 면허취득자는 그
것의 양도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국무장관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3)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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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에는 비정부 주체에 의해 행해진 우주활동이 법을 준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법적구조를 정비해 두고 있음.
○ 첫째는 제8조와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요구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국무장관에 의한 법적조치가 강행된
다는 것을 명시화 하고 있음. 두 번째 통제체제는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인에 의한 규칙위반이 동의 혹은 위법행위의 묵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거나, 혹은 그 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무관심
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보직자(director), 비서 혹은 비슷한 법인의 다
른 직원 및 그러한 자격을 자진자가 행위를 지지한 경우가 증명되면, 기
업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이며, 소송이 제기되
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을 법적인 의무가 있음.

나. 우크라이나
(1) 목적
○ 우크라이너 우주법은 1996년 11월 대통령 영으로

제정되었고, 우크라이

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법률적 원칙을 정
의하고 있으며 외기권 연구와 활용과 관계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포함
하고 있음.
○ 이 법의 제정목적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의 사회경제적, 과학 발전에 기여 및 국민 사회복지의 증진, 인
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
- 우주과학 기술, 국가 경제에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우주서비스와
기술
- 우주분야의 강력한 수출가능성 제고
- 우주 접근, 지구와 외기권 우주과학연구 수행
- 우주를 매개체로 한 최신 정보의 창조 및 지원
- 국가의 안전과 방위분야에서 국가의 장기적 관심분야의 유지
- 교육발전에 기여
- 우크라이너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안전협정업무 수행에 관한 통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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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우크라이너에서

우주활동분야에 관한 국가 규제와 관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는 우주활동의

주요 원칙/규정과 규칙의 합법적인 설정, 국가의 평화적 목적과 안전을
위한 외기권의 연구와 활용분야에서의 국가정책의 개념적인 기반의 발
전, 우크라이너 국가우주프로그램의 상세한 검토, 우크라이너 국가예산
범위에서의 우주활동 기획과 재정적 지원과 우크라이너 법에 의해 금지
되지 않은 다른 재정적 지원, 우크라이너 국가예산범위애서의 인력 훈
련, 법에 따라 우주활동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규칙과 제한사항 도입 등
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우주활동분야애서의 국가정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집행기관은
우크라이너 우주청임.
○ 우크라이너 우주법에 의한

우크라이너 우주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음.
- 국가의 평화적 목적과 안전을 위한 외기권의 연구와 활용분야에서의 국
가정책의 개념적인 기반의 발전, 우크라이너 법률하에서의 우크라이너
우주활동에 관한 종합 조정
- 타 부처, 집행기구와 우크라이너 국가과학원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너 국
가우주프로그램의 발전과 수행, 우주 및 관련 기관과 기업에 대한 우주
활동의 관리 및 조정업무 수행
- 외기권 연구와 활용에 관한 과학연구업무와, 국제우주사업을 비롯하여
우주기술의 설계, 제조와 시험에 관한 과학연구와 실험-설계 업무에 관
한 국가의 총괄고객
- 타 부처, 집행기구와 공동으로 우주활동 업무의 운용, 지원, 향상시키
고, 우크라이너 법률하에서의 국내외의 우주활동에 관한 허가업무 수행
- 우크라이너 우주기술인증시스템 (UkrSS KT)의 수행과 발전업무 수행,
우크라이너 우주활동 주제를 필수 규범 문서화한 업무 수행
- 우주기술등록업무 수행, 우주분야에서의 타 국가와 국제기구와 협력과
현존 국제협력업무 유지와 발전
- 우주분야에서의 타 국가와 경제발전과 직결된 조치, 우크라이너 국제협
정(안) 제작에 참여
- 기타 우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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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우크라이너에서 우주활동시

금지사항으로는

우주에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의 도입 또는 이러한 무기의 시험, 우주기술이 인간에게 위험하고
군용 또는 타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 군사적 목
적으로 달과 다른 천체를 사용,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거나 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행위, 외기권 오염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침해, 국제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행위 등이 있음.

- 인류희생, 대규모의 재산손실 또는 환경 손상을 야기하는 우주활동
은 우크라이너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 우크라이너에서 국내외에서 수행될 우주활동은 수행권리에 대하여 우크
라이너 국가우주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사항은 우크라이너 법률에 의하여 제정됨.
○ 우크라이너 내각에 의해 승인된 우크라이너 우주활동물체 등록규칙에 따
라 우크라이너 우주활동물체는 우크라이너 우주물체등록에 있는 국가등
록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고, 우주활동물체가 타 국가의 법인 또는 국
재기구와 함께 확립된다면, 그에 관한 등록은 국제협정(계약)에 띠라 등
록되어함.
다. 호주
○ 호주는 1998년 우주활동법(Space Activity Act 1998)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우주활동규정(Space Activities Regulations 2001)을 제정
하여 운용 중에 있음.
○ 또한, 우주 발사의 안전성을 위해 Flight Safety Code, Maximum
Probable Loss Methodology 등을 제정하였음.
(가) 우주활동법 1998
○ 우주활동법은 1998년 12월 제정되었고, 2001년과 2002년 개정된 바 있
음. 동법은 산업과학자원부 장관(the Ministry for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의 관할하에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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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
- 호주내에서 혹은 호주국민이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하는 우주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
-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 UN 우주조약상의 호주의 의무사항의 이행
- 외국과의 국가간 우주협정의 의무 이행
○ 동 법은 총 8개 part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개요, 제2장 용어의 정
의, 제3장 우주활동 규제에 대한 사항, 제4장 우주물체에 의한 피해 배
상, 제5장 우주물체 등록, 제6장 벌칙, 제7장 사고조사, 제8장 기타로
되어 있음.
○ 제2장 개요에서는 적용대상을 호주국민, 호주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호
주 국가 및 영토로 규정하고, 우주물체를 해발 100Km 이상으로, 아울러
배상기간을 발사후 30일 이내로 정의하였음.
○ 제3장 우주활동 규제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우주면허(Space licences): 호주내의 발사시설 건설/운영시 필요 (환
경승인, 환경계획, 자금능력 등 요구)하며, 특정한 발사체로 특정한
비행경로에 대해 발급됨.
- 발사허가(Launch permits): 우주물체 (시리즈 포함)의 발사 및 귀환에
필요 (우주면허 소지, 보험 및 재정요구 만족, 안전조항 만족 등 전
제, 허가기간 20년 미만)
- 해외발사증명서 (Overseas launch certificates):호주인이 해외에서
우주물체 발사시 필요
- 해외발사 우주물체의 귀환(Return of overseas-launched space
objects):해외에서 발사된 우주물체가 호주로 귀환시 필요
- 면제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s): 비상시, 국가적 관심사나 국익
에 필요한 경우 발급
- 보험 및 재정요구: 발사허가, 해외발사증명서, 우주물체 귀환등의 행
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A$750 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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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안전감독관(Launch Safety officer): 허가된 발사시설에는 반드시
한명이상 정부에서 임명, 시설 운영을 위한 검사/시험, 발사중지 명
령 및 우주물체파괴 지시 가능

자료: Ricky J. Lee, The Australian Space Activities Act 1998: Building
the Regulatory Capability for a Launch Industry, The 1st UN
Space Law Workshop at Hagu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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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id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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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우주물체에 의한 피해배상을 다루고 있음.
- 범위: 호주의 발사장에서 발사된 경우, 호주가 발사국일 경우, 배상기
간내에 해당될 경우
-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 발사나 귀환으로 인해 공중 혹은 지상의 제3
자 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 배상한계: 동 법에 의한 배상한계는 A$750 m, 초과분에 대해서는 A$3
billion 까지 정부에서 배상

자료: ibid
○ 제5장에서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다루고 있으며, 동 법에 의한 우주물체
는 다음 사항에 대해 등록하여야 함.
- 등록번호
- 발사시설
- 발사일자
- Nodal period, 경사, 아포지 와 페리지
- 일반적 기능
- 호주 이외의 나라가 공동 발사국인 경우 공동 발사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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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에서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 7장 에서는 사고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 발생시 사고조사자(investigator)
를 임명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의 실시
- 사고조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자료: ibid
(나) 우주활동규정 2001
○ 우주활동규정은 우주활동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
를 다루고 있음.
○ 모두 11장이며, 제2장은 우주면허, 제3장에서는 발사면허, 제4장은 해외
발사증, 제5장은 외국에서 발사된 우주물체의 귀환에 대한 허가, 제6장
면제증, 제7장 보험/재정 요구, 제8장 우주안전감독관, 제9장은 요금
(Fees), 제10장 사고조사, 제11장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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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사항
○ 호주의 우주법은 우주활동법과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에 대한 별도의
Flight Safety Code 와 Maximum Probable Loss Methodology를 규정하여
만약에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Flight Safety Code
- 우주활동법이나 규정과 별도로 발사운영자가 발사활동의 안전성과 유
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코드는 발사체운영자는 반드시 동 코드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
라 Risk Harzard Analysis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발사허가(launch Permit) 신청시 발사체운영자는 비행안전계획(Flight
Safety Plan)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동 Code 에는 “Casualty Expectation"을 계산토록 함으로써 공중보건
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측정토록 하고 있음.
[Minimum Australian Launch Safety Standards ]

○ Maximum Probable Loss Methodology
- 우주활동법은 발사체 운영자에게 보험이나 재정책임요건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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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요구되는 보험은 A$750 Million 혹은, 정부가 결정하는 최대
손실률(maximum probable loss) 만큼임.
- 최대손실률산정법(maximum probable loss methodology)는 우주활동법
이나 규정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Methodology for Calculating Maximum Probable Loss ]

라. 스웨덴

(1) 목적
○ 스웨덴 법령(1982:963)은 우주활동에 대한 정의와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
의 내용을 담고 있음. 크게 우주활동에 대한 정의와 우주활동에 대한 승
인으로 구성됨. 이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시행령을 마련 시행.

(2) 주요내용
○ 이 법에 규정된 우주활동으로는 외기권으로의 우주물체 발사, 우주비행
체의 궤도수정, 또는 우주물체를 외기권에 발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
타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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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외기권내 물체로부터의 정보나 신호의 수신, 과학로켓의 발사
는 우주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스웨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우주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스웨
덴 국적의 국민이 허가 없이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규제함.
○ 우주활동에 대한 허가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약 허가조건이 무시
되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허가는 취소됨.
- 허가철회에 대한 최종결정이 계류 중 일 때는 그 허가는 임시적으로
중지됨.
○ 허가 없이 우주활동을 하거나, 허가를 받는데 필수적인 제반조건을 규정
하는데 태만하거나 소홀히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
○ 스웨덴 정부가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는 한
우주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주활동을 맡고 있는 자가 변제해
야 함.
○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은 국가위원회(National Board)에 제출하게 되고
위원회는 통신관리부처 또는 다른 관련부처와 협의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게 됨.
○ 국가위원회는 인허가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외기권으로 발사되
는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과 스웨덴이 발사국으로 간주되는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을 유지 관리함.
- 스웨덴 이외의 국가도 협약에 따라 발사국으로 고려될 경우 합의가 된
경우 해당 우주물체는 오직 스웨덴 우주물체로 등록됨.
○ 우주물체를 등록하게 되면 다음의 사항을 명기함.
i) 우주물체의 명칭과 등록번호
ii) 날짜와 영토 또는 발사지점
iii) 기본적인 궤도지표( 접속기간, 경사도, 원지점, 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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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

(3) 특기사항
○ 본 법은 스웨덴의 우주활동과 그에 대한 승인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
됨. 우주활동에 있어 특이점이라 하면, 외기권내 우주물체로부터의 단순
한 정보나 신호교환이나 과학로켓의 발사는 우주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실무
를 담당하게 하여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
다는 점 임.

마. 브라질
(1) 개요
○ 브라질은 면적 85억 Km2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우주개발에 관심을 가져 왔
으며, 그 활동은 독자적인 발사능력 개발과 연관된 원격탐사와 통신프로
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음. 1988년에 국가우주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 INPE)를 설립하였음.
○ 브라질 연방정부는 1994년 2월 동 법을 통과시켜, 브라질 우주개발청
(The Brazilian Space Agency, AEB)을 우주활동 위원회(Commission for
Space Activities, COBAE)의 후신으로 해서 설립했으며, 민간기구인 AEB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우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함. 현존하는 여타의 우주기구는 그들의 정부 조직 내에 그대로 존
재하고 있으나, AEB가 생긴 이후로는 AEB의 지부역할을 함.
○ 1994년 12월에, 브라질 연방정부는 AEB의 일반 평의회가 제안한 우주개발활
동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PNDAE)의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브라질 우주활동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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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목표가 확정 되었음.
○ 야심적인 브라질우주계획(The Brazilian National Space Program, PNAE)
PNAE
은 1994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이는 브라질 우주개발활동을 위한 국
가정책(PNDAE)의 목적을 추구하기위한 프로그램임, 즉 브라질 우주활동의
전반적인 목표와 브라질의 우주자원 및 기술을 이용을 촉진하는 것임.
○ 2001년 10월에 AEB는 브라질 영토 내에서의 우주발사체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세계에서 국가 우주법을 갖는 9번째 국가가 되었음.

(2) 주요내용
○ 브라질의 우주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
우주개발체계(The N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ctivity,

SINDAE)구성법,

우주개발활동을

위한

Space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es, PNDAE)법, 브라질 우주
개발청(The Brazilian Space Agency, AEB)법, 국립 우주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aserch, INPE)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발사
체 운영에 관한 법(Regulation on Procedures of the Authorization of
Space Launching Operation in the Brazilian Territory). 각 법의 주요
내요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음.

(가) 국가우주개발체계(The N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y, SINDAE)구성법
○ 1996년 7월 10일 공표되었으며, 목적은 브라질의 국가이익인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임.
○ 브라질 우주개발의 중심기관인 AEB(브라질 우주기구, Brazilian Space
Agency)를 중심으로 해서 6종류의 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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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

해당부처/대통령비서실

AEB

SINDAE

해당 주/연방
민간부문

INPE

- SINDAE: 국가우주개발체계(The N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y)
- AEB: 브라질 우주개발청(Brazilian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
체계의 중심기관
- IAE: 브라질 항공부(Ministry of Aeronautics)소속의 항공우주연구
소(The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Space, IAE). 우주발사체와
과학로켓을 담당. 항공부는 Alcantara 발사장과 Barreira do Inferno
발사장 운영 책임이 있음.
- INPE: 브라질 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소속의

국립우주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로서, 위성 관련기술 및 R&D활동을 함.
- 해당부처/비서관, 해당 주/연방, 민간부문 및 대학

(나) 우주개발활동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es, PNDAE)법
○ 1994. 2. 10, 국가이익내의 우주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브라질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는 목적과 지침을 가지고 수립되었음.
○ AEB(브라질 우주개발청, Brazilian Space Agency)의 일반평의회General
Council)의 제안을 받고 제정되었으며, 브라질의 우주 자원 및 기술을 이
용하는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브라질 우주활동의 전반적인 목표
를 수립함.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브라질 사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문제
를 해결해나가려는 브라질의 선택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됨.
○ 세부목표는 우주분야에서의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경쟁력의 확립,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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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개발촉진, 그리고 브라질 산업계의 참여 우주시장에서의 경쟁
성 달성임.

(다) 브라질 우주개발청(The Brazilian Space Agency, AEB)법
○ 우주활동의 범정부기관인 COBAE 위원회의 후신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
년 2월 10일 공표된 브라질 우주개발청(The Brazilian Space Agency)법
이 근간이 됨.
○ 조직은 다음과 같음.

우주개발청장

최고위원회

법률고문

자문위원회
감

사

행정/기획

국제협력

리이센싱

우주정책/
우주정책/

우주 프로

이사

이사

담당이사

계획 이사

젝트 이사

○ 주요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율적인 민간 기관으로서 브라질 대통령직의 집행부의 권한 내에서 움
직이며, 브라질 우주활동을 감독하며, 국내와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
고 국가의 우주개발 목표를 더 발전시킴.
- SINDAE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하나로서, 다른 기관들에 의해서 현재 수
행되는 브라질 우주활동의 주요 부분들을 조정함. 그리고, 법적인 위임
을 받고 PNDAE와 PNAE의 임무를 수행함. 또한, R&D 프로젝트의 제안자
로서, 그리고 과학기술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 공급 시
스템, 장비 및 서비스의 계약을 맺는 역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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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우주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법
○ 브라질 과학기술부의 특수조직으로 국립우주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법에 의해 1995년 12월 20일 구성됨.
○ 구성목적은 우주 및 대기의 과학적 연구와 기술의 육성 및 응용이며,
‘90년대에 들어서 SCD-1, SCD-2, CBERS-1(Piggyback위성), NASA의 ISS계획
참여하는 등 주요활동성과가 나타남.

(마) 우주발사체 운영에 관한 법(Regulation on Procedures of the
Authorization of Space Launching Operation in the Brazilian
Territory)
○ 1994년 2월 10일 행정 포고령으로 발표됨.
○ 브라질 영토 내에서의 우주발사작업의 운용을 수행하기위한 인증을 발급
할 권한을 브라질 우주개발청(The Brazilian Space Agency, AEB)이 가지
며, 또한 우주발사작업의 통제, 추적조사, 감독도 우주개발청이 담당함.
○ 그러나, 브라질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우주발사작업에는 본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해외협력사업이

주요

대상임).

그러나,

브라질의

포고

(Edict)와 뒤이은 규제는 Alcantara발사장의 사적인 우주발사를 위한 투
명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체제를 만드는 첫 번째의 노력이 될 것임.

(3) 특기사항
○ 브라질은 세계에서 국가 우주법이 정비된 9번째 국가로, 체계계발, 국가
정책, 국립 우주연구원 설립 등을 위한 필요분야별로 구분하여 법을 제
정함. 이러한 분야별 법을 토대로 브라질의 우주 자원 및 기술을 이용하
는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브라질 우주활동의 전반적인 목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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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우주법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제 1절. 개요
○ 우주법은 우주관련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전 세계적
으로 더욱더 대두되고 있음.
○ 국내의 우주관련 연구개발은 위성체 제작에서부터 우주발사체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예정되어 있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와
더불어 시급한 우주법 제정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다음절에서는 국내 우주법의 제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국가 우주법의 주요 내용구성 ( UN 권고사항 )
국가의
국가의 우주개발
체계
우주개발 체계

우주활동
우주활동 허가
허가 및
및 감독
감독

우주물체의
우주물체의 등록
등록

우주활동의
우주활동의 안전
안전 의무
의무

발사국으로서의
발사국으로서의 책임
책임

보험,
보험
책임조건
보험,
재정적 책임조건/면책
책임조건/면책
면책
보험 재정적
책임조건 면책

국가간
국가간 협정
협정 준수
준수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안전한 우주개발
우주개발
보장
보장

국제
국제
우주활동
우주활동 관련
관련
협약과의
협약과의 양립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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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 우주법의 주요 구성 내용
○ 우주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주물체 발사와 관련된 일련의 우주활동을 원
활하게 진행시키고, 사고발생의 경우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우주법에서는 우주물체의 발사허가 및 기준, 절차, 보상, 국가의 책임범
위, 자국민 해외발사의 감독권, 국가 우주활동의 관할권, 그리고 우주활
동 관련 전담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함.
○ 국가 우주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우주개발 체계
- 정부전담조직, 종합조정기구
- 국가적 우주개발 비젼
(나) 우주활동 허가 및 감독
- 우주활동 면허발급
- 발사승인
- 발사시설 등 검사 및 감독
(다) 우주활동의 안전의무
- 안전 및 환경기준 제정
- 발사시설 및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검토 및 인증부여
- 사고조사 절차
(라) 보험, 재정적 책임조건 및 면책
- 책임배상보험 의무
- 제 3자 손해배상 규정
- 사업자 및 국가의 배상한도
(마) UN 우주관련 협약의무 준수
- 등록협약 준수
- 책임협약에 의한 국가 피해보상(보상한도 초과분)
- 구조협약 등
○ 위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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