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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
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5년을 목표로 하
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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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임.
○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
스템인 MTCR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아
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 우주법 실태, 미국
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거의 이루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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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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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지난 1차년도의 기본사업에 이어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석 및
전체적인 체계를 본 2차년도에 심화시켰음. 연구범위를 크게 2장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연구, 3장 비확산체제 개요 및 동향 연구,
4장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 기구 최근동향 연구, 5장 종합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정부기관 및 연구원 내 주요부서의
정책기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UN 우주협약, 주요국의 우주법, MTCR
등 비확산 체제 관련자료 등 주요자료를 부록으로 정리함.
○ 주요국의 우주활동 관련법에 대해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국 우주
활동 관련법의 체계 및 내용의 구체분석을 통해 국내 우주법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서의 활용이 기대됨.
○ MTCR 동향 분석 및 대응정책 방안 구축을 위해 MTCR을 포함한 비
확산체제의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자료 작성함. 본 보고서에는 국방연

구원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얻어진 지식
도 함께 담고자하였음.
○ 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법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 및 전문가를 초
청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경험
했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련 비확산
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마련에 기초를 다짐. 주요 국제 우주협약 및
국내법과의 양립성에 바탕을 둔 국내 우주법 초안 작성에 기초자료
제공
○ 해외 연구기관의 단계별 발전전략 분석연구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제
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우주분야의 국제동향 분석 및 현재 변화
를 겪고 있는 일본 연구기관의 동향을 분석 반영함.

Ⅳ. 연구개발의 결과
○ 본 보고서에는 국제 우주조약의 개요와 주요내용, UN COPUOS 회의
의 주요내용, 주요국의 우주법 그리고 비확산체제의 이해를 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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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아태지역의 우주기관의 최근 동향을 수록하였음.

1. UN COPUOS 회의의 동향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위원회는 과학기술소위
원회와 법률소위원회을 두고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논의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UN 총회에 보고하고 있음.
○ 최근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는 유엔 우주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외에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 원격탐사, 우주페기물, 지구정지궤도의 특성,
의학과 보건을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우주개발의 기술적 측
면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우주에서의 핵동력원에 사용
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를 구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법률소위는 우주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주법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우주의 정의와 같이 논의 주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동 소위가 우주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동 소위를 통해 주요 우주국의 활동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우주물체 의정서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2003
년 COPUOS 법률소위에서는 UN의 감독기관 수행문제, 우주자산 의
정서와 기존 외기권협약과의 관계, 특히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한 양
조약체계간의 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제우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는 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회 UN 우
주법 워크샵’을 개최, 국제 우주협약의 현황과 이행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짐.
- 2003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 항우연에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이 개최됨. 동 워크샵에서는

27개 국가의 정부대표 및 우주

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유엔 외기권조약의 국내차원의 이행’
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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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우주법의 비교

○ UN은 안전한 우주활동과 분쟁발생 시 상호 관련국의 이익 보호를 위
하여 국제법적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활동과 함
께 개별 우주활동국가로 하여금 자국내 우주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을 들 수 있으며
우주활동에 초점을 맞춘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스
웨덴, 호주,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임.
○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동일 법안에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같이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주기관에 대한 세부 관리 규칙
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우주활동법에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주개발 전담기구에 대한 조
항을 두고, 우주개발과 활동의 목적, 인허가 및 감독, 등록,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음.
○ 또한 우주활동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평화적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우주활동과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우주활동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동을 명시하되 관할 기관의 명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화적 활동원칙을 준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 개별 우주활동 국가의 우주활동 정도,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 및 상업
적인 발달정도에 따라 우주관련 법의 범위와 제정 형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3. 비확산 체제의 개요 및 동향

○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민간물품이 공산진
영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된 Coord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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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COCOM)을 시작으로 원
자력 물품의 수출통제의 다자간체제인 Zangger Committee가 1971년
그리고 핵공급국가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이 1975년, 생화학무
기의 수출통제를 다루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 1985년 그리고 대
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수출통제 다자간체
제인 미사일비확산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1987
년 설립되어 다자간 수출통제 정책 협의 및 제도 화합을 위한 장이
마련됨.
○ MTCR은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과 원자력 무기를 비
롯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 MTCR 지침은 본 체제의 설립취지와 회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입법
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MTCR 기술부속서는 수출거부 가능성이 크고 생산시설의 이전이 불
가능한 Category I 품목과 덜 제한적이나 최종사용자 증명 또는 검증
이 요구되는 Category II 품목으로 나뉘어 총 20개 품목으로 분류되
어 있음.
○ 우리나라 MTCR 가입은 1979년 한ㆍ미 협의에 의해 제한된 독자개발
가능 미사일 사거리가 북한의 적극적인 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한
미사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
해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발표함.
- 미사일 및 무인기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행하되
완성된 시제품 제작 및 보유는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
한하고 민간용 로켓은 액체연료방식의 추진체 개발.
- MTCR 가입 등 국제비확산 기준 존중.
○ 수출통제 최근동향으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Catch-All 또는 최종사용자 통
제제도는 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그 품목의 오용이
우려되는 경우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Catch-All 제도의 집행은 미국의 경우 수출업자의 책임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수출통제당국의 책임에 비중을 둠.
- 수출업자의 책임과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문점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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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발사체 연구개발과 유사성이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분야의 경험을
참조하여 우주개발선진국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함.
- 한국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사회의 신회를 획득하
고 독자 기술력 축적으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향하여 항공우주선진
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유도함.

4.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 기구 최근 동향
가.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일본의 우주개발은 1955년 동경대학에 의한 고체로켓의 자주개발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 자국의 로켓으로 기술개발위성 “오오스미”
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음.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 이
어 세계 4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인공
위성(총 90기 발사)과 로켓( H-2로켓등 10여종)의 자체 개발, 우주비
행사 확보, 국제우주정거장 참여를 통하여 우주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의 우주연구개발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기관이 수행
하여 왔으며,

우주개발사업단(NASDA)은 실용분야(지구관측, 통신,

방송, 기상), 기술시험용 인공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 발사,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우주과학연구소(ISAS)는

우주과학용 과학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과 운영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항공우주연구소(NAL)는
로켓엔진, 우주수송시스템의 개발업무 수행을 통하여 각자가 우주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금번 3개 우주기관의 통합 배경은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NASDA의 1998, 1999년 연속적인 HⅡ 로켓발사 실패, ISAS의 2000년 M-V 로켓 실패, 우주연구개발의
막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항공우주연구개발체제를

분산화에서 집

중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었
음
- 한편, 국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 NASA(항공우주국), 유럽 ESA(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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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 프랑스 CNES(국립우주연구소), 중국 CNSA(항천국) 등 선진
우주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사서비스 등 우주상업화 진출

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가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종전의 우주
개발연구체제(NASDA 등 분산화 수행)와 통합화된 우주항공개발연구
체제(JAXA)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활동에 참
고로 활용해야함.
나. APRSAF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 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름(APRSAF-1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일본의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 후원에 의해 개최되었음.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
전문가가 참석함.
○ APRSAF는 일본이 아. 태지역에서의 우주개발에 대한 주도를 하기
위한 회의임. 한편, 중국이 역내에서 우주개발의 주도하기 위하여 ‘92
년부터 “아. 태지역 다국간 우주기술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다. APC-MCSTA(Asia-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 및 아․태 우주기구 설립

○ 제 7차 APC-MCSTA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 및 활용 협력회
의) 및 UN-ESCAP 회의는 태국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03. 8. 20

(수) ～ 8. 27(수)까지 태국(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참석자는 11
개국: 149명, 1개 국제기구: 5명 등

총 154명이 참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 국가간의 우주기술, 과학 및 활용분야에
서의 정보교환과 협력촉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우주전문가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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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음. 이 회의의 주제는 “인류의 봉사에서의 우주
기술” 임
- 참석국가는 11개국 방글라드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말레지아, 필리핀, 한국, 러시아, 태국이며, 국제기구로는 UN-ESCAP
등임.
○ 각 Working Group의 발표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 차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

보고

(Mr.Wang Karen, 중국APC-MCSTA 사무국 부국장)는 2002년 아.
태 우주협력기구(APSCO) 제도화에 관한 Workshop이 개최되었으
며, 이어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를 결성하
게 되었음. 이 기구설립 기대효과는 역내 공동발전과 국가경제와 사
회발전을 위한 우주기술과 활용능력 제고에 기여함. 중국이 이 기구
설립에 관한 주관국가로 선출되었으며,

2차 아.태 우주협력기구

(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가 앞으로 중국에서 6개월이내에 열려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안)을 최종 검토 및 확정지을 예정임.
- 중국 우주기술 활동 (Mr.Xu Yansong, 중국 항천국 국제협력부)은
중국 우주분야는 우주기술, 우주활용, 그리고 우주과학 등 3가지 부문
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2종류의 발사체와 3개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HUANJING 2+1 Constellation" 이라는 환경과 재난감시․예
측 위성인 2+1 소형위성군을 계획 중 임. 이는 10차 5개년계획에 따른
것으로 3개의 위성이 발사되어 지구에 대해 광학과 SAR 이미지를 촬
영, 감시환경과 재난관리에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중국은 브라질과 공동으로 CBERS-1위성(중국-브라질 공동개발)
을 개발 수자원 보존에 활용하고 있음. 중국 자원위성자료활용센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성의 자료는 농업, 수산업, 수자원, 국토이용,
지도제작, 광물질탐사, 해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

중국은

아.태지역내에서

우주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PC-MCSTA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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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한 역
내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 지원국가 : 태국, 파키스탄
- 부정적 국가 : 일본, 인도
○ 또한, 아.태지역내에서 우주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일
본, 인도 등 3개 우주선선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통하여 주변국가의 동향을 파악
하고, 아울러, 아.태지역내에서의 우주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02. 12월 말레지아 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이 공동 주관으
로

중국 등 13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P-MCSTA

기구제도화에 관한 Workshop 이 말레지아에서 개최되어 아․태우주
기구 설립계획 및 정관(안)을 논의하였음.
○ ‘03. 8.5-7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주관
으로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관(안) 검토그룹 회의가

제1차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

태국에서 개최되었음.

○ ‘03. 11.10-12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
주관으로 15개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 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
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
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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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확산제체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치 무역
환경 속에서 기술선진국들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리
스트의 대량파괴무기 이용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 및 보
안되어 온 해당 수출통제 제도와 품목을 통해 민감 및 이중용도 물품
의 수출통제 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
주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
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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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우주분야에서는 그 동안 UN에서 구소련의 인류최초 인공위성인 스프
트닉호 발사 이후, 새로운 영역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질
서 유지와 우주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우주물체의 반환 및 구조 등을
규정한 우주조약을 도출해 냄으로써, 우주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
을 추구해 오고 있음.
○ 국가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은 1967년 발효
된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
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우주조약)”을 들 수 있으

며, 이어서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1968년, 약칭 우주구조 반환협정)”, “우주물체에 의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1972년, 약칭 우주
손해 배상협약)”,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1976년, 약
칭 우주물체 등록협약)”, “달 및 기타 천체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
율하는 협정(1984년, 약칭 달협정)”등 모두 5개의 우주법에 의해 규율
되고 있음.
○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조약에서는 1) 우주, 우주비행사, 우주물체
의 법적지위, 2)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3)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에 대
한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이중에서 국가책임에 있어서는 “동 조약의 체결국은 우주에서의
자국의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졌든, 비정
부 단체에 의해 행하여졌든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자국 활동이 동 조약의 규정에 일치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
여야 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이제 유치단계를 벗어나, 점점 본격개발단계로
이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우주개발과 관련
한 국제법

적 규제는 점점 현실적 고려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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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3년 내에 발생할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국제우주법이 정의하
고 있듯이 우리나라

도 우주활동으로 인한 국제적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음을 의미함.
○ 더구나, 앞으로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체제의 정비는 불가피함.
○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Export Licence

국가의

전략기술로서,

선진국은

MTCR,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

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
스템인 MTCR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아
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이제 막 시작
된 실정으로, 심화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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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 지금까지 국내에는 국제 우주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이에 따른 영
향 및 대처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미약함. 지난 해 1차년도의 기
본사업에 이어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석 및 전체적인 체계를
본 2차년도에 심화시키고 있음.

제 2 절 연구 방법론
○ 제 1차년도 기본사업 연구를 통해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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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와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
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기
초분석을 실시하였음.
○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관
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계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법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 및 전문가를 초
청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경험했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련 비확산체제에 대
한 대응전략의 마련에 기초를 다짐.
○ MTCR 관련 사항은 국방연구원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함.
○ 연구범위를 크게 2장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연구, 3장 비확산
체제 개요 및 동향 연구, 4장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 기구 최근동향
연구, 5장 종합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정부기관 및
연구원 내 주요부서의 정책기획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UN 우주협약, 주요
국의 우주법, MTCR 등 비확산 체제 관련자료 등 주요자료를 부록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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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제 1 절 국제우주협약의 개요
1. 개요

○ 1957년 구소련의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니크호 발사 이후, 인
류는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
○ 특히,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적 가치의 인식에 따라, 1958년 유엔총
회 결의 1348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PUOS)”를 설치하였으며, 1959년 정식 기구인 COPUOS를 설치하
기에 이르렀음.
○ 이후 우주문제는 UN을 중심으로 우주공간에서의 군축문제와 함께 다
루어져 왔으며, 1963년 UN 총회결의 1884호 “대량파괴무기 궤도배치금
지결의”와 UN 총회결의 1962호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정신의 선언”을 이끌어 냄에 따라, 1967년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음.
○ UN 총회결의 1962호의 법정신 전문에서 “총회는 평화목적을 위해 행
해지는 우주개발이용의 진보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인식하고, 우주공
간의 개발과 이용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거나 각국의 이익을 위해 행
해져야 한다고 믿고, 평화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우주공간 탐사 및 이
용에 관한 과학적 및 법률적 측면의 국제협력 확대에 공헌할 것을 희
구하고,.....”을 선언함.
○ 이러한 법정신은 1967년 외기권조약, 1968년 구조조약, 1972년 책임협
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으로 구체화 되어 지금까지 내려
오고 있음. 우주법 관련 5조약은 현재까지도 인류의 우주활동을 규율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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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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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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우주경계의 획정문제, 발사국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우주의 상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책임의 한계문제, 우주공간에서의 핵
연료 사용 문제, 우주핵폐기물 대책, 우주물체의 등록문제, 지구정지궤
도의 공평한 접근문제, 우주물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이에 따른 법
적 문제 등이 최근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임.

< 그림 2-1 > 우주법 관련 5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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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법 관련 5조약

○ 이하에서는 주요 다섯 개 우주조약들의 내용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
고 추가적으로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 및 우주상법을 고려해 보겠음.
가. 외기권 조약(우주조약)
○ 1966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2222호(XXI)로 채택된 후 1967
년 10월 10일 발효되었음. 통상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불리우며,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
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임.
○ 외기권 조약은 천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설정이 인간의 달착륙 이전에
미리 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으며, 천체에 대한
주권의 주장 및 군사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관리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동 조약은 우주탐사와 사용을 위한 기본틀을 정립하는 여러 기본원칙
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모호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규제되어오던
우주활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음. 1999년 현
재 95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우리나라도 1967년 가입했음.
○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우주비행사․우주물체의 법적지
위와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 국가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
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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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외기권 조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 우주에 대한 법적지위는 첫째,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의 대상이
며, 둘째로 국가전유의 금지, 마지막으로 평화적 이용으로 부여되
어 있음.
○ 우주비행사의 법적지위는 인류의 사절(envoys of mankind)로 간
우주, 우주
비행사,
우주물체의
법적지위

주하여야 한다고 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우주비행사에 관한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우주물체의 관할권 및 우주물체에 탑승하고 있던 요원들에 대한
통제권은 등록국이 가지며,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 및 발사되
어 천체상에 착륙된 물체, 천체상에서 만들어진 물체 및 그 부분
품의 소유권은 그 물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에 상관없이- 지
구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지- 변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등록국 영
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는 등록국으로 반환되어져야 함.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규
정됨. 또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우주조약은 타국의 우주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책임
문제에 관하여 제 6조에서는 국가책임을, 제 7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주에서의 자국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주체가 정부기관이든지

국가책임
및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비정부단체이든지에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비정부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우주활동은 동 조약의 적당한 체약국
에 의한 허가 및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함. 우주활동이 국제기
구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기관과 참여하고 있는 체
약국이 함께 져야 함.
○ 손해배상책임은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는 국가, 발사를 야기하
는 국가, 발사가 자국영토에서 일어난 국가, 그리고 자국의 시설
에서 발사되는 국가가 지게되며, 발사된 물체에 의하여 타국 또
는 타국의 자연인,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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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협약
○ 구조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 비행사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에 발사

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으로 조난을 당한 우주비행사에 대한 지
원과 구조를 위한 것으로 조난 장소가 영토상이건 또는 공해상이건
관계하지 않고 적용됨.
○ 동 협정은 통칭 구조협약(Rescue Agreement)으로 불리며 1967.12.19
유엔총회 결의문 제2345호 (ⅩⅩII)로 채택된 후 1968.4.22 서명에 개
방되고 동년 12월 3알 발효함.
< 표 2-2 > 구조협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 우주선의 사고, 조난, 비상사태 또는 원하지 않은 착륙이 발생하
였을 경우 체약 당사국은 탑승인의 구조와 지원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각 취할 의무를 가지며, 이후 우주비행사는 안
우주비행사
전한 가운데 신속히 발사기관(Launching Authority)의 대표에
송환됨

○ 우주선의 부품에 대한 사항도 함께 담고 있음. 발사기관의 요청
에 따라 우주선과 동 부품의 회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발사기관
우주에
이 부담하게 됨.
발사된
-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이란 Space Vehicle로 Space Vehicle 이
물체의 반환
란 발사체(Launch Vehicle)과 우주기(Spacecraft)를 총칭한다
할 수 있음.

다. 책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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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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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권조약(우주조약)에서 다루었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행위주체에
불문한 국제적인 책임과 발사활동에 관여한 체약국에 대한 손해배상
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는 손해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구체
적인 배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
는 규정이었음.
○ 1962년부터 발생한 우주파편의 대기권 재진입에 의한 일련의 위험상
황들은 보다 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UN산하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의 10여년에 걸친 노력으로 (1)관련 용어의 명시화, (2)손해배상의 청
구방법, (3)배상비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1971년 법률소위원회에서 정
식으로 채택되었음. 1999년 현재 총 80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우리나
라도 1980년 가입함.
< 표 2-3 > 책임협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 ‘손해(damage)’, ‘발사(launching)’, ‘발사국(launching state)’, 그리고 ‘우
주물체(space object)’ 등의 용어는 책임협약의 주요 골자에 해당하는
것임. 책임협약에서는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는
있으나, 현대까지도 그 의미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손해’는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상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재산손
실 또는 손해를 말함.

관련 용어의
명시화 ○ ‘발사’는 발사시도까지도 포함함. ‘발사국’은 다음의 네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우주물체 발사를 수행하는 국가
발사를 조달하는 국가
발사가 일어나는 영토 소유 국가
발사시설 소유 국가

○ ‘우주물체’는 우주물체의 부품도 포함하며 발사체 및 그 부분품까지 모
두 포함함. 우주물체의 정의 역시 발사국의 개념처럼 현재까지도
COPUOS 회원국간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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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동 협약에서는 책임의 기준 및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손해의 발
생시점에 따라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과 과실책임(fault liability)으
로 나누고 있으며, 공동발사 참여에 따른 연대책임 및 면책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조에서는 절대책임에 대하여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

관련 용어의
명시화

에 또는 비행중에 있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 3조에서는 과실책임에 관하여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사람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상이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
정하고 있음.
○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
발사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기되
어야 함. 만약 청구국과 발사국이 모두 유엔의 가맹국일 경우에는 유엔

손해배상
청구방법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음.
○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된 일자 이
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기될 수 있음.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기까지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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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
었으나 최종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함. 그러나 배상비용

배상비용

이 너무 큰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상금의 지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됨. 이에 의무적인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국제배상기금을 통한 보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배상청구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발사국의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첫째, 발사국의 국민에 의해 일어난 경우이고 둘째, 발사
시점부터 낙하시점까지 우주물체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또는 발사국의
초청으로 계획된 발사 혹은 복구지점의 인접지역에 체재하는 외국국민
에게서 초래된 경우 책임협약의 적용을 배재하고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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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
또는 발사국
확인

1년 이내
(XIV 항)

외교채널을 통한
청구제기, 제3국
또는 UN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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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2 > 손해배상 협상을 위한 기간 및 방법
라. 등록협약
○ 등록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으

로 궤도 또는 그 이상의 곳으로 진입되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강제화
하는 것임. 동 조약은 1961년 12월 20일 유엔총회가 결의문 제1721호
(ⅩⅥ)를 채택하여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을 조약으로 발전
시킨 것임.
○ 이 조약은 1976년 9월 15일 부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81년 10
월 15일에 조약 제761호로 공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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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등록협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국가로 하여금 발사물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함.
- 등록번호, 날짜와 발사장소, 기본궤도 지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게 됨.
○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기본사항 이외에도 우주물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언제라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 2항)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

- 인공위성의 체적(Dimension)과 무게, 사용주파수, 기능 등이 추가정
보사항이나 많은 국가들이 첩보기능을 하는 자국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함.
○ 등록협약은 외기권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구조협약과 책임협약이 구체
화한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전의 조약이 중앙 등록기관에 대해 언
급을 하지 않고 제5조와 8조에서 국가등록을 상정하고 있음.
○ 교통의 운영 측면과, 안전수칙, 손해 시 책임규명 등의 이유로 등록협약
은 유엔을 중앙등록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유엔 정치안보이사회
부 산하에 있는 외기권과(Outer Space Affairs Division)에서 등록업무
를 담당함.

라. 달조약
○ 1979년 12월 5일 유엔총회 결의문 34/68로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된 후
1979년 12월 18일 서명에 개방됨. 통상 달조약으로 불리며, 정식명칭
은 ‘달과 다른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임.
○ 동 조약은 인간의 달 및 다른 천체에의 착륙 및 개발행동을 외기권조
약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채택하게 되었음.
○ 달 조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는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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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한 달의 탐사와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
야 한다는 것임. 둘째는 과학적 조사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차별없
이 평등의 원칙하에 이루어 져야 함. 셋째는 달과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임. 1999년 현재 9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대부분 우주활동이
미약한 국가임(호주, 오지리, 칠레,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
탄, 필리핀, 우루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미가입 상
태임.
< 표 2-5 > 달조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전유의

○ 달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인류의 활동분야이며, 경제적 또는 과

금지 및

학적 발전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

차별 없는

되어야 함. 당사국들은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협력 및 상호원조

자유탐사

의 원칙에 의하여야 함.

○ 달의 탐사 및 활동에 대한 정보는 유엔사무총장 및 대중, 국제과
학계 등에 통보되어야 함. 또한 60일 이상 지속되는 임무의 경

각 당사국의

우 관련 정보는 30일 간격으로 정기통보를 실시해야 함. 달 탐

의무사항

사 및 이용의 당사국들은 달 환경의 기존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하며, 지구외 물질이나 기타 물질의 지구반입을 통
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유․무인
기지 설치의
자유

○ 활동 당사국들은 달 위에 유인 및 무인기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지의 위치 및 목적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또한 1년 간격으로 당사국은 그 기지가 계속하여 사용되는지 그
리고 그 목적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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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모든 활동 당사국에 의하여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

비군사적

용되어야 함. 달에서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 혹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적대행위나 그의 위협은 금지됨. 그러므로 군사적 목적의 시설

사용

및 기지, 요새의 설치나 모든 종류의 무기시험 및 군사훈련이 금
지됨

국가책임
및 손해
배상책임

○ 외기권조약이나 책임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달과 관련된 활동의 다양성 및 광범위
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
적임.

마.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
1) 개 요
○ 이동 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은 항공기, 철도차량, 우주 등 3개 의정
서중 하나로 1997년부터 우주물체 의정서(space property protocol) 성
안 및 채택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해 Space Working Group이 준
비한 초안을 2000년 9월 Unidroit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에
제출하였음.
○ 우주물체 의정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위치하는 우주장비의 물권을 명
확히하여 제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들의 우주물체에 대한 재원조달을 용이케 하기 위함임.
○ 우주물체 의정서는 2001년 10월 로마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
하여 우주물체 의정서와 기존의 우주협약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등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Space W/G은 기본적으로 우주물체 의정서가 우주법과
반드시 양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not necessarily inconsistent)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다만 우주물체 발사국의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
상 협약 2조와 외기권조약 6조 및 8조는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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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주요 사안의 예
○ 우주자산(Space Asset)의 정의와 우주조약에서의 우주물체(space
Object) 채무불능과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발사국의 지위문제
○ 미군겸용, 공공목적 등에 사용되는 우주자산의 소유권 이전시 국가의
개입 여지문제
○ 기존의 등록협약의 경우 등록국은 1개국이나, 우주의정서에 의한 등록
국은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권의 문제
○ 우주자산의 등록기구(Registry) 및 감독기구(Supervisory Authority)문
제 또한, 기존의 우주물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OOSA와의 관계문제
바. 우주상법(Commercial Space Law)2)
○ 우주상업활동은 여전히 그 시초단계에 머물러 있음. 마찬가지로 우주
상법도 그 초기단계에 있음. 그러나 지난10여년 간의 우주상법은 놀라
운 발전을 했으며 그 발전의 폭온 매우 클 것으로전망됨. 우주에 관련
된 독특한 환경에서의 상업적 발전은 또한 그 독특한 법적 문제를 발
생케

함.

즉,

우주에

관연된

상업활동

유형은

우주통신

(Telecommunication), 원격탐사(Remote Sensing), 우주제조업(Space
Manufacuring), 에너지 및 우주운송(Space Transportation)둥에서 다
양하며 그 상거래 활동 유형에 따른 법적 규제와 통제는 우주과학의
발달 응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임. 간략하게
나마 각 분야별 내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우주 통신 분야
○ 우주애서의 최초 인간의 상업적 활동이 시작된 분야가 바로 우주 통
신분야임.현재까지 이 분야에 가장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며 이
분야가 우주상업 중 가장 수익성이 큰 분야로 손꼽히고 있음.

2) 홍순길, “우주법과 정책의 주요과제와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법학회지, 한국항공우주법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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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통신이란 인공위성을 지구궤도(Geostationa교 Orbit)에 진입시켜
서 직접방송(Direct Broadcast), 중계(Reray) 흑은 위치확인(Position
Finding)등을 하고 있음.
2) 원격탐사 분야
○ 원격탐지는 데이타 수집, 데이타 수령, 데이타의 사전가공, 데이터의
집적 및 제거, 데이타의 분석, 정보화 활용 등의 기능을 하며 위성의

원격감지․감시 기능을이용하면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표면의
탐색, 농작틀의 작황 분석 및 생태계틀 파피하는 폐기물 처리틀 감시
(Monitor)할수 있게 됨.
○ 이 분야에 관하여 제3세계국가들은 그들의 영공에 인공위성이 비행하
는것을 금지 시킬 수 없기 매문애 대신 이들은 위성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와 그 데이타틀 해석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인공위성을 발사 합 수 있는 국가틀은 원격감지 위성을 이용
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물론 그 해석 기술에 대한 지적 소유
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3) 우주 제조업 분야
○ 현계까지는 통신위성과 원격탐사 위성이 우주에서의 가장 증요한 상
업적 활동이었지만 우주제조업(Space Manufacturing) 분야야말로 장
차 가장 가능성이 풍부한 분야로 예상됨. 먼지와 중력이 거의 없는 상
태에서 특정화학물질, 의료품, 반도체 결정(Smi-conductor Crystal),
프로라이드 그라스(Floride Glass) 및 합금(Metal Alloy) 등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특수한 공장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같은 상품의 제조,판매가 계약 또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현행의 법 체계에 어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음. 다만 여
러가지 단속 법규나 독점규제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는 많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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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분야
○ 우주에서 상업활동이 장래성있는 분야의 하나는 태양에너지 생산 분
야임.우주에서 태양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만 태양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소
건설은 오직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때 국제적
협력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게 마련임.

3. UN 우주법워크샵

○ 최근, 제 2 회 UN 우주법 워크숍이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되었음.
< 표 2-6 >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 행사개요
구 분

내 용
- UN 외기권 조약의 이해증진과 이행의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우주법 워크샵으로 제1회 네덜란드의 개최에 이어 제2회 워크샵을
한국(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됨.

개 요

※ 차기 워크숍은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
- 올 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우주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각 국의 우주법
및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 간
주 관
참가국 및
참여인원
진행구성

- 2003.11.3(월)~11.6(목)
- UN OOSA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8국 약 90 여명의 각 국 우주법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참석

- 본 워크샵은 Specialist Segment와 Government Official

Segment로 나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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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
부 문

주 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의 주요논의 내용
주 요 논 의 사 항

- 구조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자국내 우주물체 발견과
구조를 알려온 것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이것이 국제 관습
법화됨에 인식을 같이 함.
구조협약
- 발사국은 우주물체의 지구귀환과 위험성과 같은 사전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맡고 있는 UN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봄.
- 참가국들은 우주의 상업화 등 우주활동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어 책임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주물체의 관리권한이 이전된 우주물체의 피해에 대해 그
과실의 개념 적용이 문제시될 수있음을 지적
책임협약
- 책임협약은 직접인 피해에 대해서는그 보상이 명확하나 간접
적인 피해의 경우 우주활동에 따른 피해라는 것이 밝혀질 때
만 그 보상이 이루어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보상
전문가
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부문
- 본 협약은 주기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을 파악 제공함으로써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나 그렇지 않는 국가모두에게 유용
함을 표명
- 효과적인 국가적 규제와 국가의 규율(징계)에 관한 보고를
등록협약 강화한다면 등록협약의 유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봄.
- 등록협약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관리, 감독권의 이전
은 제공하지 않음을 지적
-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다른 국가로 이전될 경우, 인수국가의
등록에 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

외기권
조약

- 본 워크숍은외기권 조약에 따라 각 국은 국가 우주법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 외기권 조약에 부합한 국가 우주활동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라도 우주법에 따른 국가 우주활동 관리와 감독 그리고 권
한이 부여되어야 함.

정부 - 정부부문에서는 각 국의 대표들이 자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프로그램
부문
과 우주법 그리고 우주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회원국의 이해와 협
력을 구함.
- 본 워크숍을 통해 각 회원국은 UN 외기권 조약이 많은 혜택을 가져다
결 론
주며 각 국은 외기권 조약이 자국내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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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03년도 UN COPUOS회의의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1. COPUOS 회의 개요
○ 1959. 12. 12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이라는 제14회
UN총회

결의문

제1472호에

따라

1961년

상설위원회로

마련된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그간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이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UN의 외기권 관
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Focal Point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옴
○ limited membership 제도를 채택하고 COPUOS는 59년 24개국이었던
것이 2002년 현재 65개국으로 발전하였으며 회원국 이외에도 국제기
구, 비정부 기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94년 9월 49차 유엔총회의 의결에 따라 95년부터 말레시
아 등과 함께 2년씩 윤번제 회원으로 참여해 왔으나 2001년 정회원국
이 되었음.
< 표 2-8 > COPUOS회원 국가
아태지역
․
(16개국)

유럽지역(22개국)

중국,인도,인니,이란, 알바니아,오지리,벨기에,

미주지역(12개국) 아프리카기
․ 타(15개국)
미국캐
, 나다멕
, 시코, 부루키나파소,카메룬,

이라크,일본,레바논, 불가리아,체코,프랑스,독일, 아르헨티나브
, 라질, 차드,케냐,모로코,알제
몽고,파키스탄,필리 그리스헝
, 가리이
, 태리네
, 덜란드, 칠레콜롬비아
,
,

리아,니제르,나이지리

핀 , 시리아 , 베트남 , 폴란드루
, 마니아러
, 시아스
, 페인, 에쿠아돌우루
, 과이, 아,시에라레온,수단,
호주, 카자흐스탄

스웨덴,영국,우크라이나,유고, 베네주엘라, 니카 베넹,이집트,

한국, 말련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터키 라과, 쿠바, 페루 세네갈

남아공,

주) 2002년 현재

○ 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맡아 수행하고 있음.
○ 동위원회에는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 본회의가 있으며 필
요에 따라 Working Group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법률소위원회: 외기권 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원격탐사문제, 원자력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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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주공간의 정의 및 정지궤도 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 COPUOS에 대해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소위원회 : UN 우주응용계획 및 UN 기구의 우주활동조정,
원격탐사,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핵동력원 사용, 우주공간의 정의 및
정지궤도 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COPUOS에 대
해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 본 회 의 : 법률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제를 검토,
확정하여 UN 총회에 상정하여 보고함.

UN
OOSA
COPUOS

Scientific & Technical
Subcommittee

W/G

W/G

Legal Subcommittee

…

< 그림 2-3 >

W/G

W/G

COPUOS 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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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학기술소위원회(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가. 2003년도 개최일정 및 Agenda
○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 회의는 통상 매년 2월경에 개최되며 200
년도 40차 회의의 경우,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비엔나 UN센
터에서 개최되었음.
○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유엔 우주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논의
․원격탐사 관련사항
․UN 기관간 협력
․우주 폐기물

․지구정지궤도의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 관한 논의

․우주과학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의학과 보건을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나. 주요국의 발언요지
1) 미국
○ 2002년 중 다음과 같은 우주활동 성과 보고함
-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세 차례 우주탐사활동수행
- NASA가 지원한 X-ray astronomy research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
- 화성 탐사선 “오딧세이”가 Red Planet 내부에서 다량의 물이 존재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과 새 위성 발사체인 보잉사의 “Delta IV"
및 록히드사의 ”Atlas V"가 성공적인 운용을 개시함을 보고.
○ 2003년이 항공비행 100주년인 만큼 다양한 축하행사 개최 예정
○ 외기권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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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2001년 인도 발사대에서 발사한 BIRD 위성과 러시아 발사기지를 이
용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쏘아올린 쌍둥이 위성 GRACE가 성공적으로
가동 중임을 설명함.
○ 2002년 세계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시 외기권위원회가 우주 기술의
지속가능개발 분야 응용 가능성을 소개한 것을 높이 평가
○ 제54차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가 2003년 10월 독일의
Bremen에서 개최 예정임을 소개

3) 일본
○ 일본은 2002년 우주활동 성과를 보고함
- 과학기술정책위(CSTP) 및 우주활동위(SAC)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
주개발 및 활용을 위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보고서를 작성
- 10월 및 12월 H-2A No.3 및 No.4 발사 성공
- 12월 발사한 Midori-2호는 기후변화 연구에 기여 예상
- NASDA, ISAS 및 NAL 등 3개 주요 우주관련 기관을 통합, 단일
조직화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지구관측 분야에서 CEOS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
○ 우주폐기물 분야에서 일본 전문가가 IADC에 참여, 우주폐기물 저감
기준 개발에 기여
○ UNISPACE III 권고 이행을 위한 Action Team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여(권고 1, 2, 4, 7, 10, 14, 17 등 7개 action team 참여)

4) 헝가리
○ ESA(European Space Agency)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한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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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S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해 헝가리가 ESA의 회원국으
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함을 표명하였음.
○ 우주활동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우주활동 관련 교육“을 차년도
과기소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함.

5) 러시아
○ 궤도에 올려진 위성들을 방치해서는(unattended) 안된다는 의견에 동
감함.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틀 내에서 관련국간 최선의 방안
이 마련되길 기대함.
○ 러시아는 인류의 복지와 경제개발을 위해 우주가 평화적 목적으로 개
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02년 중 러시아의 우주활동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음.
- 25차례 위성 발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35개 우주물체가 궤도에
올려졌으며, 그중 16개는 외국 위성임.
○ 핵동력원의 사용 관련 작업반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작업반이 마련
한 2003-2006년 Draft action plan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좋은 토대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2002년 초 푸틴 대통령의 파리 방문시 European Space Agency와 러
시아 정부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

6) 쿠바(GRULAC 대표)
○ 알제리아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
○ 지구정지궤도는 제한된 자연자원으로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
용되어야 함. 특히 개도국의 필요 및 지구정지궤도 아래에 위치하는
국가들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도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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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디아
○ 다년도 작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자연재해 관리” 논의가
Action Team의 활동을 통해 금번 소위에서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함.
○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응용은
매우 중요한 바, 금번 회의 논의가 원격탐사기술의 응용에 초점이 주
어지길 기대함
○ 2002년중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 성과는 다음과 같음.
- ISRO의 위성발사대가 9월 성공적으로 정착
- PSLV-C4가 기상관측용 위성 METSAT-1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
입시켰으며, 기상관련 고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음.
- 원격탐사를 이용, 인도내 7개 주를 대상으로한 지하수 분포지도 작성
- 인도 우주과학기술교육센타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13개
단기 교육과정을 실시, 39개국 405명의 학자들을 교육함.
- 국내 World Space Week 행사실시

8) 캐나다
○ 금년 과기소위 의제로 “우주기술의 의료 및 보건분야 응용문제”가 논
의되게 되어 기쁨. 우주기술을 이용한 tele-health, tele-education 서비
스의 유용성이 보다 커지고 있음.
○ 2002년은 캐나다가 최초의 위성 “Aloutte-1"을 궤도에 쏘아올린 지 40년
되는 해임. 동 위성은 10년동안 100만장 이상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음.
○ 7년전 운행을 개시한 RADARSAT-1 위성은 5년 수명을 2년이나 초
과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2004년 RADARSAT-2를 발사할 계획임.
○ 2002.6. 캐나다는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의 시설물 보관 및 작업대로
활용할 수 있는 Mobile Base System을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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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사항
1) 유엔 우주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 2003년 중 실시된 우주 응용프로그램의 다양한 워크샵, 교육훈련과정,
전문가회의 및 심포지움의 소개와 이러한 노력과 활동들이 개도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을 높이 평가하였음.
○ 2003년 유엔 우주응용 프로그램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원격탐사 응용 및 교육 워크샵”(3월, 다마스커스)
- “유럽지역 우주기술 및 자연재해 관리 워크샵”(5월, 루마니아)
- 유엔/스웨덴 공동주관 “원격탐사 국제 교육과정”(5-6월, 스톡홀름)
- 유엔/태국 공동주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우주기술의 기여”
워크샵(5월, 태국)
- UN/오스트리아/ESA 공동주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
의 이용“ 심포지움(9월, 그라츠)
- UN/IAF 공동주관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우주기술의 이용” 워크
샵(9월, 브레멘, 독일)
- “위성을 이용한 수색 및 구조” 워크샵(10월, 마이애미)
- “유엔 우주법 워크샵”(11월, 대전(항우연)) 등
2)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논의
① UNISPACE Ⅲ 회의 개요
о 1999년 7월 19일 - 7월 30일까지 오스트리아 유엔사무국에서 개최된
UNISPACE III 회의는 UNISPACE 82 이후 17년 만에 개최된 UN 회
의로서 그간 각 국의 우주관련 기술, 활동 및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향후 우주개발 및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21세기 국
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회의
о 우주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여 총 343개의 문장으로 일종의 행동지침을
만들었으며 우주관련 비엔나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우주개발 및
사용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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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논의 사항
○ 2003년 과기소위 참가국들은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에 대해 재강조하고 2003년 6월 본회의 이전에 각 이행팀 별로
interim report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또한 일본, 인도, 미국
등 회원국들은 자국의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 관련 활동을 소
개함.

비엔나 선언문 개요
99년 UNISPACE III 회의 기간중 개최된 Technical Forum 및
Space Generation Forum 등 각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취합 이
를 비엔나 선언문 및 회의 보고서를 최종심의 채택하였음.
1. 비엔나 선언문 주요내용
가. 제 목 : “The Space Millenium :
Vienna Declaration on Space and
Human Development”
나. 구 성
(1)

Action

Plan

부분(Chapter

I)은

아래

각

Subsection

하에 구체적인 필요 조치를 나열
◦ 지구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 인류의 안전,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우주기술 적용
◦ 우주의 과학기술 증진 및 우주환경 보호
◦ 우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 유엔체제내 우주활동 강화
◦ 국제 협력 증진(자발적 특별기금 설치내용 포함)
(2) 5년 후 UNISPACE III 건의사항 이행을 평가토록
유엔총회에 권고(Chapter II)
(3) 우주주간(10. 4. ～ 10. 10. 간) 설정 (Chapter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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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탐사 관련문제
○ 캐나다, 미국, 일본, 인도 등은 자국의 원격탐사 활동 및 동 자료의 자
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모니터링, 화산,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각국들은 원격
탐사 자료의 비차별적인 접근, 합리적 가격 및 적기 공급의 중요성과,
원격탐사 분야의 경험 및 기술 공유를 위한 각국의 원격탐사연구소간
국제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는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지구환경 감시 자료는 소수
위성 보유국의 독점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거나 저렴한 가
격으로 개도국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
가 지구 원격탐사 기술의 농업, 임업, 자연자원관리, 기후변화, 기상,
재해관리 등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함.
○ 미국 대표는 콜롬비아호가 참사 직전 수행한 지중해 지역 먼지, 오존
층, 에어로졸 등 세 가지 연구 성과 및 2003.1. 시작한 SORCE(Solar
Radiation and Climate Experiment) 프로젝트를 소개. SORCE는 태양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지구 및 인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
으로 장기적인 기후변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의 원격탐사 기술 활용사례를
설명
- Landsat와 spot 영상이 르완다 피난민에 기인한 비루나 국립공원 환
경파괴 분석을 위한 사용
- 코소보에서 U2기와 Ikonos 위성의 고해상도 영상이 재건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파괴 상황 평가에 사용
- 이와 같이 환경평가, 주택파괴 평가, 인구 이동, 피난민 수용지역의 인
구증감 파악 등에 최신 원격탐사 기술의 잠재적 활용성이 지대하므로
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함을 표명
○ CNES는 지구관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아래의 사항에 대해
발표
- 원격탐사 위성의 영상은 인구변화, 농작물 작황, 삼림의 파괴 등 인류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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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
- CNES의 최신 SPOT 5 위성의 영상은 2.5m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인류가 물려받은 지구그이 환경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
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임을 설명.
- CNES는 우주와 주요 재해에 관한 국제장전(International Charter on
Space and Major Disasters)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상시
에는 영상 제공 요청 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필요한 영상과 관련 지
도를 제공하고 있음.
○ 통합된 전지구 관측 전략의 수립
- 지구관측위원회(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 CEOS)
에서 통합된 전지구 관측전략이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수립되고 있음
을 발표
- 지구관측의 내용, 중요성, 활용분야 등에 대한 정부 등 정책결정 담당
자들의 이해제고 추진
- 환경변화에 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연속적인 자료 확보
- 각국이 획득, 분석한 자료 상호 교환
- 수립된 전략의 시행을 위한 관측분야별 그룹 형성 및 필요절차 개발
4) 우주에서의 핵 동력원 사용문제
○ 2003년은 “핵동력원 사용문제”관련 4년간의 작업계획의 마지막 해인
이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 이슈의 지속 논의
필요성을 감안, 실무그룹이 작성한 새로운 Multi-year Work Plan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음.
○ 미국 대표는 2002년 의회의 인준을 얻어 계획에 착수한 새로운 우주
핵추진 체제(advanced radioisotope power system)를 소개하고 동 개
발로 우주탐사 활동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였음.
5) UN 기관간 협력
○ 금년이 동 의제 관련 다년간 작업계획의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 참가
국들은 그간의 우주활동 관련 기관간 협력 논의에 참여해온 유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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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특히 연례 기관간 협의회 개
최 결과, 관련 국제기구내에서의 우주활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03년 1월 개최된 제23차 우주활동에 관한 기관간 회의 결과 채택된
보고서상의 두 가지 권고 즉, 관심 있는 회원국 참여하에 비공식 기관
간회의 개최 및 참여 국제기구가 관련 이슈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
출토록 요청하는데 대해 미국 등 다수 국가가지지 의사를 표명.
6) 자연재해 관리 시스템
○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미국, 에쿠아도르 등 국가가 홍수, 지진, 산
불,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예측, 피해지역 모니터
및 인명구조, 복구 등에 위성관측자료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
○ 일본은 인공위성 자료가 엘리뇨, 라니냐 현상 등에 기인한 홍수, 가뭄,
집중호우 등의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 예측 등
자연재해 측정관련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TRMM위성, ADEOS
II위성, EROS 위성 등을 소개함.

7) 우주 폐기물
○ 각 국은 우주 폐기물에 의한 피해 방지와 완화가 중요함을 상호 인식
하였으며 우주 폐기물 조정위원회(IADC)에서는 우주폐기물 가이드라
인을 작성함.
○ 중국은 우주 폐기물의 생성에 관한 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
며, 우주 폐기물 피해 완화 수단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언급하
면서, 국내에서의 우주 폐기물 저감 노력 및 피해 완화를 위한 연구활
동을 소개함.
○ 인도는 PSLV, GSLV 등 발사체와 IRS, INSAT 등 인공위성에 폐기
물화 방지를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위성의 궤도
이탈 조치, 폐기물 재진입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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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DC 소개 및 우주 폐기물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 IADC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미국 등 11개 우주관련
기관이 가입한 우주 폐기물 조정위원회로서, 추진위와 관측, 모델링,
보호 등 3개 실무위로 구성.
- 동 IADC에서 작성한 우주 폐기물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적으로 강제성
을 갖지는 않으나, 강력한 권장사항이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정상운영시 폐기물 방출 제한, 운용 궤도상에서의 폭발위험 최소화,
수명 종료시 처치, 운용 궤도상에서의 기존 폐기물과의 충돌 방지

․특히, 수명 종료시 정지궤도 위성은 근지점 궤도를 235 Km 이상 증
대시키고 저궤도 위성은 2000 Km 보다 높은 궤도로 올리거나 25년
이내에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연소될 수 있도록 궤도를 낮출 것을
권장함.
○ 우주환경 및 폐기물 관련 조사 (미국)
- 2002년에 1개의 행성탐사 우주선과 61개의 위성이 발사되었음.
- 궤도상에서 2개의 물체만 폭발(13년 동안 최저의 폭발횟수 기록)
- 약 500개의 위성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일부는 지구표면에 도달하
였으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음을 설명
- 직경 1 cm 이상의 우주 비행물체는 약 10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함.

8) 지구정지궤도의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 관한 논의
○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지구정지궤도가 유한한 자연자원인 만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
며, 특히 개도국의 필요와 이익, 특정국가의 지리적 위치 등이 고려되
어야 함을 지난 회의에 이어 재차 강조하였음.
○ 칠레 및 그리스 대표는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에 외기권위원회가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2005년 튀니스 개최 제2차 세계 정보
사회 정상회의에 “우주기술이 정보화 격차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음.
○ 지난 과기소위의 결정에 따라, IAU 대표가 “Frequency interference
with radio astronomy and radio interference-free zones”에 대해 발
표하였으며,

콜롬비아가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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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of

future

geostationary orbit broadband satellites servicing tropical zones"에
대해 발표하였음.

9) 우주과학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검토
○ 참가국들은 동 의제 관련, 권고사항 이행팀 (32)(“UNISPACE III 권고
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의 기여를 평가하고,
동 이행팀이 차기 과기소위 및 UNISPACE III 평가회의에 좋은 input
을 통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미국대표는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공여기관, 민간분야 또
는 개도국 정부 등과 partnership을 형성하는 것이 재정지원 확보에
관건임을

강조하고,

partnership

대상기관으로

Glbal

Climate

Observation System, WMO, USAID 등을 예시하였음.
○ 파키스탄 등 개도국 대표들은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우주과학기술
의 활용상의 장애요소로 관련 전문가 및 첨단장비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러한 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우주분야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
력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10) 의학과 보건을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인도,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중국 등 참가국들이 우주기술 특히 원
격탐사위성, 통신위성 등을 이용한 tele-medicine 의 보건 및 의료 분
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를 소개하였음.
○ 프랑스는 의료 훈련 및 교육에 통신위성을, 감염지역 경보에 원격탐사
위성을, 원격진료에 통신위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캄
보디아, 세네갈, 기아나, 남극 등의 고립된 지역에 통신위성과 연결된
이동용 통신기지를 설치하여 의료활동을 수행중임을 설명하였음.
○ ISU(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는 전세계적인 말라리아 발생현황
(매년 3억 감염 및 1백만명 사망)을 소개하고, 대책으로 원격탐사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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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통신위성을 등을 활용한 MIS(Malaria Information System)을
구성하여 분석과 영상화를 통해 발생예상지역 및 감염지역 지도작성,
지원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을 제의함
라. 회의 결과요약
○ 금번 제40차 과기소위는 99년 비엔나 개최 UNISPACE III회의 이후 4
년차 회의로서, 2004년 개최 예정인 UNISPCE III 권고시행 평가회의
에 대비,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회의에 보고할 대략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사용문제, 우주 폐기물, 위성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우주과학기
술의 의료, 보건, 교육 등 분야 활용문제, 우주과학기술 활용역량 제고
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문제 등 신규의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
어져 이들 이슈에 대한 참가국들의 점증하는 관심을 반영하였음.
○ UNISPACE III 33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11개 분야 action team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회의기간중

별도 협의를 진행, 각 action team별

로 지난 소위에서 채택된 work plan에 따른 권고이행 현황을 평가하
고 소위 및 본회의를 통해 2004년 이행평가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초
안 작성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회의 말미에 논의를 종합, 각 이행팀별
Interim report를 채택하였음.
○ 회의기간 중 COSPAR/IAF의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
을 비롯하여 각국의 우주기술 활용현황을 소개하는 10여 차례 special
presentation이 개최되어, 참가국들에게 우주기술의 자연재해, 의료,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과 첨단 위성기술 진보 동향을 파악하
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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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소위원회(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가. 2003년도 개최일정 및 Agenda
○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 회의는 통상 매년 3월말에 개최되며 2003
년도 40차 회의의 경우,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비엔나 UN
센터에서 개최되었음.
○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외기권조약의 현황과 적용
․국제기구의 활동 보고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획정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사용

․국제이동장비 담보협약 관련 우주자산에 대한 의정서 검토

○ 2003년 COPUOS 법률소위에서는 코스타리카와 이스라엘의 옵저버 참
석이 의결되어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 OOSA 사무국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외기권조약의
제정 등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하고,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 인터넷
수록자료 강화, 비준촉구를 위한 서한 발송 및 Model Space Law 작
성 추진 등 사무국의 활동을 보고함.
○ 특히 2002년 헤이그에서 IIASL(International Institute of Air and
Space Law)와 공동으로 개최된 제1차 우주법 워크샵이 우주법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주법의 각양상에 대한 개괄적 조망형성에 도움
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3년은 '외기권조약의 국내차원에서의 실행
적 이행'(Practical implementation of UN space treaties on the
National level)‘ 의 제목으로 제2차 회의가 대전에서 11.3-6일까지 4
일간 대전에서개최 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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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발언요지
1) 한 국
○ 외기권조약의 현황 및 적용관련, 한정된 가입국 수 및 우주활동의 확
대를 감안하여, 현 외기권조약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고 지구정지궤도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 이용 및 공평한 접근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후발 우주개발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표명
○ 핵동력원의 사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디자인과 운영조치
가 필요하며 우주자산의정서와 관련,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국제기관
인 유엔이 감독기관을, 등록업무는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감안 민간기관
이 맡아야 함을 설명
○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프로그램 및 이에 따른 국내이행법 준비에 대한
소개하였으며 제2차 우주법워크샵 개최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대표들
의 참가를 당부.

2) 미 국
○ 콜롬비아호 참사로 숨진 조종사들에 대한 애도의사 표현을 시작으로
몇 몇 국가들이 주요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바, 이들의 가입이 필
요하며, 가입한 국가들은 국내이행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을 표명.
○ 외기권조약들은 우주발사국 뿐 아니라 비발사국의 이익 또한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단일법 논의는 이런
기존의 외기권조약체계의 제 원칙들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
○ 미국은 기상위성 데이터(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등을 무료
로 제공하고 있는 등 발사국 및 비발사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설명.
○ 우주자산의정서는 민간우주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며, 또한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COPUOS에서 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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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 등록조약 가입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국제조직이 등록조약하의 이
행 관행에 대한 외기권위원회의 Multi-year work plan을 제안.

3) 러시아

○ 우주의 군사화 가능성은 군축․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주방어체제는 국제안보 보전을 위해서만 허용
되어야 함을 주장.
○ 우주법 분야의 완전한 법체계형성을 위해서는 외기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른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주에서의 군사무기 불
사용, 불배치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상호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하여,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
○ 우주폐기물과 그에 대한 IADC의 가이드라인(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관련, 폐기물관련 principles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로서 동건 채택은
시기상조임.
- 이에 대하여 칠레는 동 문제를 자국이 이미 1985년에 제기한 바 있
으며, 그동안 과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법률소위에서
의제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
○ 포괄적인 단일우주법체계 형성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확보되
고 있으며, 러시아가 과거 제기한 현 우주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우주법체계형성이 필요하며, 조만간 법률소위 뿐 아니라
본회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는
의견 표명.

4) 중국
○ 최근 성공적인 위성 발사 등 자국의 우주기술발전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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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회의 때와 같이, 우주군사화 방지 및 단일우주법제정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다시 주장

5) 일본
○ 우주활동의 증대 및 우주의 상업화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대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기존 외기권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확대가
필요함을 표명.
○ 우주자산의정서와 관련, 동 의정서를 통하여 담보확보를 통한 재원조
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6) Cuba(남미 및 카라비안지역(Grulac) 의장국), 칠레, 이란,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 우주활동의 증가 및 우주의 상업화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편적
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포괄적인 우주단일법의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률소위에서 계속 동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기존 조약체계에서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의한 사고시 책임
문제, 제재수단, 개도국 특별우선 원칙, 원격탐사시 개도국 입장고
려, 조약의 기속력 문제 등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
음.
○ 우주의 경계는 Standard가 필요하며, 지구정지궤도(GSO)의 이용은 한
정된 자원임을 감안, 합리적(rational)이고 공평한(equitable) 접근이 필
요하며, 개도국 및 적도지역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동 사항은 이미 국제관습법을 형성되었음.
○ 우주자산의정서와 관련, 외기권 조약 등 우주공법이 사법에 우선해야 함.
○ 원격탐사(Remote Sensing)은 모든 국가들이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개도국의 이익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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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의제에 관한 논의
1) 외기권조약의 현황과 적용
○ 호주의 경우

5개 조약에 호주가 모두 가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가

입국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가입국수 증가를 위하여 발사
국개 념의 논의가 필요함을 표명.
○ 브라질의 경우 등록협약 가입예정임을 소개함.
○ 러시아는 당사국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진행에 대하여, 현재의 외
기권조약체제는 조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의회 등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될 수 밖에 없어, 비당사국이 가입을 주저함을 지적.
○ 멕시코의 경우 조약 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와 개도
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약가입에 따른 이익을 전
파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활동이 유용함을 주장.

2)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예년회의 때와 같이 IAF, IISL, ESA 등 우주관련 국제기관은 각 기관
및 활동을 소개함.
○

IISL은

4월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심포지움

등

workshop,

symposium 개최(; 회의이후 SAS 등으로 연기), 우주법 경시대회
(MOOT), 발간사업 등 동 기구의 활동을 설명.
- 이에 대하여 Chile는 우주관련 국제법 행사, 대학프로그램 등에 개도
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교육기관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그리스는 새로운 비용을
발생을 이유로 기존의 COPUOS 또는 OOS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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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DROIT 우주자산의정서에 관한 논의
○ 우주자산의정서의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 지정 문제와 동 의
정서와 기존 외기권조약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가) 의정서의 감독기관 지정문제
① UN의 감독기관 수행
○ UN이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미국, 프랑스, 이태리, 일
본 등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아래의 논거를 들어 지지입장 표명.
-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서 UN은 기존 외기권협약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
히 등록협약에 따른 등록부를 관리하고 있음.
- 1946년 특권면제협약을 통해 면책이 주어지므로 감독기관 수행에 따
른 피청구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
- UNDROIT가 기본적으로 사법의 영역이지만 우주활동의 공공성을 감
안하여 UN이 감독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그리스는 공적인 기관인 UN이 민간․상업분야의 감독기능을
맡는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는 UN의 목적 밖에 있으며, 선
례가 없음을 지적함. 또한 UN보다는 유엔전문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 중국은 현 시점에서 감독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ICAO를 감독기
관의 선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당사국회의도 감독기관
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함.
※ 감독기관은 우주자산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외교회의에서 지정될 예정임.

② 법적 정당성 문제
○ UN 법률자문관은 현재로서는 UN헌장 하에서는 총회의 감독기관수행
에 문제가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헌장과 양립이 가능함을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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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 의장인 Sergio Marchisio 이태리 대표는 1961년 UN 결의에 UN
이 정부 및 비정부간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
제가 없으며, COPUOS는 이미 사적인 활동을 다룰 수 있고, 또한 사
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UNIDROIT에 대해 문의를 통하여 접근하
므로 UN의 감독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함.
○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은 UN 헌장에 UN의 감독기관
수행과 충돌하는 규정이 없으며, 유엔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함.
○ 러시아, 그리스 등은 유엔의 감독기관 수행문제의 결정을 위해서는
UN총회 4위와 6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그리
스는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ICJ에 문
의하자고 제안함.(브라질이 지지)
○ 러시아는 UN 헌장과 총회의 역할은 배치하지는 않으나, 총회가 감독
기관을 맡아 권고를 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국가를 기속하는데는 문제
가 없으나, 사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③ UN의 담당기관 지정 문제
○ 연호와 같이 UN 사무국측은 행정수반인 사무총장이 입법기능을 포함
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ICAO의 예를 들어 사무총
장보다는 UN 총회가 감독기관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UNIDROIT측은 총회의

비상설화로 인하여 UN 총회가

‘Day-by-Day basis’로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입법기
능 역시 형식적인 규칙공포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동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
○ 다수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동 문
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④ 재원문제
○ W/G 의장은 현재 비용은 외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초기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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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용은 사용료로 해결하므로 감독기
관에 비용부담이 없음을 설명함.
○ 또한 연간 예상 등록 위성수가 12-18개 정도이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직을 운영할 경우 감독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그러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은 감독기관의 역할
이 결정하기 전에 우선 역할수행에 따른 비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
입능력보다 과도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힘.
- UN의 정규예산이 아닌 사용자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여야 함.
- 감독기관이 미리 부담한 초기비용을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가의 문
제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음.
- 항공기 의정서 이행 관련, ICAO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계속적으로 ICAO의 선례를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책임(liability) 문제
○ UN 법률자문관은 UN이 감독기관일 경우 이론적으로 UN이 책임을
지게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감독기관이 동록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규정의 흠결, 위반 등
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기관은 분쟁절차를 제공해야 함.
○ 이에 대하여 W/G 의장은 기본적으로 UN은 특권면제를 향유하며, 등
록소가 책임을 지게되며, 감독기관이 책임을 질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부분적인 일 뿐이라고 설명함. 또
한 개최지협정에 따라 그 국가 내에서 추가로 특권면제가 부여될 수
있으며, 감독기관과 등록소간의 책임 해결을 위한 자체 메커니즘을 확
립할 수 있음을 지적함.

아울러

UN 특권면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도 우주자산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동 협
약의 내용을 따라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설명함.
○ 우크라이나는 의정서에 “감독기관의 liability로부터의 면제” 문구를 넣
자고 제안하였으며, 러시아는 UN이 책임을 부담할 경우 회원국간 공
동책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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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외기권조약과의 관계
○ 기본적으로 사법인 우주자산 의정서가 공법인 외기권조약과 체계 및
내용에서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뿐 아니라, 충돌될 경우의 어떤 조
약이 우선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미국, 체크,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은 기본적으로 우주자산 의정서와
기존 조약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미 각 조약에 관련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safeguard 조항을 첨가하
여 충돌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충돌될 경우에도 국내 이행법을 통해 해
결할 수 있음.
- 네덜란드는 기존 외기권조약과 우주자산의정서가 충돌할 경우 기본적
으로 비엔나 조약법협약 30조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
음을 지적.
○ 그에 반해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은 기존 우주조약 등 국제공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충돌시 공법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주
장함.
○ 중국 역시 국제공법인 기존의 외기권조약과 국제사법인 우주자산의정
서간의 충돌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함. 러
시아는 기존 외기권조약 뿐 아니라 우주정거장협정(ISS) 같은 다자간
협정과 우주자산의정서와의 관계도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특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우주자산의
정서가 국가에 의한 관리 및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존 외기권
협약과 충돌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 러시아는 우주자산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우주자산(Space Asset)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료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음을 지적함.

․면허, 등록 뿐 아니라 ‘command code’와 같은 작동체계 등 무형의 권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전이 어려움

․로켓이나 미사일 기술의 경우 우주자산의정서가 아니라 기존 통제
체제에 절대적 우선권을 주어야 함.
- 우크라이나는 우주물체의 구입 및 판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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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국에 의하여 발생한 liability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 이에 반하여 미국은 우주자산의정서의 외기권조약 및 ITU 조약하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transfer)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나, 각국간 별도 협정이나 의정서 문안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UNIDROIT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Associated Rights)의 범
위는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이전가능여부를 판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함.

라. 차기회의 의제에 관한논의
○ 제43차 법률소위에서 기존의제에 추가하여 논의될 의제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제안됨.
- 우주단일법 초안의 적절성과 필요성(중국, 그리스, 러시아)
- 법률소위의 UNISPACE III에 대한 기여
- 국가 및 국제조직의 우주물체 등록 관행(미국, 영국, 호주 등)
- 우주폐기물(프랑스, 체크)
- 위성원격관측 규제(브라질, 칠레, 그리스 등)
○ 이와 관련 우주단일법, 우주폐기물, 위성원격관측에 대하여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채택되지 못한 의제는 내년 법률소위의 2005년 의제 논의시 다시 논
의하게 될 예정임.
○ 우주폐기물 관련 프랑스는 우주폐기물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이미 성
숙되었으며, 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과기소위의 논의와 별도로
법률소위에서의 법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관련 규칙제정을 위
한 4년의 Working Plan을 제안(벨기에, 인도, 체크, 그리스 등지지)
○ 이에 대하여 일본 및 미국은 현재 동 문제가 내년도 과기소위에서 다
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들어, 동 과기소위 논의동향을 관찰한 후
2005년도 이후에 법률소위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
장을 표명

- 42 -

○ 특히, 위성원격관측(remote sensing)의 규제에 관해서는 그리스 및 중
남미국가(Grulac)들과 우주선진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며, 결국 내
년 법률소위에서 브라질이 수정안을 다시 제안하기로 하고 마무리됨.
- 찬성국들은 198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
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이 기술의 발전, 민간활동의 증대 및 경제 정치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적실성을 잃었으며, 개도국 입장에서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
여 데이터에 활용하고자 하여도, 높은 사용비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
로 동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원격탐사를 규제하
기 위한 협약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
- 이에 대하여 미국, 벨기에, 일본 및 캐나다 등 우주선진국들은 현재까
지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1986년 채택된 이후
원격탐사의 정보에 대한 개도국 및 선진국들의 활용이 대폭 늘어났고,
우주활동 특히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가격규제 및 비용상환 등
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주활동의 위축을 발생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함.
마. 발사국관련 권고안 작성논의
○ 발사국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작성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등의 찬성국과 남미 등 반대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권고작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찬성국들은 이 권고안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
W/G에서 컨센서스로 합의된 내용이며, 새로운 해석이나 원칙을 제안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권고사항임을 지적하고, 지난 W/G에서 이루
어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권고안의 이번 법률소위에서 채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오는 6월 본회의에서 권고안의 내용에 대
하여 논의하자는 중남미국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6월 본회의 기간중
동건 관련하여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음.
- 칠레, 콜롬비아 등 반대국들은 대체로 동 권고안의 내용에는 큰 문제점
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권고안도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므로, 동 권고안
의 채택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소위가 본회의의 보조기관
인 점 등을 들어오는 6월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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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장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논의하되, 권고안 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의견을 사무국에 미리 전
달하여 회원국들이 미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함.
바. 회의 결과 요약
○ COPUOS 법률소위는 우주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주법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논의 주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동 소위가 우주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동 소위를 통해 주요 우주국의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우주물체 의정서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3년 COPUOS 법률소위에서는 UN의 감독기관 수행문제, 우주자산
의정서와 기존 외기권협약과의 관계, 특히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한 양
조약체계간의 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금번 법률소위에서 일부 국가들이 지난 법률소위의 W/G에서 채택한
“발사국 개념”에 관한 보고서를 6월 본회의를 거쳐 UN총회의 별도
결의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동 보고서가 UN총회에서 결의로 채택
되는 경우 발사국 개념에 대한 soft law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국제우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는 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UN 우
주법 워크샵’에서는 국제 우주협약의 현황과 이행에 대한 논의들이 이
루어짐.
- 2003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 항우연에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이 개최됨. 동 워크샵에서는

27개 국가의 정부대표 및 우주

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유엔 외기권조약의 국내차원의 이행’
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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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가. 2003년도 개최일정 및 Agenda
○ COPUOS 본회의는 통상 매년 6월에 개최되며 2003년도 46차 회의의
경우,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비엔나 UN센터에서 개최되
었음.
○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UNIDSPACEⅢ 권고 이행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 이용을 위한 방안)관련 논의
․과학기술 소위원회 보고서
․법률소위원회 보고서

․우주 관련기술의 여타분야 확산 혜택
․우주와 사회

○ OOSA사무국장은 Millenium 개발목표 달성과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결과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표명.
○ 아울러 OOSA 직원들은 부족한 인력(소요인력의 70% 수준)으로 과다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수개월 내에 결원이 충원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 이와 관련, associate expert를 파견해 준 한국 및 프랑스 정부에 감
사 표명.
○ 사무국은 2004-5년 예산안을 준비중인 바, 사무총장안에 따르면 5.9%
증액된 460만불 수준임.
○ 사무국의 많은 활동을 감안시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가 필수적임. 특
히 space application 분야 활동은 정규예산이 총 지출액의 1/3을 충당
하는데 불과한 실정임.
- 그간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준 미국, 오지리, 체크, 리비아 정부
및 ESA(European Space Agency)에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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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PACE III 이행관련, 사무국은 2004년 이행검토회의에 제출할 보
고서 준비과정 지원, 권고 이행팀들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지원 등 제
공
○ Spaceweek International Association과 긴밀 협력, World Space
Week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중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우주
관련 행사가 동 기간중 개최되었음을 설명.
○ 제1차 유엔 우주법 W/S을 유치한 네덜란드 정부 및 차기 W/S 유치
국인 한국 정부에 감사함.
나. 주요국의 발언요지
1) 한국
○ 우리 나라 수석대표인 서정하 공사참사관은 신임 Sergio Camacho 외
기권위원회사무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인사말과 더불어 우리 나라
우주분야 활동을 소개하였음.
- 국가우주개발계획 수립 및 개정 향후 위성발사 계획 소개(2015년까지
통신위성 5, 다목적위성 8, 과학위성 7 등 총 20개의 위성 발사
- 2005년까지 KOMPSAT-2 발사 및 Space Center 설립추진 계획 소개
○ 과기소위 및 법률소위 보고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
명
-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우주폐기물 관련, IADC의 가이드라인 환영 및 논의 진전 기대
- 현존 5개 우주조약의 이행 증진 노력 필요
- 제한된 자원인 지구정지궤도는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 분배 필요
- 우주자산의정서의 감독기관은 유엔이, 등록업무는 민간기구가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년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UN 우주법 W/S의 의제, 진행
방식 등 소개.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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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 참사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해준 모든 나라에
감사를 표명.
○ 미국은 우주정거장(ISS)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협력국들
과 함께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잔류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
○ 자국의 우주활동 소개
- 3년째 인간을 잔류시키고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지난 1년간 65차례
과학실험 실시
- NASA가 지원한 우주에서의 X-레이 실험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
- 화성탐사선 Odyssey가 Red Planet 내부에 다량의 얼음(물)이 존재
할 가능성에 대한 단서 발견
- 72년 발사되어 30년간 우주탐사활동을 수행한 “Pioneer 10”이 지구
로부터 76억마일 거리를 벗어나 연락이

두절되어 영원히 우주속으

로 사라짐.
○ 2003년 우주 관련 행사계획
-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중
- 7.31. 워싱턴에서 Earth Observation Summit 개최, 지구환경, 경제
문제 등 대응을 위한 지구관측체제 수립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공약 확보를 추구
○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action team들의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음을 평가
○ 금번 회의 의제 “우주개발의

spin-off benefit"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
- 우주활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제고 노력 관련 정보교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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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 지난 1년간 국제협력을 포함한 우주분야 러시아의 활동은 매우 역동
적이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우주선 발사기지 보강, 새로
운 위성 발사, 등 국내 우주관련 활동 및 호주와의 협정을 통한
Christmas Island 위성발사기지 건설, ESA의 자국 위성발사기지
Baikonur 이용 등 우주분야 국제협력을 소개
- 러시아는 콜럼비아호 참사에 불구하고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국
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우주정거장을 통한 미국 등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
-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남아공,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도 양국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을 언급
○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비엔나 선언에도 명백히 언급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군사화 가능성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협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군비경쟁이 우주로 확대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고 강조함. 그러나 불행히 우주의 비군사화, 모든 종류의
무기의 외기권 배치 또는 사용금지 관련 논의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함.
○ 단일 우주법 형성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회원국간 콘센서스로 단일 우주법이 추진되기를 희망
4) 중국
○ 중국은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에 반대해 왔음을 상기하고, 우주의 개발
은 인류의 복리증진과 국가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고 주장.
○ 일부 국가가 우주의 비군사화 이슈를 COPUOS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
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나, COPUOS와 관련 국제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 “신조우 1-4호”, 기상위성 발사 등 국내 우주관련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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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국내 우주활동 소개
- NASDA의 세차례 H-ⅡA 발사 성공(2002.9, 10, 2003.3)
○ 국내 우주활동 관할기관 개편계획이 지난 12월 의회를 통과, 새로운
단일 우주관련 기구가 탄생하였음을 소개
- 현재의 NASDA, ISAS, NAL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로 단일기관화
○ 지구관측 분야에서 CEOS(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틀안에서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IGOS(Integrated

Global

Observig Strategy)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두 번째 지구관측위성 Midori-2 발사
○ UNISPACE III 권고 이행을 위한 6개 action team에 활발히 참여

6) 독일
○ 3년간의 “발사국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난 법률소위를 통해 많은 성
과를 거양한데 대해 평가하고, 동 논의결과를 유엔총회 별도 결의로
추진하자는 자국 및 일부 국가의 제안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 자국 및 EU차원의 우주관련 활동을 소개
- 2003.6.2. 유럽 화성탐사선 발사 성공. 독일은 지표면 내부 탐사에
활용될 굴착기 “PLUTO" 및 고화질 천연색 영상장치 ”HRSC" 제공
-

ESA ENVISAT가 환경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기여

7) 이태리
○ 이태리 위성 “BEPPO SAX”가 지난 4월 우주 폐기물에 의한 손상 등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 성공

- 49 -

○ 지난 6월 화성탐사선 발사시 이태리는 미국과의 기술협력하에 화성
표면 물지도 제작용 고성능 레이다, 대기 연구를 위한 장치(MARSIS)
제공
○ Alenia Spazio사와 지구관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4개의 레
이다 위성으로 구성되는 동 시스템은 환경감시, 위기관리, 자원관리,
안보 등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8) 인도
○ 인도 첫 기상위성인 METSAT-1 궤도진입 성공.
- 동 위성은 인도양 상공에서 고화질의 지구 기상 영상자료를 보내오
고 있음.
○ 다목적 위성 INSAT-3A가 4.9. 유럽의 Ariane-5 위성발사체로부터 발
사되어 GTO(Geo-stationary Transfer Orbit)에 성공적으로 진입.
- TV 방영, 통신, 수색, 구조, 기상 서비스 등 기능 수행
○ 2003.3. 제21차 IADC(Inter 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인도 개최 소개
○ 국내 우주관련 활동 성과 소개
-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한 6개주의 지하수 지도 제작
- OCEANSAT-1의 해수면 색깔 자료 및 미국의 NOAA 해수면 온도
자료를 활용한 어획가능지역 지도 제작
- 과학실험위성, 통신위성 발사, 위성을 이용한 원거리 교육 및 벽촌
의 tele-medicine 등

9) 브라질
○ 제42차 법률소위시 여타 중남미 국들과 그리스가 공동으로 원격탐사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을 상기하고,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도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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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우주관련활동 소개
- 중국과 공동으로 지구자원탐사위성(CBERS-2)을 중국 Tayuan 발사
기지에서 9.30 발사 예정
- 2002.12. 모잠비크와 브라질 위성을 이용한 환경 및 수자원 감시체
제 수립에 관한 MOU 체결

다. 주요의제 논의 사항
1) COPUOS 차기(2004-2005) 의장단 선출문제
○ 회의일정에 따라, 첫날 개회 직후 의장은 Lichem 오지리 외교부 국제
기구국장(본건 coordinator)으로부터 의장단 구성문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5.6. 비공식 협의시 콘센서스로 채택된 “향
후 COPUOS 의장단 구성(안)”을 공식 채택하였음. 이어 다음과 같이
각 지역그룹에서 추천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함.
- 의장 : Mr. Abiodun(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룹)
- 제1부의장 : Mr. C. Arevalo(콜롬비아, 중남미&카리브 그룹)
- 제2부의장 겸 보고자 : 미정(아주그룹에서 추천하는 대로 승인)
- 법률소위 의장 : 미정(서유럽&기타 그룹에서 추천하는 대로 승인)
- 과기소위 의장 : 미정(동유럽그룹에서 추천하는 대로 승인)
○ 상금 선출되지 않은 제2부의장 겸 보고자, 법률소위 의장, 과기소위
의장 등 3인은 가급적 금번 회의 종료 전까지 각 지역그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출키로 함.
2)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 이용을 위한 방안관련 논의
① 러시아
○ 비엔나 선언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무기의 외기권 배치,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COPUOS 회의에서 동 이슈에 대한 논의가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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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가능성 있는 외기권에서의 군사무기의 배치는 세계적인 군축, 군
비제한 및 전략적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외기권의 군
사적 이용을 방지할 법적 체제 형성 필요성을 강조.
○ 외기권의 비군사화 문제는 단일우주법 형성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우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단일
우주법 형성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단일 우주법 형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② 미국
○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COPUOS에서의 “외기권의 군사화” 관련 문제
논의에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 반복
- 현재 외기권의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fora는 유엔총회 제1
위, Committee on Disarmament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
COPUOS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COPUOS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에 놀랄만
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주어진 mandate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 이용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의
- 지난해 성공리에 개최된 미주지역 우주회의와 유사한 지역회의를
개최, 역내 및 지역간 우주활동 관련협력 증진
- 지난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시 우주관련 기술의 지속가능개발을 위
한 활용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듯이, 우주관련 기술의 활용 확대

③ 파키스탄
○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 이슈를 COPUOS 회의에서
논의해 왔으나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
○ 우주의 비군사화,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감안, COPUOS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과 병행하여 CD 등 관련 기구와 실
무차원 협력관계 수립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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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아울러 우주의 평화적 목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우주응용기술
의 확산을 위한 협력 등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
3) UNIDSPACEⅢ 권고 이행에 관한 논의
○ 스웨덴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동 의제논의를 위한 WG을 전체회의와
병행 개최, 2004년 제59차 유엔총회에서의 UNISPACE Ⅲ+5 검토회의
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논의, 그 결과를 문건으로 채
택 하였음.
○ 한편, 본회의는 UNISPACE III 권고이행을 위한 12개 action team들
의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참가국들은 지난 한해 동안 action team 들
의 관련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였음. 금년 과기소위시

결정으로 늦게 구성된 권고사항 9 action team(의장 : 말레이시아)는
업무목표, 작업계획 등을 발표하였음.
○ 본 회의 기간 중 12개 action team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각 action
team별 검토회의에 제출할 input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4) 과학기술 소위원회 보고서
○ 재해관리를 위한 우주기술, e-health, e-learning 및 재해관리를 위한 위성
통신, 자연자원 관리 및 지구환경 보고 및 감시, 기초 우주과학에 대한 교
육, 우주법 등 외기권위원회사무국(OOSA)이 중점 추진하는 priority
thematic areas에서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 및 향후 활동계획을 소개
- 재해관리를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에 관한 서아시아 지역 워크샵이
금년 12.13-16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됨
- 지구관측위성체제(GNSS) 전문가회의가 2002년중 칠레, 잠비아 및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됨
- 원격탐사 관련 워크샵이 6.29-7.3간 시리아에서 개최 예정
- 기초 우주과학에 관한 워크샵이 2004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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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응용기술 프로그램은 소요비용의 2/3를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로
충당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다수 국가가 지난 과기소위에서 외기권에서의 핵동력원 사용문제를
다시 다년도 작업계획(multi-year work plan)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
하였으며, 우주 핵폐기물 문제 관련 지난 과기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IADC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이 검토하여 차기 과기소위 이
전에 사무국측에 제출, 이를 기초로 우주 핵 폐기물 경감을 위한 논
의가 지속되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음.
○ 영국은 IADC의 제안을 보완하여 우주 폐기물 관련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프랑스 등이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각국이 수용가능한 행동지침이 조속히 마
련되기를 기대하였음.
○ 또한 참가국들은 자국 내에서의 우주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 응용사
례를 소개.
○ 인도는 최근 발사한 다목적 위성 INSAT-3A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작동중임을 언급하고, 우주기술을 이용한 전 지구적
자연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다년도 작업계획이 1년
더 연장된 것을 환영하였음.
○ 프랑스는 원격탐사가 토양관리, 해양자원 관리, 정밀영농, 어업, 지도
제작, 자연재해 관리 등 실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
음을 주목하고, 우주와 자연재해 관련 국제협력체제가 2002년중 15번
작동되어 홍수, 진흙사태, 지진, 화산폭발, 태풍, 유류유출 등 재해지역
에 대한 위성관측자료가 긴급 제공되었으며, 금년 5월 알제리 지진 발
생시 즉각적인 자료제공으로 재난 구조활동을 지원하였음을 설명함.
○ 미국은 위성을 이용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COSPAS-SARSAT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 참가국들
의 적극적인 기술협력하에 70년대말 활동개시 이래 지금까지 13,000여
명의 인명을 구제하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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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금년 10월 우주기술과 원격탐사 기술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3차 기술훈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임과 2004.5월 우주 기초과학
에 관한 UN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함.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활동 및 역내 국가들
과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관련 자료를 개도국에 제
공하고 있음을 설명함.
- 다목적 실용위성 1호는 1999년 10월 발사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2호
가 2004년 발사 계획중임.

2호는 해상도 1 m급 흑백영상과 4m급

4-color 영상을 제공하여 지구환경감시, 자연재해 방지 및 구조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에 매우 유용한 것임.
- 우리나라는 동 실용위성을 통해 획득하는 지구관측자료를 매우 저
렴한 가격으로 각국에 제공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학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 협력방법과 분야를 논의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

5) 법률소위 보고서
○ 미국, 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법률소위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발사국
개념 WG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UNIDROIT 및 COPUOS 공동으로
추진중인 우주물체 의정서 성안 노력이 우주의 상업화 및 우주활동에
의 민간 참여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음.
○ 독일 등 국가들은 지난 법률소위에서 채택된 “발사국 개념”에 관한 논
의 보고서를 별도의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다시 제
기함. 이에 따라, 관심있는 국가들간 동 건 논의를 위한 비공식 협의
를 개최하였음. 그러나, 미국 등 몇몇 국들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여,
금번 본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차기 법률소위에서 동건을
다시 논의키로 하였음.
○ 우주자산 의정서가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주활동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국들이 모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
으나, 동 의정서의 감독기능 수임자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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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유엔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적 성격의 우주자산 의정
서의 감독기능을 유엔이 수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대립
함.
○ 우리나라는 유엔이 감독기능을 수임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
○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 획정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외기권 경계에 대
한 정의의 부재가 우주법 체계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주활동의 증가에 따라 국가간 이에 따른 분규발생 소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외기권의 경계획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미국
은 경계획정이 불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함.
○ 우리나라의 김 병교 대표는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의 상업화로 인하
여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영공
과 우주의 경계로 간주되고 있는 지상 100-110km 정도를 경계로 획
정하는 데 이견은 없으나, 다만, 본격적 논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는 견해를 표명.
○ 우주법의 단일화 문제 관련, 미국은 현존 우주조약이 급속히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우주활동을 잘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일 우주법 체계화 논
의 보다는 기존 4개 우주법(미국은 달조약에 미가입)에 대한 가입국
확대 노력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중국, 러시
아 등은 단일 우주법 형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음.
○ 우리나라의 김 병교 대표는

5개 우주조약의 이행확대 노력의 일환으

로 “UN 사무총장이 미가입국 외무장관앞으로 우주조약 가입을 촉구
하는 서한을 발송토록 하자”는 제42차 법률소위의 권고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6) 우주 관련기술의 여타분야 확산 혜택에 관한 논의
○ 참가국들은 우주개발에서 파급된 기술이 의료, 통신, 제조, 컴퓨터, 환
경보호, 자연자원 관리, 농업생산 증대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크

게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우주기술이 인류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
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혜택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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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NASA의 우주관련 기술로부터 1000 가지 이상의 다양한 응용
제품 또는 공정이 개발되었음을 언급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례
를 소개함.
○ 장애인의 눈의 응시방향을 탐지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
실용화
○ 소형 항공기가 비행 중 고장이 났을 때 기체 전체를 안전히 착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낙하산을 개발, 현재까지 184명의 인명을 구제
○ 우주인들을 위해 개발된 물 정화기술을 응용, 염화암모늄과 질산염을
제거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기술 개발
○ 일산화탄소를 무해한 탄산가스로 전환하고 포름알데히드 증기를 제거
하는 저온 촉매기술을 사용하여 화재 시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는 가스마스크와 피난상자 개발
○ 우주센서 기술로부터 개발된 컴퓨터 칩 카메라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뼈의 밀도를 측정
○ 무중력 상태에서의 연구를 통해 높은 수확량과 다량의 비타민을 보유
한 새로운 농산물 개발
○ 일본은 NASDA에 축적된 우주기술로부터 300가지 이상의 기술이 산
업계로 확산되어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아래 사례를 발
표함.

․ 주택용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완충장치

․ 뇌수술 용 현미경을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지지대

․ 성능이 대폭 향상된 단열장치, 전기저항 소자, 수조필터 등
○ 미국의 Space Foundation은 special presentation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우주기술이 실생활에 응용된 사례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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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무게와 온도를 탐지하여 그것에 알맞는 힘으로 받쳐주는 새로
운 스펀지 물질을 개발하여 베개, 쿠션 등에 사용
○ 고열의 가스를 지뢰 안에 주입하여 지뢰의 화약이 폭발하지 않고 연
소하게 하는 장치 개발
○ 사람의 귀의 달팽이관에 이식하여 청각을 회복시키는 장치 개발
○ 지구관측위성의 망원경에 사용된 광자굴절장치를 응용한 안구의 결함
조기발견 기술 개발
○ 디젤엔진 배기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95%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디지털밸브 개발

7) 우주와 사회
○ 아래 3개의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우주가 인류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음.
○ 참가국들은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즉 원격탐사, 원거리 통
신, 우주항해 등이 인류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고,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또한 우주탐사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사회와 사회간, 선진국과 개
도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주
개발을 통한 국가간 협력이 국제적인 협력도 촉진하고 있음을 평가함.
○ 외기권에서 찍은 최초의 지구 사진은 지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줌으로써 인류에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공동운명체라는
점, 지구환경 보전 필요성에 대한 자각 등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
○ 우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우주관련 행사
(World Space Week), 워크샾, 지역차원의 국제회의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으며, 특히 99년 유엔총회 결의로 매년 10.4-10간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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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pace Week이 우주에 대한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제고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콜롬비아의 제안으로 동 의제에 대한 논의를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하
기로 하였으며, “space and education"을 2004-2006년간 동 의제하의
중점논의사항으로 채택하였음.

8) 기타 논의사항
① 차기 COPUOS 의장단 선출 문제
○ 회의 첫날 해당 지역그룹이 추천하지 못하여 공석으로 남아있던 차기
의장단 참여자들을 선출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함.
- 의장 : Adigun Ade Abiodun (나이지리아)
- 제1부의장 : Ciro Arevalo Yepes (콜롬비아)
- 제2부의장겸 보고자 : Parvis Tarikhi (이란)
- 과학기술소위 의장 : Dumitru Dorin Prunariu (루마니아)
- 법률소위 의장 : Sergio Marchisio (이태리)
② 리비아의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 미국이 회원국 수의 지역적 균형 필요성, 절차상 본회의 논의 이전에
지역그룹 내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고, 리비아의 신
규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가 없음에 따라 동 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③ 옵저버 지위 부여
○ 요청에 따라 아래 2개 국제기구에 Permanent Observer 지위를 부여함.
- Regional Center for Remote Sensing of the North African
States(CRETEA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II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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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규 의제
○ 오스트리아의 제안으로 “Space and Water"를 차기 회의 신규의제로
채택함.
라. 회의결과 요약
○ 2003년 회의는 내년 UNISPACE Ⅲ+5 검토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WG을 본회의와 병행 개최하여 보고서의 draft outline과
작성을 위한 time table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동 WG은 내년
과기소위 및 법률소위시 12개 action team 의장들과 비공식 협의를
개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고 47차 본회의시 WG을 다시 개최, 보고
서를 마무리하기로 함.
○ 지난 법률소위에 이어 독일은 제41차 법률소위의 관련 WG에서 합의
된 발사국 개념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발사국의 법적개념의
적용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모로코, 독일, 체크, 프랑
스, 일본, 헝가리 등과 공동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건 논의를 위
한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미국들 일부 국가들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여, 이를 내년 법률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음.
○ COPUOS가 UNIDROIT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우주자산의정서 관련,
다수 국가가 동 의정서 성안 시 향후 우주활동의 상업화 및 민간분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으나, 의정서의 감독기관과 등록
업무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소위 논의에 이어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음.
○ 1년 이상 끌어오던 COPUOS 의장단 구성문제가 최근 비공식 협의과
정에서 컨센서스에 도달한 Lichem 오지리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의 중
재안을 금번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함으로써 타결되었음.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소속된 아주그룹의 주요 의장단 참여일정은 다음과 같음.
․ 본회의 의장 : 2012-13

․ 본회의 부의장 : 2004-5(제2부의장겸 보고자), 2008-9(제1부의장)

․ 과학기술소위 의장 : 2006-7

․ 법률소위 의장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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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주 관련기술의 여타 분야 확산효
과’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주관련 기술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응용되어 인류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지를 소개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용화된
우주관련 기술의 의학, 건축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이 점차 전체 인류의 복지를 위해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를 위한 대 개도국 기술지원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다시 우주의 비군사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단일 우주 법체계 형성을 위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바, 미
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내지 비군사화 문제는 유엔총회 등에서 논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우주법체계가 정상 작동하는 상황에서 단일
우주법체계 형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제2차 UN 우주법 워크샵이 2003년 11.3-6
간 대전에서 개최 예정임을 소개하였으며, 여러 나라가 동 워크샵의
한국 개최를 축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 2003년 11월 3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에 27개
국의 정부대표 및 우주법 전문가 100여명 참석하여 ‘유엔 외기권조약
의 국내차원의 이행’이란 주제하에 논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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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
1. 개 요
○ 우주활동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체계는 1960년 초부터 UN COPUOS와
그 내부의 Legal Subcommittee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외기권에서의

우주활동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으로는

COPUOS와 그 총회에서 1966년 확정되어 1967년 시행되기 시작한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임.
○ 외기권 조약, 책임협약, 구조협약, 달조약 등을 포함하는 국제 우주법
은 특히 인간의 달착륙, 국방용도의 인공위성 발사, 통신, 원격탐사 등
본격적인 우주활동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대흐름과 병행할 수 있
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기술적인 진보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부속서
의 작성과 우주활동에 대한 기준의 제정과 적용, 이를 위한 전담기구
의 설치 등이 있음. 우주활동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분야로는
우주활동에 대한 추천분야와 국제적 표준, 지구 및 외기권에서의 활동
시 지켜야 할 환경표준, 구조협정에 바탕을 둔 조사와 구조에 대한 표
준, 우주왕복선 운영의 표준, 기타 표준 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UN에서는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기술적인 이슈들과 우
주분야 민간투자의 증가에 따른 사익보호에 대한 요구들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으나 참여회원국의 수가 늘고 회의진행방
식(consensus방식을 취하고 있음.) 등의 문제로 법체제 정비의 효율성
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음.
○ 그 밖에도 1992년 총회에 의제로 채택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
중에 있는 NPS(Nuclear Power Sources) 원칙, 외기권에 대한 정의와
경계, 정지궤도의 특성과 활용, 1994년부터 의제로 채택되어 제 32회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ce & Technology Subcommittee)에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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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토에 들어간 우주쓰레기(Space Debris) 문제 등 별다른 진전없
이 논의만 계속되는 이슈들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국제 우주법은 개별 우주활동국의 자국내 우주 관련법을 초월
하는 규제체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우주관련 법이 포괄하지 못하
는 성격의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교한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
임.
○ UN은 안전한 우주활동과 분쟁발생 시 상호 관련국의 이익 보호를 위
하여 위와 같은 국제법적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활동과 함께 개별 우주활동국가로 하여금 자국내 우주관련 법을 제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우주개발 체계,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 우주
활동의 안전의무, 보험 및 재정책임조건, 면책사항 등이 있음.
- 우주개발체계: 정부전담조직, 종합조정기구, 국가의 우주개발 비젼
-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 우주활동 면허발급, 발사승인, 발사시설 등
검사 및 감독
- 우주활동의 안전의무: 안전 및 환경기준 제정, 발사시설 및 우주발사
체의 기술적 검토, 사고조사 절차 등
- 보험, 재정책임조건 및 면책: 제 3자 손해배상 규정, 책임배상 보험의
무, 사업자 및 국가의 배상한도 등
○ 주요 우주활동국의 우주 관련법은 크게 우주기관법과 우주활동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2.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음.

2.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
○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을 들 수 있으며
우주활동에 초점을 맞춘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스
웨덴, 호주,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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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동일 법안에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같이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주기관에 대한 세부 관리 규칙
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음.
○ 개별 우주활동 국가의 우주활동 정도,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 및 상업
적인 발달정도에 따라 우주관련 법의 범위와 제정 형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모법의 성격인 국가항공우주법(1958년) 제정
이후 우주활동 및 기술, 상업적인 발전 정도에 따라 부수적인 법을 영
역별로 하나씩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법의 제정과 함께 관할 정부부처
에 대한 권한의 분산이 적절히 진행되어 진 것으로 보여짐.
○ 우주활동이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법을 서서히 제정해 온 국가가 있는 반면, 호주, 브라질, 우크라
이나 등의 비교적 우주개발 후기 진입국들은 하나의 법안에 모든 내
용을 동시에 담은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개의 법을 제정
하여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패키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
○ 이는 개별 우주활동국의 활동범위 및 양상에 따라 적절한 법의 형태
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우주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 우주기관법에는 주로 에이젼시의 기능과 임무, 설립과 목적, 기관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우주활동법에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주개발 전담기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우주개발과 활동의 목적, 인허가 및 감독, 등록, 처벌 등
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음.
○ 또한 우주활동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
로 하는 우주활동과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우주활동을 분리하여 운용
하는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동을 명시하되 관할 기관의 명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화적 활동원칙을 준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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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우주법의 주요 내용을 국가간에 비교한 것임.
< 표 2-9 > 주요국의 우주법 내용 비교
영국
주요 우주활동 관련법

캐나다

-외기권법

-CSA 설립법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주활동
-우주법
법

1. 우주개발 목표/비젼

×

×

×

○

2. 우주개발 체제

×

○

×

○

×

○

○

○

3. 우주활동 면허

○

○

○

○

4. 보험/재정 능력

×

○

○

○

5. 안전의무

×
×
×

×
×
×

×
○
×

○
○
○

호주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 우주기구(Space Agency)
- 우주개발위원회

6. 우주물체 등록
7. 국제협력

- 우주활동법
- 우주활동
시행령

-국가우주개발
체계구성법
-우주개발활동을

- CNES
설립법

관한
러시아

위한 국가정책법

연방법

- 브라질 우주

주요 우주활동 관련법

- 우주활동에

개발청법
-국립우주연구원법
- 우주발사체
운영에 관한 법
1. 우주개발 목표/비젼

×

○

×

○

2. 우주개발 체제

×

○

○

○

×

○

○

○

3. 우주활동 면허

○

○

×

○

4. 보험/ 재정 능력

○

○

×

○

5. 안전의무

○
○
○

○
○
○

×
×
×

○
○
○

- 우주기구(Space Agency)
- 우주개발위원회

6. 우주물체 등록
7. 국제협력

(○: 조항 있음, ×: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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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개별 우주활동국의 우주기관법과 우주활동법의 세부 법조항과
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가. 우주기관법

1) 캐나다 우주기관법 (Canadian Space Agency Act)
○ 정의(Definitions): 에이젼시, 이사회, 장관, 원장 등
○ 에이젼시의 설립(Establishment of Agency): 목적과 기능, 에이젼시의
활동
-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 우주과학과 기술의 증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구가
- 에이젼시의 권한
- 에이젼시는 장관을 도와 국가 우주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또한 프로젝트의 계획, 지도, 경영을 하며, 우주기술이 산
업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함. 상업적 활용을 고무시켜야 함. 이러
한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이젼시가 할 수 있는 행위 규정
○ 정부시설(Government facilities): 에이젼시의 서비스 및 시설장비의
적절한 이용
○ 장관의 권한, 의무 및 역할
- 우주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coordination)
- 에이젼시에 대한 책임
- 협정(Agreements)
- 차관과 지불보증 관련
○ 에이젼시의 조직: 에이젼시의 대표, 경영자(CEO), 대표의 활동 및 권
한, 의무, 역할, 고용과 임금, 우주비행사에 대한 조항, 에이젼시의 위
치, 적용법률 및 적용 불가능 법률, 이사회 관련 조항 등.
2) 프랑스

(가) 국립우주연구소(CNES) 설립법(1961)61-1328

○ 1961년 제정된 프랑스 법률 61-1382는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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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설립에 관한 법률로 CNES가 담
당하게 될 우주활동의 정의와 재정, 그리고 이사회와 정부부처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법률 61-1328을 1962년
에 제정, CNES의 관리와 재무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소속과 의무: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는 프랑스 총리 산하의 공
공과학기술 연구원으로, 자체 재정으로 산업 및 상용목적의 임무를 수
행
○ 임무: 우주활동 관련 정보수집, 국가 연구프로그램의 수행,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 재정과 회계보고 의무: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과 회계보고 의무
○ 우주예산의 관장 및 관련법: 62-153법에 의해 책정된 재정에 따라 우
주예산을 관장
○ 연차보고: 연차활동의 국회보고
(나) CNES의 구체적인 관리 및 재무규정 (61-1328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 62-153)
○ 이사회의 구성: 국가 과학연구센터의 장, 파리천문대의 장, 국방연구
및 시험실의 장, 과학, 산업분야의 저명한 원로 4인, 관계당국 및 국무
내각의 공무원 3인
○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후보
지명 가능, 차기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 이사회의 활동: 관련 분야 연간 최하 8차례의 조사활동
○ 이사회의 조사활동: 법에 의해 정의된 활동과 재정, 부서의 조직 및
구성, 회계, 인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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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의결 사항의 확정기록 후 8일 이내 장관의 거부가 없으면 적용
○ 재경부 장관의 동반 승인사항: 손익, 재정, 인력정책
○ 우주평의회의 구성: 계획의 통제위원(Commissar), 과학기술연구의 총
대표, 과학기술연구 자문위원회장, 국방과학실무위원회장, 파리과학대
학 원로, 과학연구 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의 16부문(세포생물
학)의 장
○ 이사회 대표와 승인: 이사회 대표는 CNES의 모든 민간부문의 국제업
무를 대표, 계약, 협정, 습득물 관리, 특허, CNES의 변호, 고용, 연차
보고서 등에 대하여 승인
○ CNES 임원의 임명과 업무: 임원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CNES 각
부서들의 규정과 조직에 관계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채용에 대
한 전권을 가짐. 그리고 CNES의 연간 손익, 회계, 수익과 지출계획
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준비하여 보고해야 함.
○ 일반관리비, 수익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 그리고 원장의 급여:
재경부 장관과 총리가 대리 선임한 장관에 의해 결정
○ 연차보고서: CNES 원장은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연차보고서를 재경
부 장관과 총리가 대리 선임한 장관에게 보고,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재정관리: CNES의 재무관리에 대한 통제는 재경부장관의 권한 하에
정부관리가 담당. 세부절차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법률로 제정
○ 재정보고서의 관리: 1948년 1월 6일 법률 56조에 의해 규정된 공공단
체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관리

3) 일 본
(가) 우주개발위원회(SAC)법
○ 해외의 우주활동이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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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일본은 우주개발의 진로를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한 일환
으로 1955년 5월 총리부 주관으로 우주개발심의회를 발족함.
○ 그 후 과학위성과 로켓개발이 시작되면서 우주개발추진본부와 우주항
공연구소가 설치됨. 국가적으로 통일된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심의결정
하고, 계획의 평가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것
을 결정하였으며 1968년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10 > 일본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목적 및 설치: 우주개발에 관한 일본의
제 1조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그 민주적 고문
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제 2조

소장업무

전문위원

제 3조

의견의 존중

간사

제 4조

자료제출의 요구

부회

제 5조

조직: 위원장과 4명의 위원

서무

제 6조

위원장: 과학기술청 장관이 담당

잡칙

제 7조

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가능

제 8조

회의

8조-2

위원의 급여
위원의 직무(결정권한)
- 우주개발에 관한 정책

제 9조

- 관계행정기관의 우주개발에 관한 종합
조정 중 중요 사안
- 관계행정기관의 우주개발 관련 경비
-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훈련 대강

제 10조

참여위원 및 전문위원
고문 및 전문위원: 고문은 25인 이내로

제 11조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및 학식경험
이 있는 자 중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임
기는 2년, 재임가능

제 12조
부칙

정령에의 위임
부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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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① 총칙
○ 법률 제정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어 정의: 우주과학, 기초과학, 인공위성,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한 용
어를 정의하고 설명
○ 기구의 명칭
○ 기구설립의 목적: 기초연구 및 우주에 관한 기초적 연구개발 또는 인
공위성 등의 개발, 발사, 추적, 운용 및 이것에 관련하는 업무를, 평화
를 목적으로,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항공에 관한 기초적 연구개발 또는 이들에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학 등에 있어서 학술연구 개발, 우주과학기술
및 항공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또는 우주 개발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
○ 사무소 위치
○ 자본금
○ 출자증권
○ 지분 환불 등의 금지
② 임원 및 직원
○ 임원
○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 임원 임명시 우주개발위원회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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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
○ 임원의 결격 조항의 특례
○ 임원 자격의 제한조건
○ 이사 및 감사
○ 임원 및 직원의 비밀 유지의 의무
○ 임원 및 직원의 지위

③업무
○ 업무 범위 등
○ 우주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 중기목표(항공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연구 및 항공에 관한 기초적 연구개발, 이것에 관계되는 업무 부분을
제외한다)를 결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우주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대신이 결정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해야 함.
○ 학술연구 특성으로의 배려: 문부과학대신은 중기목표(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이것에 관련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결
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연구자의 자주성 존중 그 외의 학술연구 특성
에 배려를 해야 함.
○ 인공위성 발사에 관계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과 보험금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탁자 발사에 관한 특약: 발사계약 시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탁
자와 위탁자의 관계 및 보험계약 등에 관한 조항
○ 적립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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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타
○ 관련 장관의 필요활동에 대한 요구
○ 기구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 관련 활동에 따른 주무 장관 등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 재무대신과의 협의
○ 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⑤ 처 벌
⑥ 부 칙

나. 우주활동법
1) 미 국
○ 미국의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법들이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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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체분야, 원격탐사분야, 우주탐사, 그리고 우주발사장 관련법들을 제정
하였음.
(가) 우주상업화 관련 일반법
○ 우주상업화의 추세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율하
는 것으로는 우주상업화촉진법(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상업우주법(Commercial

Space

Act),

(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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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우주경쟁법

○ 우주상업화촉진법(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은 1996년
제정되었으며, 주 목적은 우주정거장의 상업화, 우주발사체시장의 상
업화, 미국의 GPS 표준제정 촉진, 우주과학데이터 수집 등 우주관련
활동의 촉진임.
○ 상업우주법(Commercial Space Act)은 1998년 제정되었으며, 1996년
제정되었던 우주상업화촉진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있으나 우주센터
(space Centre)의 상업화,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민영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 상업우주경쟁법(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은 1999년 제
정되었으며, 특히 발사와 재진입, 탑재체와 관련된 우주산업의 경쟁력

을 고무시키고, 민․관의 안전한 우주접근을 도모하며, 중요한 위성기
술이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나) 인공위성 관련법
○

인공위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통신위성경쟁

및

민영화법

(Communications Satellit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Act)와 통
신방송법(Telecommunications Act)가 있음.
○ 통신방송법(Telecommunications Act)은 1996년 제정되었으며, 위성이
통신방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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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블 TV, 비디로 서비스 및 학교를 상대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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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MARSAT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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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주발사체 관련법3)
○ 우주발사체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
해 여타 우주활동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종류의 법이 제정되었음. 관
련 법으로는 상업우주발사법(1984), 면허발행법(1988), 허가발사활동에
대한

재정책임에 관한 규정 (1998), 상업우주수송경쟁법 (1999), 우

주수송시설보조금 프로그램(2001) 등이 있음.
○ 비정부기관에의해 수행된 상업적 발사와 재진입작업은 1984년 재정된
상업우주발사법(the Commercial Space Launch Act), 49 United
States Code(USC) 70101 et seq.(무엇보다도, 개정된 1998년 상업우주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또한 연방법(CFR) 코드 14의 400-499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상업우주법의 70101(b)(3)에서는 교통부장관(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이 상업발사와 재진입작업의 수행을 조

정․감독하고, 상업활동의 허가를 발행․양도(transfer)하며, 공중건강
및 안전․재산의 보호․국가안보,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의 이익을 수

호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실제로, 이러한 책임은 연방항공청의 상업발
사수송처에 의해서 수송처장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짐.
○ 70104(a)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으로 발행되었거나 양도된 면허를
요구함.
(a) 미국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발사 또는 재진입작업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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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통치권이 미국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외국 국가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나 주체가 미국밖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재진
입작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재진입발사체의 재진입을 시키는 경우.
단 외국 국가가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주권 혹은 미국정부와의 협정
에 의한 관할권을 갖는 경우는 제외됨.

3) UN COPUOS 문건( A/AC.105/C.2/L.224 ) 참조.

- 74 -

○ 발사와/또는 재진입을 위한 면허의 경우 탑재체가 발사되거나 재진입
할 때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의 보전, 미국의 국가안전 또는 외
교실리와 국제책무에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탑재체
에 대한 검토에 있어 단 하나의 예외경우는 미국정부소유로 운영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나 상무부(국가해양대기청)에 의해
면허가 주어진 경우임. 탑재체에 대한 검토는 주어진 우주물체의 특
성, 운영 및 임무의 수행이 잠재적으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보
전, 미국의 안전 및 외교실리, 국제책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중요한 요소임.
○ 위에서 언급한 허가취득에 추가하여, 모든 발사와 재진입 관련 면허는
면허취득 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등록협약의 IV조를 미국정부가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상업우주수송처에 제공하는 것과 면허와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재정책임의
기본요구조건은 상업우주발사법 70112와 70113항과 연방규칙 14 CFR
440에 규정되어 있음. 요약하면, 발행 혹은 양도된 모든 종류의 발사
및 재진입 면허를 위해서는 면허취득자 혹은 양도받은 자는 손해보험
에 가입하거나 혹은 면허수행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상해 또
는 재산손해 및 손실에 대한 제 3자의 배상요구 및 정부자산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정부의 배상요구에 상응 가능한 최대보상액의 소지여
부를 증명해야 함. 발생 가능한 최대 배상금액은 상업우주수송처에의
해 각 라이센스 경우별로 결정되어지며 상한선은 500 백만 달러(미국
정부 청구시 100 백만 달러) 또는 세계시장기준 책임보험의 최고 보상
금액이 됨. 손해배상의 청구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정부
가 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현재 상한선은 1,500 백
만 달러임. 발사 및 재진입운영면허 취득자는 본 재정책임에 적용받지
않음. 추가적으로, 발사 및 재진입면허취득자는 그들의 계약자, 하부계
약자 및 고객, 그리고 발사와 재진입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계약자
및 하부계약자는 그들 고용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각 당사자 모
두 책임이 있다는 조건하에 상호간의 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협정을
해야함.
○ 상업우주발사법에는 면허취득자의 법규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음. 70106항에는 면허취득자로 하여금 운수성이 공무원이나 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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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고용인 배치 또는 면허취득자가 사용하는 발사장 또는 재진입장,
생산시설 또는 면허취득자의 계약자가 사용할 생산설비 및 조립장, 그
리고 발사체 혹은 재진입 수송체에 탑재체를 장착하는 곳의 감독자로
또 다른 개인 배치수락을 하도록 요구함. 감독자는 면허취득자나 계약
자의활동이 면허법 및 관련법, 규칙에 맞게 행해지는지 모니터해야
함.
(라) 원격탐사 관련법
○ 원격탐사와 관련된 법으로는 1992년 제정된 랜드원격탐사정책법(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가 있으며, 2002년 제정된 원격탐사응용
법(Remote Sensing Applications Act)가 있음.
○ 랜드원격탐사정책법(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은 1984년 제정
된었던

랜드원격탐사상업화법

(the

Land

Remote-Sensing

Commerciali -zation Act)를 폐지하면서 생겨났음. 랜드셋(Landsat)을
이용한 원격탐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권한이 본 법을 통해 상무성
에서 NASA와 국방성(DoD)으로 이전되었으며, 랜드셋을 통한 데이터
수신은 내부성으로 권한이 위임됨.
○ 원격탐사응용법(Remote Sensing Applications Act)은 원격탐사분야의
공공 및 민간의 이용을 포괄하여 개발하고, 지구 환경정보의 획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됨. 원격탐사정책법과 상업우주법에서도 관
련 규정을 두고있어, 본 법과 함께 원격탐사의 상업적 이용 촉진을 위
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본 법에서는 민간분야의 원격탐사응용
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범프로젝트의 시행에서부터 결과평가, 2007년
까지의 수행예산 등 실용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
음.

(마) 우주탐사법
○ 우주탐사와 관련된 법은 2002년 제정된 우주탐사법(Space Exploration
Act)으로서,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래로 미국의 우주탐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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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결과를 배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각성에서
제정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NASA를 중심으로 본 법이 제정된 후 8년 이내에
유인우주선의 자유로운 왕복으로 지구와 달사이에 과학관찰 등의 목
적으로 사용될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10
년 후에는 유인우주선이 지구 저궤도와 행성간 자유로운 비행을 하고,
15년 후에는 유인우주선으로 달 표면을 왕복하고, 달표면에 인간의 거
주구조물을 세우며, 20년 후에는 위의 모든 것이 화성까지 확장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우주탐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NASA의 관리하에 우주과
학, 우주비행 및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또한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및 비정부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함. 또한 2003년에 50,000,000 US
달러, 그리고 2004년에 200,000,000 US 달러의 예산배정에 대한 규정
도 있음.
< 표 2-11 > 미국의 항공우주활동 관련기관 및 관련법
기관명

부속/관련기관

관련법

- NASA 부속 주요
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연구기관 및 우주센터
Spa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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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우주처
(Office of Space
Commerce)
- 국가해양대기국
상무성
(NOAA: National
(DoC: Department of Commerce)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포괄적 우주상업화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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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 미국의 항공우주활동 관련기관 및 관련법(계속)
기관명

부속/관련기관

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ce)

관련법
-원격탐사정책법(1992)

- EROS Data Center
내무성
- US Geological Survey -원격탐사정책법(1992)
(DoI: Department of the Interior)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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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법(1996)
-통신위성의 경쟁 및
민영화 법(1998)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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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성
(DoS: Department of State)

주)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바) 국가항공우주법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 1919년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 미국
항공자문평의회)가

발족되고,

1957년

소련의

인류최초

인공위성

‘Sputnik 1호’ 발사가 성공한 후, 미국은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신설
하고, 국방성에 선행연구 계획청을 만들어 위성 및 우주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함. 이 모든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58년 국가항공
우주법을 제정함.
○ 1958년에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으로 미국 국가항공우
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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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A에 우주분야의 새 업무가 추가되어 NASA로 확대 개편된
것임. 처음에는 우주분야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NSA로 하려다가
과거 활동 업적이 많고 전통이 있는 NACA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NASA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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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여
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우주 활동 국들 중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분
야별 관련법이 가장 많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표 2-12 > 국가항공우주법의 주요내용
조

주

요

내

용

101

명칭

102

정책 및 목적의 선언

103

정의

201

국가항공우주자문 위원회(동 회의는 1973년 폐지)

202

국가항공우주국의 조직, 의무, 권한

203

국가항공우주국의 기능

204

민군연락위원회(폐기)

205

국제협력

206

의회에의 보고

207

초과 우주비행물체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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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 국가항공우주법의 주요내용(계속)
208

스페이스 셔틀 오비터를 위한 기증(권한 소멸)

301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

302

관련 기능의 이양

303

정보에의 접근

304

보안

305

발명에 대한 재산권

306

과학기술적 공헌에 대한 보상

307

부당치료 및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관한 소송

308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 및 보상

309

시험항공우주비행체

310

정부지출금

311

정부기관의 이름 및 그 약자의 오용

312

재사용발사체에 대한 계약

401

목적 및 정책

402

정의

403

인가된 프로그램

404

국제협력

○ 동 법의 성립은 1958년 4월 2일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민생용
의

우주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발단으

로 하고 있음. 그 후에 제출된 법안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여, 1958년
7월 16일에 최종안이 양원을 통과하고, 동 29일에 대통령에 의하여 서
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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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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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우주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때마다 별도의 다른 법률
(NASA

Authorization Act 및 NASA Appropriation Act)에

의하여 예산 배분이 되고 있음.
○ 동 법은 NASA의 조직적 틀이나 권한을 규정하는 조직법으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재산권이나 보험, 보상의 규정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ASA와 고객(User)과의 법적 관계를 기본적
으로 규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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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 기관의 모든 직원 및 활동에 대해한 권한
및 관리권을 가지게 됨.
- 국장 밑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국장이 부재중 또는 직무 수행이 불
가능한 기간동안 국장의 대리를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
- 국장 및 차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
또는 피고용 되어서는 안 됨.

- 81 -

▪ 제 203조[기관의 기능]
- 업무의 수행: 항공우주 활동의 계획․감독실시, 항공우주비행체에 의

한 과학적 측량․관측, 정보의 적절한 배포, 우주공간에 대한 상업적

이용․장려, 상업적으로 공급된 우주 업무 및 하드웨어의 연방 정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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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 NASA의 조직과 주요 연구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 NASA의 조직구조는 관리 분야에 따라 첫째, 본부에서 수행되는 조직
관리(Agency management)와, 둘째 각 센터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
구를 관리하는 사업관리(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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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관리 (Agency Management)
○ 조직관리란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의사결정, 전략적 사업의 관리,
그

리고 동 기관의 전략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의미하며, 주

주, 행정

부 그리고 의회와도 직접 연계하고, 통신 및 연락도 책임지

는 핵심부분임. 기구관리는 예산의 통합, NASA/주주가 관계된 기관
의 장기적 투자 전략, NASA 정책, 표준, 그리고 기구의 기능적 지도
권을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조직관리는 전략적 사업의 정의를 내리고, 사업간의 효율성, 시너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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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한 문제

들에 대하여 통합, 조정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다

수의 자문위원

회와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ⅰ) 국장(Administrator): 국장은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가장 높은
레벨의 정책 결정자로서 NASA의 비젼에 명확함을 제시함. 국장은
NASA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이 기구의 주주와 기타 관련 그룹들의
이익과 요구에 합치되게 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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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임무는 국장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하는 것이며, 특히, 전략적 계
획(Strategic Plan)의 개발과 승인, 매년 GPRA(정부의 기능 수행과
그 결과 법,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r Act)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각 이슈들에 대한 검
토와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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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행자문위원회(Executive Council): 동 위원회는 국장실의 고위관리
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매우 중대한 성격의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수석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과 General Counsel 이 외부자문
관(ex officio advisor)으로 참가하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이 회의에 초청할 수 있음.
ⅳ) 프로그램관리자문위원회(Program Management Council): 동 자문위
원회는

매해의

예산

사이클의

일부로서

사업관련

부국장

(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s)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프
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국장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됨. 또한, 동
자문위원회는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의 이행을 검토하며,모든 NASA의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동 이사
회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검토 프로세스는 비용, 스케
쥴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평가함.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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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고 기타 지정된 분야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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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내부고위관리협의회(Internal Senior Management Boards):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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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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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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
여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관련 부국장들(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s) 그리고 각 센터의 소장들(Directors)과
협력하여 일을 한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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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국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만족시킬 방안을 모색하며

전략사업은

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성질결정을 하고, 사업목적에 충

실한 장기적 기관투자전략, 사업의 통합예산 개발, 프로그램 자원할당
및 이행평가, 사업에 적절한 정책 및 표준을 결정하고, NASA 정책을
실행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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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의 센터들은 프로그램관리와 집행을 책임지고 완수한다. 센터들
은 사업 프로그램과 중앙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내부 그
리고 외부의 고객들에게 전달할 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며, 각 센터
의 소장들은 기관관리, 사업자원에 대한 요청의 관리, 기구의 기능적
리더쉽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활동, 그리고 NASA 및 전략사업정책의
이행을 담당함.
○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사업관리를 위한 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ⅰ) 사업부국장(Enterprise Associate Administrator ; EAA) 및 기구프
로그램관(Institutional Program Officers): NASA는 NASA의 임무
를 실행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비즈니스 분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사업을 설치하였고, 각 사업은 독특한 전
략적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구의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을 실행하며, 사업부국장들은 각 사업들이 외부적 고
객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결정함.
- 각 센터에서 자기 고유의 활동분야를 갖고 있는 사업부국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기관들의 능력간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프로
그램관리(IPO, Integration Project Office)로 지명됨.
- 각 IPO는 또한 조정 포럼과 센터에서 일을 갖고 있는 모든 사업으
로부터의 멤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폭넓은 시야를 확
보하는데, 이 조정 포럼은 주요 정책결정을 승인하고, 전체비용에
있어서의 센터의 초과 예산을 승인하며, 제안된 자금투자를 예산 프
로세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권고를 내리기 위하여 사용됨.
ⅱ) 각 센터 및 센터소장(Centers and Centers Director): NASA의 센터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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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각 센터의 소장(Director)은 고
위관리이사회(Senior Management Council)의 멤버로서 그리고 각
센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함. 후자의 역할로서, 소장은 프로그램 관
리, 기관의 인프라, 그리고 우수센터의 분야에서 우선적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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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임무는 전략사업의 목표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총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며, 각 센터는 임무책임분야를 지정하며,
이것이 사업 필요조건을 직접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능력의
건립과 물리적 인프라의 근거를 제공하게 됨. 그리고, 사업 프로그
램 및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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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센터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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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지시키거나 향상시키게 됨.
ⅲ) 센터미션 및 프로그램을 위한 선도센터소장 (Lead Center Directors
for Center Mission and Programs): 일반적으로 각 NASA 프로그램
의 실행은 선도센터(Lead Center : LC)에게 할당되며, 그러한 할당
을 함에 있어서 센터미션과 우수센터의 담당분야를 고려하여 할당
함. 선도센터의 소장은 전체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며, 따라서 할당된 임무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책
임이 있고, 이들 미션 또는 프로그램이 합의된 스케쥴, 예산 지침,
기술적 필요조건 그리고 모든 안전 및 신뢰성 기준에 합치되게 이루
어지게 확보하여야 함.
ⅳ)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Program and Project Managers :
PPM): 동 매니저는 우수센터 및 센터임무의 내용을 잘 고려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
식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매니저는 선도센터의 소장에 의하여 지명
되고 선도센터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만일 개별적 프로젝트가
프로그램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동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하여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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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학 관리(Science Management):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사업부국장, 센터의 과학관들, 그
리고 적절한 센터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하여 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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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Center Functional Delegations: 프로그램 관리 책임에 추가하여, 센
터들은 또한 일정한 운용책임이 어느 한 센터에서 더욱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기구차원의 기능적 특정분야로 지
정될 수 있고, 기구차원의 FSO(Functional Staff Office, 특정분야에
따라서는 국장실) 는 NASA를 대신하여 기능을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선정함.

2) 스웨덴
(가) 우주활동에 관한 법(1982:963)
○ 법령의 적용: 외기권에서의 활동(우주활동)
○ 우주활동의 금지: 스웨덴정부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제 3자에 의한 우
주활동 금지
○ 우주활동에 필요한 허가: 정부가 부여
○ 허가의 취소: 허가조건이 무시되거나 특정 이유가 존재할 시 허가 철회
○ 처벌: 고의 또는 태만 등으로 필요한 허가 없이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벌금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 손해배상: 스웨덴 정부가 국제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주활동 수행에 맡고 있는
사람이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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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활동 시행령(1982:1069)
○ 허가신청: 서면으로 작성되어 우주활동을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Board)에 제출
○ 국가위원회: 우주활동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허가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주활동의 실무관리를 담당
○ 우주활동의 감시와 통보의무: 만약 우주활동에 법령(1982:963) 또는 이
법의 효력이 의심될 때, 마련된 조건이 침해되었을 때는 우주활동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정부에 통보
○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리: 우주활동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1975년 1월
14일 외기권으로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된 협약 제 1조에 따
라 스웨덴이 발사국으로 간주되는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을 유지 관리
협약에 의한 다수의 발사국과 이에 따른 우주물체의 등록주체, 그리고
등록사항 명시

3) 영 국
(가) 외기권법 OUTER SPACE ACT(1986)
○ 법의 적용범위(Application of act): 활동내용 및 활동주체
○ 인허가(Licensing of activities): 허가 취득자의 조건, 허가를 위한 규
정제정, 허가취득자의 의무 등
○ 기타 규제(Other controls): 우주물체의 등록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일반사항: 우주물체의 등록 및 등록소의 유지, 위반행위 발생시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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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크라이너
(가) 우주활동법(The Law of Ukraine on Space Activity)
① 총 칙
○ 용어 및 개념 정의: 우주활동의 대상, 주체, 사고, 우주활동 종사자 등
관련용어의 정의

○ 우주활동 법규: 우주활동은 본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됨.
○ 우주활동 목적: 우주활동의 목적 명시
○ 우주활동 원칙: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정책 발전과 개혁의 지속성
을 유지

② 우주활동 조직
○ 우주활동분야에서의 국가 규제와 관리: 우주활동의 원칙, 목적, 국가우
주프로그램 상세검토, 예산과 인력, 우주활동의 관장기관인 우크라이
나 우주청 명시
○ 우크라이너 우주청의 임무: 국가평화 및 국가정책 발전, 우주활동 종
합조정, 우주프로그램의 수행, 외기권 연구 및 활용, 국내외 우주활동
의 허가, 등록,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우주기술 인증시
스템, 국제협정 등
○ 우크라이너 국가우주프로그램: 의회의 승인을 받은 우주활동 프로그램
은 5년 동안 수행되어지며, 민군 우주기술 필요성이 고려되고, 배정된
예산 내에서 배정 등
○ 우크라이너 우주활동 규칙: 우주활동의 허가, 인증 및 등록, 발사업무,
구조 등의 우주활동 규칙은 관련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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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활동 시 금지와 제한사항: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의 도입 및 달과
다른 천체의 군사적 사용, 외기권 오염 등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사항
등
○ 우주활동 허가: 우크라이너 우주청으로부터 받음.
○ 우주활동의 재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 국방목적의 경우 국방비에서
조달 가능, 예산은 국가와 우주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배
분, 국외활동에 대한 신용도와 투자는 국가에 의해 보장됨.
③ 우주활동 물체에 대한 일반적 필요사항
○ 우주활동물체의 인증: 국가인증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운용적합성에 대
한 인증을 받음. 수출입품목에 대한 인증 등
○ 우주활동물체의 등록: 국가에 의해 정해진 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의무
가 있음.
○ 국가등록으로부터의 우주활동물체의 등록 철회: 운용종료, 물리적 파
괴, 절차에 따른 이관 시 등록 철회
○ 우주활동물체의 운용에 관한 허가, 제한, 금지사항: 인증서가 없거나,
법률을 침해하는 행위 시
○ 임차한 우주활동물체의 이전: 법률형태로서의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조정

④ 우크라이너의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 국제우주법의 주체로서의 우크라이너: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에 따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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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주활동 원칙: 국가 통치권의 강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의 준
수, 국제관계의 향상,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우주활동주체
의 이익보호 등 7가지의 원칙
○ 분쟁의 해결: 명확히 규정된 협정서가 없는 경우 우크라이나 법정에서
해결함.

⑤ 우주활동 안정성의 유지
○ 우주활동안전성 유지: 국가 우주청,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은 업무의 범
위 내에서 안전을 감독하고, 감독 인력에 대한 양성
○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우주활동주체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우주기술의 운송체: 안전을 위한 특수한 운송체를 사용해야 함.
○ 사고와 대형사고에 대한 통지: 사고정보 제공의 의무, 관련 기관의 조치
○ 우크라이너에서 우주활동 수행시 강제보험: 강제보험의 종류는 법에
의해 정해짐.
○ 우주활동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 배상: 국내법으로 정해야
함.

⑥ 국방분야에서의 우주활동과 우크라이너의 안전
○ 국방분야에서의 우주활동과 우크라이너의 안전: 관련 기관과 국방부에
의해 수행
○ 우주활동분야에서의 우크라이너 국방부와 우크라이너 국가우주청과의
관계: 내각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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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활동분야에서의 우크라이너 국방부의 권한: 국가 우주프로그램을
만들때 군사분야의 계획을 담당, 국가 우주청과의 협력

⑦ 최종 항목
○ 우크라이너 우주활동애 관한 법률침해에 관한 책임: 우크라이너법에
따른 징계, 민사 및 형사책임

5) 러시아
(가) 우주활동에 관한 연방법
○ 러시아 우주법은

우주활동을 위한 러시아연방법

을 축으로 러시아

우주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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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해 비교적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기본으로 관계법
률과 시행령 등을 제정해 발전시켜 옴.
○ 우주활동과 관련한 기타법률로는 방위산업 및 기관의 사유화 과정에
서의 국가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우주, 과학, 산
업의 지적 경제적, 방위 잠재력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령, 그리고
우주활동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 세부시행령 등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우주활동을 촉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등으로 구성
됨.
○ 러시아 연방법은 크게 , 총칙, 우주활동 조직, 경제적 조건, 우주기반
시설, 우주활동의 안전 국제협력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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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우주활동의 개념, 우주활동의 목표, 우주활동
의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우주활동의 개념에서는 우주활동을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사와 이용에 관계된 모든 활동으로 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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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해결을 위해 우주활동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략적 생태적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의 외기권과 지구궤도에 배치와 군사 및 기타 적대적 목적으로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기술 및 우주물체의 사용 그리고 군사적 목적
의 달과 기타 천체의 이용을 금하고 있음.
○ 우주활동의 정책은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은 우주정책의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음. 또한 각료회의
는 우주활도에 필요한 포고령 및 행정명령의 공포를 비롯해 러시아
우주청(RSA), 국방부, 과학원, 기타 정부고객이 제출한 우주프로그램
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러시아 우주청의 규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
고 있음.
○ 러시아 우주청은 러시아 연방의 우주정책에 따른 우주활동 수행에 책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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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행함.
- 러시아 연방국방부와 함께 과학 및 국가 경제적 목적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방위 및 안보 목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우주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명령의 공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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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및 국가경제 목적에 맞게 러시아 연방 국방부 및 기타 러시아
연방부처와 협력하여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이용, 유지
,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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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의 기관 및 개인의 우주활동 혹은 러시아 연방관할의 외
국기관 및 개인의 우주활동의 경우, 동 활동이 우주비행통제뿐만 아니
라 우주물체의 실험, 제조, 보관, 발사준비 및 발사를 포함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의 종류, 형태, 조건 및 인가발급의 조건, 철회, 중지, 취소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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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족하는지 점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기술의 개
발 및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 인증절차를 마치면 우주기술들의 각각의 샘플에 인증서가 발행됨.
- 기타 인증과 관련된 문제 뿐 만 아니라 인증서의 종류, 형태, 조건, 발
급조건 및 절차, 철회, 중지, 취소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됨.
○ 러시아 우주활동에 대한 결정은 전문지식을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Specialist)들 가운데 전문가 위원회
(Expert commission)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 검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러시아의 연방우주프로그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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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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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활동은 연방공화국의 예산으로 조달되며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책정됨.
○ 러시아연방의 안보와 방위목적의 우주활동의 재원은 국방비의 일부로
충당됨.
○ 우주활동에 대한 예산은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부의 고
객들을 통해 확보된 목적중심 방법으로 러시아연방 예산에서 조달되
며 정부계약관계에 따라 분배되며, 우주프로젝트의 이행에 관계된 기
관들과 개인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정부의 보증, 연화대부, 세금면제
및 기타 필요한 특권을 부여 받게 됨.
○ 또한 본 법에서는 우주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우주물체, 우주기반
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 우주비행통제, 유인우주물체의 우주인 및
승무원,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러시아 연방의 부
속물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우주 비행 혹은
천체나 외기권에 체재하는 어느 단계는 물론 여타 국가의 관할권 밖
의 지구로 귀환하는 때에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는다고 명기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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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주물체의 소유권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달리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우주물체가 우주 비행 혹은 천체나 외기권에 체재하
는 그 어느 단계는 물론 지구로 귀환하는 때에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
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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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활동, 탐색 및 구조/사고처리, 우주활동의 보험 등의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 모든 우주활동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규정된 따른 안전요구사항을 준
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주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러시아 우주청과 러시아 연방 국방부 규정에 의해
규정됨.
- 러시아 우주청 및 러시아연방 국방부는 관계기관 및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주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을 포함한 우주사고에 대해
러시아는 연방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와 재난을 포함한 우주사고의 조사방법 및 결과 입
증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항소할 수 있음.
○ 탐색 및 구조작업과 관련하여서는 러시아연방의 해당주체의 국가권력
행정부처, 지방당국, 기관 및 개인의 참여하에 해당 정부부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탐색과 구조작업 및 우주활동 중 발생되
는 사고의 처리는 당해 국가의 관할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하며, 동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의 재원과 러시아 우주기금
혹은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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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우주기술을 이용하거나 또는 과학 및 국가경제
목적의 우주기술의 창조 및 이용을 의뢰하는 기관과 개인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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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도록 하고 있음.
○ 국제사회와 관련하여, 우주활동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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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물체에 탑재된 재산 다른 우주물체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기관
과 개인의 책임은 과실에 따라 발생되며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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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칙
-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제정
- 우주활동의 개념
- 우주활동의 목표와 목적
- 우주활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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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주활동의 조직
- 국가 및 행정부의 권한
- 러시아 우주청
- 러시아연방의 방위안보 목적의 우주활동
- 러시아 연방의 우주프로그램
- 우주활동의 인가
- 우주기술의 인증
- 우주활동 문제들에 대한 전문지식
③ 우주활동의 경제적 조건(Economic Conditions of Space Activity)
- 우주활동의 재원조달 및 외국 투자
- 러시아 우주기금
- 우주기술의 창조
- 우주기술의 사용과 이전
- 우주기술의 이용과 우주활동의 결과
④ 우주기반시설 (Space Infrastructure)
- 우주물체
-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
- 우주 비행통제
- 유인 우주물체의 우주인 및 승무원
- 기타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요원
⑤ 우주활동의 안전 (Safety of Space Activity)
- 우주활동의 안전 확보
- 우주사고의 조사활동
- 탐색 및 구조, 사고처리
- 우주활동의 보험
⑥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우주활동 분야의 국제적 의무
-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한 법적 제도
- 국제협력의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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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상책임(Liability)
- 공무원, 기관 및 개인의 책임
- 피해에 대한 책임보상

6) 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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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
- 호주내에서 혹은 호주국민이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하는 우주활동
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
-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
한 보상
- UN 우주조약상의 호주의 의무사항의 이행
- 외국과의 국가간 우주협정의 의무 이행
○ 제3장 우주활동 규제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우주면허(Space licences): 호주내의 발사시설 건설/운영시 필요 (환경
승인, 환경계획, 자금능력 등 요구)하며, 특정한 발사체로 특정한 비행
경로에 대해 발급됨.
- 발사허가(Launch permits): 우주물체 (시리즈 포함)의 발사 및 귀환에
필요 (우주면허 소지, 보험 및 재정요구 만족, 안전조항 만족 등 전제,
허가기간 20년 미만)
- 해외발사증명서 (Overseas launch certificates):호주인이 해외에서 우
주물체 발사 시 필요
- 해외발사 우주물체의 귀환(Return of overseas-launched space
objects):해외에서 발사된 우주물체가 호주로 귀환시 필요
- 면제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s): 비상시, 국가적 관심사나 국익에 필
요한 경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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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및 재정요구: 발사허가, 해외발사증명서, 우주물체 귀환등의 행위
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A$750 m 까지)
- 발사안전감독관(Launch Safety officer): 허가된 발사시설에는 반드시
한명이상 정부에서 임명, 시설 운영을 위한 검사/시험, 발사중지 명령
및 우주물체파괴 지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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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장에서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다루고 있으며, 동 법에 의한 우주물
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등록하여야 함.
- 등록번호
- 발사시설
- 발사일자
- Nodal period, 경사, 아포지 와 페리지
- 일반적 기능
- 호주 이외의 나라가 공동 발사국인 경우 공동 발사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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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주 우주활동 규정(2001)
○ 우주활동규정은 우주활동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모두 11장이며, 제2장은 우주면허, 제3장에서는 발사면허, 제4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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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발사증, 제5장은 외국에서 발사된 우주물체의 귀환에 대한 허가, 제
6장 면제증, 제7장 보험/재정 요구, 제8장 우주안전감독관, 제9장은 요
금(Fees), 제10장 사고조사, 제11장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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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확산체제 개요 및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제 1 절 개 요
○ 변화하는 정치안보환경에서 민간물품이 수출되어 군사적으로 전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다자간체제를 설립하게 됨.
○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속된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안보 환경에서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서방국가의 기술
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COCOM)가 설립됨. 1990년도에는 구소련의 붕괴를
비롯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OCOM을 계승할 신체제로 Wassenaar Arrangement(WA)가 설립됨.

< 그림 3-1 > 비확산체제 설립 및 경과
○ 1970년도에는 핵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명시
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
전조치의 수행에 관한 3조 2항을 이행하기 위해 Zangger Committee
가

설치되고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인

Suppliers Group: NSG)이 설립됨.

- 103 -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 1980년도에는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민감물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미사일 비확산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와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이 설립됨.
○ 특히, MTCR의 문서는 지침과 기술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지침
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며 기술부속서는 Category I과 II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
성되어 있음.
○ MTCR은 설립당시에는 핵무기 운반 탄도탄 및 관련 체계, 장비, 부품
및 기술 확산방지에 기반을 두었으나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Cruise Missile이 등장함에 따라 MTCR 범위가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
사일로 확대되었고 무인비행체가 terrorist에 의해 남용되는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무인비행체 및 관련 장비, 부품 및 기술을 포함시킴.
○ 우리나라는 남북간의 심각한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의 협상 끝에 2001년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공표함.
- 미사일 및 무인기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행하되
완성품 제작과 보유는 사거리 300km 및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함.
- 이와 함께 MTCR 가입을 추진하여 2001년 33번째 회원국이 됨.
○ 비확산체제의 최근 주요 동향인 Catch-All 또는 최종사용자 통제제도
란 수출통제당국이 수출통제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수출될
경우 수출통제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품목임을 인지할 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임. 미국의 경우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와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최
종사용자에 대한 인지도의 정도에서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
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우주분야는 전략적인 이유로 국가가 연구개발의 주체이고 평화적 및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로서,
원자력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술선진국이 자국의 정책수단으로 수출통
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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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비확산체제의 가입국으로서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통제체
제에 동참하여야 하는 한편,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야 하는 양면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 따라서, 순조로운 우주개발을 위
해 우리나라의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기술선진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제 2 절 COCOM
1. 목적
○ COCOM은 비조약(non-treaty) 비헌장(non-chartered) 기구로 군사적
으로 전용되는 경우 군사역량 및 무기체계의 확산에 현저히 도움이
되어 불안과 국제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물품의 수출을 제한
하는 것으로 과거 공선국가가 주 대상이었음.

2. 주요내용
○ 1950년 3월 31일 설립되어 회원국 수는 설립당시와 마찬가지로 17개
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록셈버그, 미국,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임.
○ COCOM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속된 냉전기간 동안 서방세계의 기술
이 공산세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서방세계가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 그러나 냉전구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자, 1990년에는 동유럽 국가가 군사기술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음.
○ 1992년에는 COCOM 협력 포럼이 개최되어 점진적 수출통제의 완화와
제거를 논의하였으며, 1993년 4월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가 첨단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제거하기로 동의함으로서 사실상 통제대상이 소멸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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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1월 회원국은 COCOM의 후속 기구의 조직 및 목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5년 12월 9일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el-Use Goods and
Technologies(Wassenaar Arragenment: WA)의 설립에 합의함.
○ 이에 따라 COCOM의 통제품목 목록 중 핵에너지 통제목록은 NSG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국제산업목록(International Industrial List)
은 그 범위를 줄여 이중용도 핵심물품 목록으로 대체되었음.

< 그림 3-2 > COCOM 설립 및 해체

제 3 절 Wassenaar Arrangement
1. 설립배경
○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COCOM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은 COCOM의
동-서 대립구조에 대한 초점이 더 이상 수출통제의 적절한 기반이 되
지 못함을 인식하고, 상용무기(Conventional arms),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 및 국제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
소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수립 필요성을 공감함.
○ 1993년 11월 16일 17개 COCOM 회원국이 참석한 회의에서 COCOM
수출통제체제를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체제의 목적, 규칙, 절차,
품목 및 기술목록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1995년 12월 19
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Wassenaar Arrangement의 설립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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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상용무기,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투명성을 장려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정책을 통해 상기 물품의 이전이 군사역량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
하지 않도록 함.
○ 분쟁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으로의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품목 및 기
술의 유입방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동 물품 또는 기술이전의 투명성과
수출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체제를 강화함.
○ 어떤 국가의 행동 또는 지역적 상황이 회원국에게 심각한 우려를 초
래할 경우, 해당국가로 통상병기(Conventional weapons) 및 민감품목
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제
안보에 기여함.

3. 주요내용
○ 통제목록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과 군수품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은 첨단재료, 재료처리, 전자, 컴
퓨터, 통신, 정보안보, 계기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과 추진
의 9개의 Category로 나뉨.
○ COCOM과 WA는 통제목록의 범위, 통제목록의 변경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여부 및 통제대상품목의 납품 전 논의 필요 여부에 따라 아
래 <표3-1>과 같이 비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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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 COCOM과 WA 비교
COCOM
통제
목록

국제산업품목
-포괄적

WA
이중용도 기술 ‘중점목록’
-기본, 중간 및 민감으로 분류
-정보공유 및 최종사용자 증명 요구

거부권

산업/군수 통제 목록의 완화
및 추가에 거부권 행사 가능

각 회원국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재량권

납품전
논의

없음

긴장/갈등 지역으로 무기이전에 대한 회원
국간의 투명성 제고

제 4 절 Zangger Committee
1. 설립배경
○ Non-Proliferation Treaty(NPT) 제3조 2항에 입각하여 NPT 비준국이
핵분열물질 및 처리·사용·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비핵무기보유국가
(Non-Nuclear Weapon State: NNWS)로 이전 시 IAEA 안전조치
(Safeguard)를 받아야 하는 Trigger List를 작성하기 위해 Zanggar
Committee를 설립하였음.

2. 목적
○ 수출통제품목이 NPT 비가입국으로 수출될 때 IAEA 안전조치가 적용
하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물품의 재이전 금지조건과 절차를 구축하
여, 평화적 목적으로 수출된 품목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원자력 수출통제품목을 심의하고 개정하여 통제품목을 IAEA 문서로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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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Trigger List가 공표되었으며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핵
보유국가에 대한 핵물질 및 장비의 수출 또는 수출허가 발급에 대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에 합의함.

< 그림 3-3 > Zangger 위원회 및 핵공급국가그룹 설립 배경 및 연혁

제 5 절 Nuclear Suppliers Group
1. 설립배경
○ 1974년 비핵보유국가인 인도가 핵장치 폭파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평
화적인 목적을 위해 이전된 핵 기술이 전용될 수 있음이 현실로 들어
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공급국가간의 수출통제체제가 설립
되었음.
○ 1975년 수립된 핵공급국그룹(NSG)은 1978년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기술 이전이 안전 조치되지 않은 (Unsafeguarded) 핵연료 cycle 또는
핵폭발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

문서

INFCIRC/254(핵물자의 물리적 방호)를 지침으로 발표함.

2. 목적
○ 평화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가 원자력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의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파장치의 확산에 기
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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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1992년 NSG는 안전 조치되지 않은 핵연료 cycle 또는 핵폭발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핵관련 이중용도 장비, 재료 및 기술의 이
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이 지침은 INFCIRC/254 의 part 2가 되고
기존 지침은 part 1로 재구성 됨.
○ 1995년의 NSG가 이미 1993년 채택한 완전안전조치 (full-scope
safeguard)

정책을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NPTREC)에서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의 핵비확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완전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함.
○ 2002년 Vienna 임시총회에서 핵 관련 물품의 수출이 테러활동으로 전
용되는 위협을 방지 또는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조항을 개정하
여 지침을 강화시킴. 또한 북한 및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경계 및 우
려를 표명하였으며 2003년 부산 총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강조됨.

제 6 절 호주그룹(Australia Group)
1. 설립배경
○ 1984년 UN 사무총장이 보낸 특별조사팀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화
학무기 사용을 확인한 후 세계 각국 정부는 화학무기의 제조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각국이 개별적으로 취한 이러한 조치는 그 범위와 적용 면에서 동일
하지 않아 이러한 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감안하여, 1985년
호주는 화학무기의 확산에 대한 각국이 취한 조치가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여 첫 회의가 1985년
부르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회의의 이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
되어 이를 토대로 매년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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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 호주그룹 설립 배경 및 연혁

2. 목적
○ 특정 화학물질, 생물약품 및 이중용도 생화학제조설비 및 장비의 수출
을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물품의 수출이 생화학 무기의 확산에 기여하
지 않도록 함.

3. 주요내용
○ AG은 비공식 장치로 회원국이 이미 취한 수출통제 조치의 효율성 향
상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차원에서 취해질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고려함.
○

모든 회원국은

54개에

이르는 화학전구물질(chemical weapons

precursors)과 이중용도 화학물질 제조 설비, 장비 및 관련 기술, 동
식물 병원체, 생물약품 및 이중용도 생물장비의 수출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공동통제목록(common control list)의 토
대가 됨.
○ 모든 회원국은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BTWC)
및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체결국 이며 2003년 6월 현
재 회원국 수는 33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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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미사일비확산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 설립배경

○ 1978년 우리나라의 탄도탄 시험을 비롯하여, 이라크의 사용 중지된 로
켓단(stage)의 구입 시도, 1980년의 인도의 SLV-3 시험을 비롯한 북
한의 미사일 개발, 1981년의 구독일회사 OTRAC의 리비아 로켓시험
으로 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관련 기술의 확산의 우려가 증대
됨에 따라 1983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미사일확산 통제에 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함.
○ 1985년에는 캐나다와 일본이 동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핵 탄도탄 확산
통제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1987년 4월 MTCR을 설립함.

2. 목적
○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함.

]

< 그림 3-5 > MTCR 설립 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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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TCR 지침 및 기술부속서
○ MTCR의 문서는 지침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침은 MTCR 설립의 취지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
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함. 부정한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거부통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핵무기운반체계 개발 가능성
이 있는 물품과 기술이전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
고 있으나, 각국의 국가 우주프로그램을 방해할 의도는 없음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술부속서는 Category 1과 2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
음. Category I은 로켓 및 무인비행체 운반시스템 및 부속시스템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strong

presumption to deny) 생산설비의 이전은 불가능함. Category II는 추
진 및 추진체 부품, 발사를 지원하는 지상장비 및 물자를 포함하고 있
으며, 해당 품목의 이전은 덜 제한적이나 최종증명 또는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음.
○

MTCR

기술부속서는

역사적으로

핵무기

운반

탄도탄(Ballistic

Missile) 및 관련 체계, 장비, 부품 및 기술의 확산방지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핵무기 운송가능 미사일은 MTCR 설립당시 최소 탑재체
질량 500kg 및 사정거리 300km로 정의되어 Category I에 명시되어
있음.
○ 동 MTCR 기술부속서는 미사일 관련 기술의 발전과 우려요소를 반영
하고자 개정되어 아래의 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탑재체의 운송
수단에 관한 기술, 장비 및 자재를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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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 미사일 탑재체 분류체계
○ 생물화학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와 운반수단인
Cruise Missile(CM)의 등장으로 CBW 운반을 고려하여 1993년
MTCR의 범위를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사일로 확대하기 위해 탑재체
질량을 낮추어 Category II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으며 CM 관련 장비,
시스템 및 부품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경비행기를 개조하여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 19A를 개정하였으나 BM/CM/UAV 생산에 요구되는 환경 및 기
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통제문구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음.
< 표 3-2 > 탄도탄 vs Cruise Missile/UAV
Propulsion

Control

탄도탄
(BM)

- 복잡한 화학물의 단기간 고추력
산화 후 목표물 무동력 비행

- High GG-force에
force에 내성 요구
- 무동력 낙하 비행중 정확도 유지
위해 고정밀도 요구

Cruise
Missile

- 터빈/
터빈/내연연소기관 및 항공연료
사용

- 저급 센서 사용 불구 최종 정확도
유지 위해 비행중 수시로 정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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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CBW vs 핵/상용무기(비대량파괴무기)
탑재질량

사정거리

안전/
안전/장착 장치

CBW

2~3kg

300km 이하에서 효과적

간단한 원형코일/
원형코일/제어기

핵/상용무기

100 ~ 500kg

300km 이상

정교한 기폭장치 필요

○ 최근 군사기술의 상업화, 일반화, 상업화 압력, 상업용 off-the-shelf
장비의 등장으로 기술, 장비 및 부품의 통제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본기술수준의 향상으로 확산자(proliferator)의 기술, 장
비 및 부품 입수 성공 가능성이 증대됨.

< 그림 3-7 > 수출통제 완화 압력

4. 우리나라의 MTCR 가입 및 활동
가. 우리나라 MTCR 회원국 가입
○ 2001년 MTCR 회원국으로 가입(총 회원국수 2003년 현재 33개국)함.
○ 우리나라 MTCR 회원국 가입 배경
- 1979년 한ㆍ미 협의에서 독자개발이 가능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이 Scud 및 노동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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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여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는 등 남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요
청으로 미사일 협상이 시작됨. 1995년 한ㆍ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구성, 1985년 이후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2001년 1월 8일 합의함.
2001년 1월 17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선언 후 미국에 서면 통보함.
○ 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
- 미사일 및 무인기(UAV)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
행하되 완성된 시제품 제작 및 보유는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으로 제한하도록 함.
ㆍ사거리 500km/탄두중량 300kg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
하도록 하되 탑재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임.
ㆍ사거리 300km 이상 군사용 미사일의 시제품 개발 및 시험발사는
자제하되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함.
ㆍ민간용 로켓의 경우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방식의 주 추진체
개발하는 방침을 정함.
- MTCR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비확산 기준을 존중하되 안보상황의
변화 시에 대비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을 가능토록 하고 미사일 및
UAV 개발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함.
○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체제
-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출
입공고(최근 개정 2002.12.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3호)는 우리나
라가 회원국인 Wassenaar Arrangement, Zangger Committee, 핵공급
국가그룹(NSG), 호주그룹(AG) 및 미사일비확산체제(MTCR)의 지침
및 통제품목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 6은 MTCR 지침으로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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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 공고 [별표 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1. 본 지침의 목적은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 항공기 제외)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서 대량 살상무기(핵, 화학 및 생물무기)의 확산 위험을 제
한하는데 있다. 이 지침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이 없는 한, 각 국의 우주개발

계획이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
니다.
이 지침은 대량살상용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운반수단 (유인항공기 제외 )과 , 탑
재중량, 사거리 면에서 규정치를 벗어나는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에 관련된 장비나 기술
이,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곳으로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수출 제한은 별표11에 게기한 모든 통제품목이 대상이 되며 모든 수출은 매
건별로 심사한다. 정부는 국내법(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할 것이다.
2.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규제 대상 품목을 크게 CategoryⅠ품목과 CategoryⅡ품목으로 나누며
각 품목들은 해당 장비나 관련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CategoryⅠ품목은 극히 중요한 핵
심기술 및 장비들로서 품목1과

품목2가 이 부류에 포함된다.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 품목들이 어떤 무기체계에 포함될 경우, 그 품목이 체계로부터
분리, 제거 및 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기체계 역시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다. CategoryⅠ품목의 수출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특별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그
러한 수출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획득한 믿을만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아래 3항에 설명된 평가기준으로 판단
했을 때, 어떤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이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계의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분
석될 경우는, 별표11에 있는 어떠한 통제품목에 대해서도 또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통제
품목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이라도, 그 수출에 관해서 특별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수
출 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CategoryⅠ품목 생산시설의 수출은 허가되지 않는다. Category
Ⅰ

품목의 수출이 극히 드물게 정당화 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이 규정 5항에

서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수입국 정부로부터 정부 대 정부간의 보증을 획득함
과 아울러, 그 수출 품목을 오직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과 관계된 모든 결정은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3. 별표11에 있는 통제품목의 수출 신청건에 대한 평가시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A.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B. 피 이전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수준
C. 잠재적인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제공측면에서 수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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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D. 아래 5항의 A, B항목에 기술된 수입국 각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최종 사용
목적에 관한 평가
E. 기존의 관련 다자간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4. 별표11에 있는 어떠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기술과 생산기술의 수출도 국내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비 자체의 수출과 같은 수준의 실사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5.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
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정부에 의해 허가 될 것이
다.
A. 당해 품목은 보증서에 기술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없이 그
목적의 변경이나 그 품목의 수정, 복제를 하지 않겠다.
B. 이 품목 그 자체 및 그 복제품 또는 그 유사품이라도 우리정부의 동의없이 재수출하지
않겠다.
6. 이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들
과 필요하고도 적절한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7.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이 지침을 준수하게 되기를 바란다.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표 11은 MTCR 기술부속서로 세부항목은 부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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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표 3-4 > MTCR 기술부속서 품목 목록
Category
1

Item 1
Item 2
Item 3

systems
propulsion components and equipment

Item 4

propellants, chemicals and proppellant production

Item 5

reserved

Item 6

2

production

of

structural

composites,

pyrolytic

deposition and densification and structural materials

Item 8

reserved
reserved

Item 9

instrumentation, navigation and direction finding

Item 10

flight control

Item 11

avionics

Item 12

launch support

Item 13

computers

Item 14

analogue to digital converters

Item 15

test facilities and equipment

Item 16

modelling-simulation and design integration

Item 17

stealth

Item 18

nuclear effects protection

Item 19

other complete delivery systems

Item 20

other complete subsystems

Item 7

Category

complete delivery systems
complete subsystems usable for complete delivery

다. MTCR 2003 총회 및 관련회의(2003.09.16～2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
이레스) 안건
○ 정보교환회의(Information Exchange: IE)
- 국제 및 지역안보에 우려되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 무기중개/환적/통관
- 무형기술이전/정보교환에 대한 우려 및 통제 방안
- 우려 프로그램으로 유입 가능한 장비 및 부품
- 우주발사체 개발로 위장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 이행전문가회의(Enforcement Experts Meeting: EE)
- 회원국간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 수출통제 회피 방법 및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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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원국 국가전략 및 우선순위
-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순단 마련
○ 기술전문가회의(Technical Experts Meeting: TEM)
- 가속도계
- 비행용 내연기관
- 에어로졸 살포용 무인기 탑재 중량
- 질소삼중혼합물 통제 완화
- 하이드라진 파생물질
- 고체추진체 연속혼합기
○ 총회(Plenary)
- 전임의장활동보고: MTCR Outreach Activities
- IE, EE, TEM 의장 보고
- 우려국가의 미사일 개발 및 확산 활동
- EU 확장에 따른 신규 회원국 가입
- 무형 기술이전 통제
- Catch-All 제도의 MTCR 지치 삽입
- 2004년도 총회 및 관련회의 한국개최 예정(9월)

제 8 절 비확산체제 주요 동향: Catch-all 또는 최종사용자
통제(end-use control)
1. 개요
○ 대부분의 수출통제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정의하는 목록이지만, 때로는 기존의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의 수출통
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Catch-All 또는 최종사용자 통제 제도는 수출통제당국이 수출통제목
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제의 목적을 훼손
할 수 있는 품목임을 인지할 때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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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장치는 수출통제 목록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업자가 특정
최종사용자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되기 위해 수출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배경
○ 1991년 12월 미국은 Enhanced Proliferation Control Initiative(EPCI)에
서 이라크가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확산의 우려가 있는 활동에
연관된 모든 상장회사, 정부부처, 기타 조직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수
출업자가 확산의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
지하거나 혹은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
록 함.
○ 미국은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문단 744.6 “미국인
의 특정 활동에 대한 제한”에 동 사항을 포함시키고, 우방과 비확산체
제 회원국에게 유사한 조항을 각 국가수출통제 시스템에 포함시키도
록 설득함.
○ 유럽연합은 European Council Regulation 3381/94에 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2000년 6월 22일 기존 조항보다 보다 광범위한 조항을
추가함.
○ 2002년 호주그룹이 다자간 비확산체제로는 처음으로 Catch-All 조항
을 회원국이 국가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하도록 함.

3. 각국 집행 현황
가. 미국
○ Catch-All 조항은 미국인에 의한 특정 국가로의 핵폭발 장치 또는 생
화학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모든 물품의 수출, 재수출, 이전에
적용됨. 군사적인 목적이라 하여 모두 Catch-All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특정 국가의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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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All 통제는 발표된 목록과 연계되어 있음. 현재 중국, 인도, 이
스라엘, 파키스탄과 러시아의 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와 국가기
관을

포함하는

이들

기관으로의

모든

수출

및

재수출은

US

Commodity List에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함.
나. 유럽
○ 수출업자가 유럽회원국의 수출통제당국으로부터 수출품목이 핵, 생화
학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관련되어 사용
될 의도가 사용자 측에 있거나 있을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적용됨.
○ 유럽연합의 Catch-All 규정은 명문화된 기관목록과 연계되어 있지 않
으며 관할권이 있는 수출통제당국은 직접 수출업자에게 의무사항을
통보함.
○ 추가로 다음의 경우에 Catch-All 통제가 적용됨.
- 수출업자가 European Council 또는 UN Security Council이 취한
무기수출금지(arms embargo) 대상인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최
종용도가 군사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 수출당국의 허가 없이 과거 수출한 경우가 있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목이 군사물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4. 집행 상 문제점 및 차이점
가. 수출업자의 인지
○ Catch-All 규정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출된 물품이 추후
금지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수출업자가 수출된 물품의 실제 최종용도에 대한 무지(ignorance)가
항변 될 수 있는지와 수출업자가 수출될 물품의 실제 최종용도에 대
해 알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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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
○ 미국은 Catch-All 규정의 범위를 핵폭발 장치 또는 생화학무기의 설
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수출업자가 해당물품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될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미사일, 원자력과 관련한 기존
통제체제에 의한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중용도물품
으로 규정함.
○ 미국 규정은 이중용도 물품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넓으며 수출업자가 최종용도에 대한 정보를 고객으
로부터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음. 반면, 유럽연합은 수출통제당국이 특정 수출품목에 대한 실제
및 가능한 최종용도에 대해 수출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출
당국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움.
○ 미국은 핵 및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운반체계에 관련된 비확산정책의
한 부분으로 Catch-All 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또한 무기
수출금지(arms embargo)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atch-All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제 9 절 비확산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1. 원자력 분야의 경험
○ 국제비확산체제는 다자간 체제, 양자간 체제, 지역 체제 및 각국 독자
정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의 경우 이러한 4가지 형태의
비확산체제가 모두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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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 국제 비확산 체제
○ 원자력 연구개발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협력
대상국이 물품과 기술의 공급국과 다른 경우 협력대상국 또한 해당
물품 또는 기술의 이전 시 공급국의 정치적 영향력 또는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함.

< 그림 3-9 >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환경
○ 양자간 체제의 형태를 띤 원자력협력 협정은 협력 당사국 정부의 의
무사항을 규정하는 정부간의 약속으로 핵확산 방지를 위해 공급국이
수령국에 대해 사전동의권을 비롯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124 -

○ 또한 양자간 체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은 양국간 조약 또는
공동선언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협
정 현황을 보여줌.

< 그림 3-10 > 우리나라의 원자력 협력협정 현황
○ 국제비확산체제의 정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비확산 정책의 주
요 요소는 다자간 체제 내에서 자국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핵비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재조치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함

< 그림 3-11 >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주요요소
○ 미국의 핵비확산 대외정책은 아래 표와 같이 타 국가를 3 종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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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중국과 같이 1967년 1월 1일 이전 핵
실험을 성공한 국가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일본과 스위스의
경우 재처리 및 플루토뇸 이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하였으며, 그 외 국
가에 대해서는 재처리 및 플루토뇸 이용을 억제하며 한국도 현재 그
대상임.

< 그림 3-12 > 미국의 비확산 대외정책

○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시 고려사항
-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른 공급국의 사전동의권, 재이전, 농축, 재처리,
형상/ 내용 변경 등 안전조치의 적용이 공급국의 정책수단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음.
- 원자력 기자재 수입 및 기술협력에 필요한 공급국의 허가에 있어 민
간차원의 국제교역에 공급국 정부가 관여하여 수출불허, 수출허가 지
연 또는 수출조건 부여가 가능함. 이는 핵비확산이 주요목적일 수 있
으나, 자국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제3국이 양자간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상호역
학관계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적근거는 부
재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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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연구계획 수립 측면 연구계획을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향으로 수립
- 해당 핵물질 대신 유사한 성질의 물질 사용
- 관련활동을 외국에서 수행 또는 외국의 시설 활용
- 하드웨어 수준의 연구보다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연구 수행 연구의
중도 중단 및 불가피한 내용수정의 위험성 고려
- 연구계획이행측면
ㆍ1 차적 측면: 연구 중단 또는 지연 및 연구내용 수정
ㆍ2 차적 측면: 국제적 제약요인 사전에 고려하기 위한 자원 추가 투
입, 사전동의, 수출허가 등 행정적 절차에 자원 추가 투입,

수입

원의 제한, 수입원의 변경으로 인한 수입가격의 증대 고려, 국제
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안전
조치 등 관련 자원 추가 투입

2.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
○ 우주발사체 개발과 원자력 연구개발의 유사성
- 평화적 및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확산의 위험이 항상 존
재하며, 공공자금의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의문시됨에도 불
구하고 여러 국가가 전략적 이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
- 관련 물품 및 기술 확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비확산체제
가 설립 및 운용되고 있으며, 우주기술 선진국은 관련 장비, 부품 또
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자국의 비확산 정책 수행의 도구로 사용
함에 따라 그들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논리에 대해 외교채널과 비공식채널
을 통해 이해시키고, 우리나라 항공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장거리 미사
일 개발과 확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인식을 타 국가에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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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로 기술선진국의 물품과 기술이 이전되더라도 객관적이고 효
과적인 확산방지가 가능한 법 체제를 갖추고 있고, 동 법 체제에 따라
비확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축적된 경력과 신용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

인 기술력을 축적하여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
는 것을 지향하고, 장기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관련 현안 문제를 다루
는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사일비확산체제의 기술전문가 회의에 개정안 또는 보안을 제
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기술전문가 회의의 특성상
논의의 역사와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전담인원
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함.
- 국제 수출통제로 인한 제약 요인을 연구사업의 초기단계에 인력과 경
비를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부품
수입원의 제한 또는 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에 대해 대비할 수 있
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사업 기획단계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향으로 수립하고, 연구
진행 중 연구개발 방향 또는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배려하여 기획하
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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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기구 최근동향
제 1 절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설립
1.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가. 연 혁
○ 2001년 1월 국내외 사회정세 변화에 따라 중앙부처와 우주개발사업단
(NASDA) 등 특수법인의 개혁이 착수되었으며, 이어 2001년 8월 문부
과학성은 우주과학연구소(ISAS), 항공우주연구소(NAL), 우주개발사업
단(NASDA)의 통합을 결정함
○ 2002년 3월 “ 우주 3개 기관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후 새로운 기관의
통합원칙과 주요 기능에 관한 논의하였고,

2002년 6월 종합과학기술

회의/우주개발이용전문회에서 “우주개발이용의 목표와 과제 및 이용
전략”이 발표되었음.

이와 동시에 우주개발위원회는 “ 일본의 우주개

발이용의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였음
○ 2003년 10월 1일

일본

우주과학연구소(ISAS), 항공우주연구소

(NAL), 우주개발사업단(NASDA)을 통합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
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JAXA=작사)』가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였고,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됨
- 이 로고 중 Exploration의 의미는 탐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Aerospace중에서 “A”는 희망, 자
신감, 탐구심을 상징하는 별로 기획되었음. JAXA는 일본, 더 나아가
서는 인류의 별이 되어, 찬란히 빛나고 싶다는 소원을 담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전임 우주개발사업단 야마노우치 이사장이 문부과

학대신에 의해 임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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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개 기관의 통합배경과 발전방향
○ 이들 3개 기관은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다른 조
직으로서

역할과 발전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주개

발의 막대한 투자 때문에 이들 기관의 단일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그동안 ISAS가 과학연구와, NASDA가 실용개발을 각각 담당
해왔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말하면, 이들 두기

관은 각각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 즉 ISAS는 연구원의 자유로운 아
이디어를 이용한 대학스타일의 기초연구소로서 역할과, NASDA는 국
가정책에 따라 우주개발을 책임지고 있었음
○ 1998, 1999년 연속적인 H-Ⅱ 로켓발사 실패 (NASDA), 2000년도에 발
생한 M-V 로켓 실패(ISAS)로 일본의 우주개발에 관한 기술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3개의 우주기관이 이러한 기술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
하고, 우주개발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대두되었음
○ 2001년 1월 6일 중앙정부개혁의 결과로 NASDA와 NAL을 감독하는
과학기술청과, ISAS를 감독하는 교육성이 MEXT(문부과학성)로 통합
되기도 하였으며,

MEXT의 리더쉽하에 3개 우주기관은 2000년 4월

이들 기관간의 협력본부를 설치하여 공동연구와 개발사업 (엔진핵심
연구개발 사업, 신뢰성향상 연구개발사업, 재이용우주수송시스템 연구
개발사업) 증진을 위한 집중력을 활용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관리체제
를 확보하였음
○ 협력본부가 공동연구사업을 착수할 즈음에, 행정 개혁증진사무국은
2001년 8월 10일 보고서(제목 : 정부산하 공공기관 개별사업 검토방
법)에서 NASDA는 연구개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의
서 볼때

관점에

ISAS, NAL의 우주개발운용에 통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3월 21일 MEXT 장관 Atsuko Toyama 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였고, 이 정책은 우주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3개 우주기관의 통합, 이들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MEXT가 우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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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

회․경제적 기반구축의 기여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아오야마는 MEXT 차관 주도하에 “3개 우주기관통합위
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재구축계획하에서, NASDA는 폐지되어 ISAS,
NAL의 우주개발운용에 통합하여 새로운 독립행정기구로 설립되어 우
주와 항공연구개발․관리를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 MEXT는 관련
법률과 규칙(안)을 만들기 시작하였음
라. 독립행정기구시스템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독립행정기구로 출범하기 때문에 독립행정기
구의 개요 등 일본의 독립행정기구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정부관련 공공기관개혁 수행의 일환으로 1997년 12월 3
일자 행정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의 권유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제도
임
- 이들 개혁은 영국의 "Agency"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NAL을 비롯한 많은 연구소들이
으며,

2001년 3월 이후 설립되었

이 보고서는 정책의 기획 및 수립하는 기능과,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분리해야함을 권유하고 있음
- 이러한 것이 행정개혁의 기본철학이지만, 행정업무 속성과 특성을 반
영한 조직과 운용형태를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였고,

더구나, 이 보고

서는 독립기관 지위를 갖은 “독립행정기관”은 특정 업무와 운용의 증
진뿐만 아니라 이들 운용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음.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
하여, 기구의 운용을 위한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 공통법률문제를 명
확히 언급한 “일반조항법”이 동 시스템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음.
○ 독립행정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법적인 실체를 가진 행정기관과, 다음
과 같은 필수항목을 충족시키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
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항목으로는 공공안전과 사회경제보호와 같은

공공 정책에 관한 필수적인 행정업무,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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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업무 등으로 구성되었음
- 독립행정기구시스템의 수행업무는 주무장관이 3-5년 중기목표를 세워
각 독립행정기구의 운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
라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며,
- 이러한 부응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대표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행정업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소의 행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의거 기관에 의해 유연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보조금은 비
회수성으로 처리된됨
○ 그 기관의 업무성과는, 비록 그 기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 받았
지만, 중기계획과 다른 조치사항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받으며, 외부
주요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행정기구 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나 기
관에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한하며,
간말경에, 주무장관은 그

중기목표 기

기관이 운영을 계속하는 필요성을 검토하

고,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방법과 조직에 관한 다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룸.
- 그때, 주무 장관은 기관의 폐쇄 또는 사기업화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며, 주무장관은 독립행정기구시스템하에서 정부산하 특별공
공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지 않지만, 기관 또는 직
원에 의하여 저지르진 법규위반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한은 있음
- 그 기관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독립행정기구는 활발하게 운영,
재무상태, 계획,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을 통
하여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따라서, 독립행정기구시스템은 이전보다
유연성 있는 태도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함.
○ 일반조항법은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 법률문제, 즉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적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독립행정기구법은
각 독립행정기구의 이름, 목적, 사업분야와 같은 개별사항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음. 우주기구법은 많은 개별독립행정기구법 중에 하나이
고, “개별법”은 어떤 특수법률보다 오히려 일반조항법의 조항 1에 정
의된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법을 의미하고, 각 기관을 위하여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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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은 간부자격 박탈, 예비비 비축, 직원의 전보와 같은 일시적 조
치에 관한 특수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우주기구법의 주요 부문
○ 우주기구의 목적은 대학과 타 기관에서의 과학연구 발전의 촉진, 우주
와 항공분야에서의 과학기술수준의 향상, 우주활용과 개발의 증진(법
4조)시키는데 있음. 상기 조항에 따르면, 우주기구는 3개 우주기관과
분리하여 수행하는 대신에 우주연구와 개발에 중앙집권적 역할을 수
행할 것이며, 어떤 군

사적인 우주관련 운용에 관한 제한은 국회의

결(일본의 우주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반에 대한 결의-1969년 5월 9
일자 중의원 결의)에 따르며, 이 것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일본의 우주개발과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 “평화적 목적”이란 의미는 1985년 정부의 통합의견에 의해 해석되며,
어떠한 군사적 행위(예, 자위대)를 살상 또는 파괴 목적으로 직접 우
주관련운영의 활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적 행위(예, 자위
대)를 보통 유용한 위성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위
성에 대한 우주관련 운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특히,
항공분야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있음
○ 우주기구의 활동영역은 우주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 우주와 항공과
학기술, 기반연구와 개발에 관한 기본연구, 위성의 개발, 발사, 추적과
운영 (지구궤도 밖으로 발사되는 비행체와 천체에 놓여 있는 인공물
체를 포함)/발사체, 연구개발결과의 보급, 이들 활용의 증진, 타 기관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제공, 연구원과 기술전문가의 사기
진작,

석사교육과 항공기사고 조사(법 18조)를 포함한 기타

보조서

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들 활동은 기본적으로 3개 우주기관이 일전에 수행했던 업무를 대
신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위임서비스가 이러한 활용영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특수활동이 우주기구

주무장관과 이러한 목적

을 반영한 우주기구에 의해 제정된 중기계획에 의하여 제시된 중기목
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무장관은 일전에 제정된 우주개발 장기계획에 의하여 중기목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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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야 제외)를 세우고, 중기목표는 MEXT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주
개발위원회의 결의(법 18조)에 의해 채택되고, 우주과학과 관련된

중

기목표에 대하여, 주무장관은 연구원의 독립과 기타 과학연구특성(법
20조)에 주의해야함
○ 우주기구의 중기목표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장기계획
은 차기 10년 동안의 우주개발 목표를 구성하여 장기전망 (차기 20년
또는 30년에 걸친 우주개발)을 한다. 비록 ISAS가 연구원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스템하에서 우주과학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우주기구는

이러한 사항을 양도받아 일본에서의 우주과학연

구의 핵심이 될 것임
- 그러므로, 우주기구는 이러한 우주과학연구의 상향식 특성을 활용함으
로써 운영될 것이며, 이것은 20조에 있는 연구원 독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0조 항목은 우주기구가 지속적
으로 확실하게 우주과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있다. 항공분야에 관하여

MEXT의 과학기술위

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에 설치된 “항공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기목표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함
○ 만일 주무장관이 일본이 신뢰를 갖고 우주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제조
약과 기타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무장관
은 우주기구가 이러한 요구에 대처한 경우에(법24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국가우주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우주기구는 1967년 외기권조
약, 1968년 구조협약,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구조협정, 민간국제우
주정거장에 관한 정부간 협정, 미-일간 책임 상호포기협정, 특수국제
협력사업에 관한 외교각서를 포함한 다양한 우주관련 협정하에 실제
적인 우주활동을 수행할 것임
○ 그러나, 독립행정기구시스템하에서, 우주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법인
실체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우주기구를 감독할 일반권한은 없음. 이
러한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주무장관에게 정부가

신뢰적으로 국제적

약속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주기구에 필요한 조지를 취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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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 조항은 1967년 외기권조약 6조에서 규정한 바 와 같이
“적합한 국가당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행될 것이며, 이것은 소위 독립행정기구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며,
많은 독립행정기구 중에서 독특함
○ 우주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주무 장관이란 문부교육과학성 장관, 공
공관리ㆍ내무ㆍ통신성 장관,

국토ㆍ기반구축운수성 장관을 의미함.

그러나, 국토ㆍ기반구축운수성 장관의 개입은 부문적이며, 한정된 기
간동안 효력이 있음
- 우주기구는 3자 책임보험 가입없이 어떠한 위성 또는 발사체를 발사
할 수 없다(법 21조). 만일 우주기구가 발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수주했다면, 우주기구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 언급한 발사서비
스(발사당사자 부문에 관한 의도적인 비행에 의해 야기되는 사항의
제외)에 개입하고 있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 의해 소유된 3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완전히 책임져야함
- 이 조항은 NASDA법 조항을 따름으로서 로켓발사시

3자책임보험범

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사관련 당사자의 보상부담(즉, 발사, 위성
고객, 위성 또는 발사체 제조업자와 고용인)을 미국이나 유럽에 상응
하는 수준까지 축소할 것이며, 예들 들면, H-ⅡA의 표준형 발사체의
경우에 보험료는 손해액으로 290억엔을 포함하며, 초과분은 정부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은 우주기구에 의해 보장됨

○ 우주기구의 주사무소는 동경에 위치하고, 임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7
인미만의 이사, 2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과 감사는 MEXT 장

관에 의해 임명되며, 우주개발위원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함
- 임원과 직원은 적용법 또는 규칙에 의해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직
원이라고 간주하며, 그들이 은퇴 후 직무수행과정에서 접근한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만일 이를 어길 경
우, 우주기구 직원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동안 구속되거나 50만
엔의 벌금을 받아야 함
○ 우주기구의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들의 직무와 기능이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하므로 정부공무원의 규칙을
받아야 함.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 그들은 공식의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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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방해에 관해 불평할 수 도 있고, 정부공무원의 권력남용, 뇌물
또는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를 받을 수 있음

5. 우주기관 구성방법
○ 2001년 9월 18일 설치된 바 있는 아오야마회의는 검토를 위하여 7차
례 회의를 가졌으며, 2002년 3월 27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우주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하였음.
- 일본에서의 우주개발, 우주과학연구와 항공기술연구개발 증진을 위한
핵심체로서 새로운 통합기관의 중요성의 견지에서 볼때, 3개 우주기관
통합시 효과는 우주의 유일한 개발과 활용기능의 촉진, 이러한 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기본 우주항공기술의 강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조직구조의 구축, 세계의 주요 우주과
학연구의 수행과 이를 위한 적합운영시스템의 구축, 산업체와 공동연
구 및 협력의 증진, 산업계와 신뢰관계의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무한한 우주능력을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들과 함께 인류의 번영과

문화발전에 기

여함.
- 국가와 국민의 안전, 식량과 자원 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안
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활동의 활성화
에 기여하여 결국 고용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새문화
와 문명의 창조, 지적자산 확대를 통한 지적이고 성숙한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임
○ 우주개발과 이용활동을 정보기술,

환경, 나노기술과 재료와 같은 다

양한 첨단기술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창조적인 과학기
술활동에 기반을 둔 국가개발 전략분야로서 증진시킴
○ 세계의 최고 신뢰성과 첨단기술을 가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지위를 점하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우주과학을 증진시킴으로써
인류에 공통인 지적자산의 확대와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적존재를 가진 국가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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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기술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략기술이며 정부가
다루어야할 필수적인 전략기술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주기구는 독
자적인 우주개발과 전개활동을 탐구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
유, 발전시켜 우주과학의 전개를 확대할 것임
○ 우주개발과 활용은 우선적으로 각 국가가 국경을 초월한 다른 국가들
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인류를 위하여 영원히 다루어야 하는 활동이
며, 국제협력증진은 활동규모를 확대하고 비용과 위험측면에서 커다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우주기구는 우주를 발전시키고 이용할 독창적인 기술력을 기
반으로 하는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우주기구는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한 디지털 분할을 연결하고, 전 세
계의 환경문제와 재해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
○ 우주기구는 본래 국가정책문제로서 국가에 의해 수행된 사업을 포함
하여 고도의 공공적이고 시장경쟁원칙이 아닌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위치할 것이며, 우주개발, 우주과학연구와 항공기술을 선
도하는 핵심기관이 될 것임
○ 3개 기관을 통합한 후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3개 우주기관을

4개 부문(우주기반구축시스템부, 우주활용증진부, 연

구개발부, 우주과학부)으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본연
구에서부터 우주개발까지 이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
고, 1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4개 부문을 초월하여 팀이 구성될 것임
○ 우주의 활용 확대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체, 대학, 정부간의
유연하고 강한 협력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기

관은 우주산업과 상업적 우주활동을 증진시키고 우주활용을 확대하는
일반조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임
- 3개 우주기관이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학원 교육의 협
력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유연성 있게 비정부공식형
태의 독립행정기구로서 새로운 기관을 운영할 것임
○ 지속적으로 기본연구와 개발단계, 실용연구와 개발단계를 조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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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증진시키고, 또한 발
사체의 개발, 발사, 추적과 제어를 집중화하여 단일 정책하에서 이들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임
- 우주기구로 하여금 대학,

공공연구개발연구소, 기업의 강한 네트워크

의 융합을 통하여 광범위한 인적, 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
고, 기능에 초점을 두어 시험과 타 시설을 조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나. 기 능
○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대학과의 공동으로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 연
구, 우주과학 및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우주와 항공에 관한
기반적 연구개발,

인공위성 등의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개

발, 인공위성 등의 발사, 추적․운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개
발,

성과를 보급하고 이의 활용에 관한 촉진,

에 관한

학술연구․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주 개발․이용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시설

및 설비의 제공, 우주과학 및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
의 양성,

대학의 요청에 부응하고, 대학원 교육을 타 대학과의 협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 조 직
○ 주요 조직은 연구조직으로 우주기본시스템 등 4개본부와 1개그룹, 기
술부문으로 안정.신뢰성관리부 등 4개 부/실, 정책조정부문으로 경영
기획부 등 3개부, 행정관리부문으로 총무부 등 5개부, 기타 부문으로
감사실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조직으로는 우주기본시스템본부, 우주이용추진본부, 종합기술연
구본부, 우주과학연구본부, 정보수집위성시스템개발그룹으로 구성되었
으며, 기술조직으로는

안정.신뢰성관리부, 정보화추진부, 시설관리부,

주파수관리실 등이 있음
- 정책조정조직은

경영기획부, 산․학․관연휴부, 업무평가실로 구성

되었고, 행정관리조직으로는 총무부, 인사부, 재무부, 계약부, 국제부
가 있으며,

기타지원 조직으로는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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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총괄실, 홍보그룹 등으로

○ 연구조직 중 4개 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우주기본시스템본
부는

우주수송계프로그램, 유인우주환경이용프로그램, 종합추적네트

워크, 환경시험업무 수행을 통하여 로켓개발, 발사, 발사장, 추적운용
의 일원화를 기하고 있음.

우주이용추진본부는 사회안정, 지구환경프

로그램, 통신․측위프로그램 및 응용사업에 관한 수행을 통하여 기업
과 제휴하여 이용을 추진함. 종합기술연구본부는

항공프로그램, 우주

영역 기반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반기술연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
음.

우주과학연구본부는

우주과학연구. 대학원교육, 우주환경이용과

학연구, 우주과학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임
라. 인 력
○ 인력은 1,77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 예산
○ 2003년도의 총예산은 992,770 백만원 (정보수집위성경비 제외: 대외비)
이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업비 : 693,381 백만원, 일반관리비 :
40,780 백만원, 국제우주정거장 개발비 : 223,120 백만원, 수탁경비 :
3,870 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 연구사업성과물
○ 년도별 연구사업실적을 제외한 연구논문,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실적
은 다음과 같음
< 표 4-1 > 일본 우주개발 기관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년도

2001

2002

2003

연구논문

477

468

69

특허

98

157

66

기술이전

36

34

-

기술료

84

5

-

비 고

주) 단위:건,백만원, ´01년,´02년의 경우 우주기관통합전 각 개별기관의 총합치임. ‘03
년의 경우 ’03.10월 현재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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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 연구사업 추진 계획
1) 주요 연구사업추진계획
○ 주요 연구사업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우주개발이용 활동을 위한

기

반기술유지 강화( 우주수송계 : H-ⅡA 로켓, M-V 로켓, H-ⅡA 로켓
능력향상 형태, 우주정거장보급기, LNG추진계, 장래 수송계),

자국의

우주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정비[ 지상기반장비(발사장 정비, 운용 등),

우주기반 운용(위성통신시스템)], 기반기술 유지․ 강화(우주개발이용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 강화, 고도정보화 추진, 우주파편대책 추

진), 우주개발이용에 의한 사회경제 공헌(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구축:
육역관측기술위성에 의한 방재․위기관리 등,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통신방송에 의한 고속대용량통신 등)이 있음
○ 국제우주정거장사업의 추진 [ 우주정거장 개발․운용, 유인우주활동
추진, 이용확대 추진(우주환경이용연구 등 과학연구포함)], 우주과학연
구를 통한 인류의 지적자산 확대에 공헌( 과학위성에 의한 천문관측
연구사업 및

태양계 과학관측연구사업),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항공

과학기술의 추진 ( 국산소형항공기술 및 항공안전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함
○ 기본 및 첨단기술 강화부문으로는
첨단기술연구 등),

기본 및 첨단기술 (프로젝트협력,

우주개발의 중요한 기기 등의 연구개발, 공통기반

기술연구 (IT, 복합재료기술의 고도화, 풍동기술의 표준화․고도화),
대학원교육( 종합연구대학원대학과 긴밀한 연계,협력에 의한 대학원
교육, 동경대대학원과 협력과 기타 타 대학의 요청에 의한 대학원 교
육) 등이 있으며,

인재육성 및 양성( 차세대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재

80인 정도의 젊은 연구자를 육성,
연구교류의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 등과의

추진을 수행함

○ 또한, 산업계, 관계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 협력의 추진( 우주개발이용
의 확대, 항공산업기술기반 강화 등을 통하여 산.학.관과의 연계체제
정비,

산업계와 관계기관과의 제휴사업을 산업계와 분담하여 수행),

성과의 보급 및 활용( 연구사업 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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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공표,

데이터베이스

성과, 지적재산권의

보급 및 활용), 국제협력 추진계획 (지

광범위한

공개에 의한 연구사업

구환경감시 부문에 각국가와 협력, 국제우주정거장계획, 우주과학분야
에서의 과학관측,

국제적지위에 상응한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사업

을 추진
○ 기타, 발사 등의 안전확보(국제약속, 법령 및 우주개발위원회가 책정한
지침을 따름),

위험관리(사업수행에 있어서 위험관리 실시) 업무를 수

행함
2) 경영효율화 추진
○ 경영효율화 추진 사업으로는

3개기관의 자원과 성과의 융합, 유연한

조직운영( 3개 기관의 자원 및 지금까지의 축적된 성과를 융합하고,
조직횡단적인 활용에 의한 사업효율화 실시),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

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와의 견고한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주개발 및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
율적․효과적으로 실시,

대학공동이용 등에 의한

우주과학연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 로켓 개발․발사, 추적관제의 통합에 의한

효율화 ( 로켓 개발․발사, 추적관제에 관한 일원화체제로 효율적․효
과적으로 실시),

사무관리 등의 재구축(

사무관리, 시험시설 등을

정리합리화하고, 스림화된 경영관리제제의 구축 및 업무의 정보화와
정형적 업무에 적극적인 외부위탁의 도입에 의해

효율적․효과적으

로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아. 특기사항
○ 일본의 우주개발은 1955년 동경대학에 의한 고체로켓의 자주개발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 자국의 로켓으로 기술개발위성 “오오스미”
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음.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 이
어 세계 4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인공
위성(총 90기 발사)과 로켓( H-2로켓등 10여종)의 자체 개발, 우주비
행사 확보, 국제우주정거장 참여를 통하여 우주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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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일본의 우주연구개발체재는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기관이 수행
하여 왔으며,

우주개발사업단(NASDA)은 실용분야(지구관측, 통신,

방송, 기상), 기술시험용 인공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 발사,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우주과학연구소(ISAS)는

우주과학용 과학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과 운영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항공우주연구소(NAL)는
로켓엔진, 우주수송시스템의 개발업무 수행을 통하여 각자가 우주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금번 3개 우주기관의 통합 배경은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NASDA의 1998, 1999년 연속적인 HⅡ 로켓발사 실패, ISAS의 2000년 M-V 로켓 실패, 우주연구개발의
막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항공우주연구개발체제를

분산화에서 집

중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었
음
- 한편, 국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 NASA(항공우주국), 유럽 ESA(우
주청), 프랑스 CNSA(국립우주연구소), 중국 CNSA(항천국) 등 선진
우주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사서비스 등 우주상업화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가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종전의 우주
개발연구체제(NASDA 등 분산화 수행)와 통합화된 우주항공개발연구
체제(JAXA)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활동에 참
고로 활용해야함
○ 또한, 향후 일본뿐 아니라 유럽 및 미주 등 타연구기관으로의 벤치마
킹 연구 대상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사연구활동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함

제 2 절 APRSAF
1. 개 요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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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제 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름(APRSAF-1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일본의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 후원에 의해 개최되었음.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
전문가가 참석하는데 개최되었음.
○ APRSAF는 일본이 아. 태지역에서의 우주개발에 대한 주도를 하기
위한 회의임. 한편, 중국이 역내에서 우주개발의 주도하기 위하여 ‘92
년부터 “아. 태지역 다국간 우주기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1993년부터 2001년 7월까지 8차에 걸친 아. 태지역 우주기관포럼이 개
최되었으며 각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아. 태지역 우주기술협력방
안 논의되었음.
- 1999년 5월에는 APRSAF-6이 과학기술청, ISAS, NASDA의 공최에
서 NASDA 츠쿠바(筑波)우주센터에서 개최되었지만, 예년과는 달리
「UNISPACEⅢ」의 프레이벤트로서 위치를 부여받아 유럽이나 국내
주요 우주관련기업에서도 참가를 얻고, 세계 우주활동의 현상과 이후
의 계획이 APRSAF 참가국으로 소개되는 이벤트가 되었음. 또, 새로

이 우주환경이용의 세션이 추가되었음. 회의에는 20개국․2국제기관
에서 모두 108명이 참가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동 포럼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
주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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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 아․태우주지역 우주기관 포럼 참석자
일

시

개최지

참 석 자

∘제1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류장수 박사

‘94. 5. 24-9. 25 ∘제2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문신행 박사

‘96. 3. 12-3. 16 ∘제3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문신행 박사

‘97. 3. 16-3. 22 ∘제4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장근호 소장

‘98. 6. 20-6. 26 ∘제5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몽고
(울란바도르)

‘99. 5. 24-5. 27 ∘제6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최기혁 박사

‘00. 6. 19-6. 22 ∘제7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일본(동경)

불 참

‘01. 7. 22-7. 27 ∘제8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말레지아

‘93. 9. 9-9. 10

회 의 명

(쿠알라룸프)

이옥규 선.기

최성봉 박사

2. APRSAF-9(9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름)
○ 대회명칭

- 제 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기관 포럼
(The 9th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 개최배경
- '01. 7 : 말레지아에서 개최되었던 APRSAF-8에서 한국측 대표가 ’02
년 APRSAF-9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02. 7 : 과기부에서 상기 9차회의개최에 관해 공문을 통해 긍정적 검
토 요망
- '02. 12 : 과기부 후원기관명칭 사용 승인통보
○ 일 시 / 장 소
- 일시 : 2003년 3월 25일(화)~27일(목) [2박 3일]
-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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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아태지역에서의 호혜적인 우주응용
○ 목 적
- 아. 태지역내의 우주개발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우주기술 협력방안 모
색 및 아. 태지역 Network 구성도모
- 역내 국가의 우주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정보교환
- 아. 태지역 국가의 우주기술 협력과제 도출
○ 주관기관
- 주관 : 과학기술부
- 주최 : 한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문부과학성 / 우주개발사업단
/ 우주과학연구소
○ 참가자
- 국외 : 55명
․18개국

4개

국제기구(호주,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

라오스 , 말레이지아 , 몽고 , 미안마 , 네팔 , 파키스탄 , 필리핀 , 스리랑카 , 태
국,UN ESCAP,AIT,ESA,프랑스,독일,ICIMODO,러시아 등)
- 국내 : 70명

․항우(연)을 포함한 정부부문 30명, 대학 20명, 민간기업 20명 등

참가자 (주최국)

참가자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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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내용
◈ 제 1일 [3.25(화)]
․등 록

․축 사 (과학기술부 박영일 연구개발국장)

․축 사 (문부과학성 Kawasaki 우주개발위원회 위원)

․환영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원장)

․환영사 (일본 우주개발사업단 Furuhama 이사)

․기조연설 (뱅글라디시 Ali 우주연구원격탐사센터 소장)

․기조연설 (호주 Kingwell 위성시스템협력센타장)

․주제발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호진 박사)

․주제발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홍렬 위성운영센타장)

․주제발표 (말레시아 Ahmad 원격탐사센터 부소장)

․주제발표 (스리랑카 Alwis

아서클라크센터 부소장)

․주제발표 (일본우주과학연구소 Oyama 교수)

․주제발표 (인도네시아반둥연구소 Sastrokusumo 교수)

․일본 문부과학성 주최 만찬 (대전 리베라호텔)
◈ 제 2일 [3.26(수)]
․등 록

․ 4개 Working Group 개최 및 보고
(Earth Observation, Communication Satellite Applications,
Space Education and Awareness, Space Environment Utilization)

․주제발표 (미국 NASA Jordan 일본대표)

․주제발표 (태국 지리정보우주개발청 Ditsariyakul 부장)

․주제발표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춘삼 이사)

․주제발표 (일본NEC 도시바우주산업 Ohmori 자문위원)

․각 Working Group 회의

․항우(연) 주최 만찬 (대전 리베라호텔)
◈ 제 3일 [3.27(목)]
․등 록

․WG별 회의 결과 발표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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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항우연→SaTReC→ETRI→동학사)
○ 권고안
- APRSAF-9의 결과로서 4개의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에 의한 4개 Working Group 권고의 채택 인정

․각 회원국에서의 NASDA 및 Working Group 회장에게 등록한 요점
을 포함하여, KARI와의 협력 하에 NASDA에 의한 사무국 기능 강화

․아태지역에서의 특히 재난 정보 배분, 소형위성 정보 교환 등의
능력 구축

․양국 및 다국 협력을 통한 회원국 간의 인력 교류 유지

3. APRSAF-10(10차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름)
○ 개 요
- APRSAF-10회의가 Imperial Mae Ping hotel(태국 Chiang Mai 소
재)에서 태국 MOST(과학기술부). Chiang Mai 대학교, GISTDA,
MEXT 및 일본 JAXA 공동으로 2004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개최됨.
- 4개 국제기구 및 21개 정부 당국과 전문가를 포함 대략 120명 참가

참가자 (주최국)

참가자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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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 주제 : “아태지역에서의 우주응용의 협력증진”

○ 내용
- 3개 working groups(지구관측, 통신위성 응용, 우주교육 및 인식(우주
환경 이용 포함))에서의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보다많은 중요한
토

의가 이루어졌음.

- APRSAF-10은 전체 회의와 3개의 working groups(지구관측, 통신위
성 응용, 우주교육 및 인식(우주환경 이용 포함)으로 이루어져, 전체회
의에서는 기조연설 및 특별강연 등이 있었고, working groups에서는
주제에 의해 많은 발표가 이루어졌음.
○ 채택 권고안
- APRSAF-10의 결과로서 5개의 권고안 채택

․ APRSAF 구도 하에 재난, 환경 감시, 우주 통신, 우주 교육 등 영역
에서의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지구관측그룹(GEO)뿐만

아니라

지구관측

정상(summit)

틀

(framework)의 동의 하에 데이터 집적 구축, 데이터 응용 촉진 및 능
력 구축 수행 등의 APRSAF 활동 촉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가, 의사결정 및 일반공공 등이 우주활
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권고안의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재정적 자원을 모색

․ 각 작업그룹에 의해 제안된 프로그램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
○ 3개 working group별 채택 권고안
① 지구관측 working group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구관측시스템의
중요성과 효과성 이해
- 재해와 환경 감시, 자연적 자원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지구관측 활동들의 진보 및 발전의 인식
- 지구관측 자료/정보의 접근가능성과 유용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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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SAF의 체계 하의 회원국들의 협력 강화
- 지구관측 정상 틀 및 지구관측 그룹(GEO)과의 동의 하에 APRSAF
활동 강화
. 지구관측 시스템에 의한 재해 및 환경 감시의 고양
. 지구관측위성들로부터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EO 자료 기록보관
시스템 확립
. 특정 지리정보시스템 응용에 있어서 자료 응용의 촉진
. 각 국가의 자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능력 구축 지원
. 사용자 요구와 위성 관측 사이의 차이의 최소화

② 통신위성 응용 working group
- 정보화 사회를 향한 위성통신 실험 촉진
- 구성원들의 정보화 및 협력촉진을 위한 웹 사이트 활용
. 협력 상태
. 성공 결과
. 연락 대상 구축
. 배운 교훈
. 인력 교환 프로그램의 고양
- 관련 응용들의 고양을 위해 위성통신 산업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메
카니즘 발견
③ 우주교육 및 인식(우주환경 이용 포함) working group
- 가능한 한 APRSAF-9의 개관으로부터의 항목별로 추적 관리.
- 우주 교육과 인식에 초점을 맞춘 국제 협력의 고양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결정자 및 일반 공중들이 우주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
- 회원국가들의 우주활동의 핵심 임무요소로서 교육을 포함하도록 고양
- 권고안의 실행을 위한 가능한 투자재원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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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 7 차 APC-MCSTA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과 활용회의)
1. APC-MCSTA

가. 목 적
○ APC-MCSTA(Asia-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는 1992년 11.30-12.5 일에 중
국, 태국, 파키스탄의 주도로 WORKSHOP형태로 개최되었음
○ 이 회의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연구논문발
표, 기술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추진 등과
위한 기반조성 구축하는데 있으며,

아.태지역우주기구 설립을

1차 회의(‘94년 1월)는 태국 방

콕, 2차 회의(’95년 4월)는 파키스탄 이스라마바드, 3차 회의(‘96년 5
월)는 한국 서울, 4차 회의(’97년 12월)은 바레인, 5차 회의(‘99년 12월)
는 이란, 6차 회의(’01년 9월)는 중국, 7차 회의(’03년 8월)는 태국에
서 각각 개최되었음
- IPC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회의는 APC-MCSTA 사전
준비회의로서 본 대회 개최전에 대략 1-2회 열리고 있음
○ APC-MCSTA는 중국(CNSA: 항천국)이 주도한 아.태지역 우주기술협
력회의로서 과학기술부가 Liaison Committee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
음. 그동안 상기 회의에 과학기술부 관계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
가가 참여하였으며, 매년 중국 정부에서 동 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
음
○ SMMS (Small Multi-Mission Satellite) 회의는

APC-MCSTA 부산

물로 추진된 사업임
- 460kg 소형위성의 아.태지역 공동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중국주도하에
태국, 파키스탄, 이란 등 3개국가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참여국인 몽고, 방글라데쉬는 분담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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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음. 이 사업수행관련한 5차 회의가 2001.5.11-5.13일 북
경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동 사업에 참여는 않했지만, ‘98년 4월 태국에서 개최되
는 SMMS사업수행 서명식에서는 외교통상부 요청으로

참석한 바 있

음
○ ‘01.9.17 - 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주기술회의에서는
있었음
나. 주요 내용

○ 제 7차 APC-MCSTA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 및 활용 협력회
의) 및 UN-ESCAP 회의는 태국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03. 8. 20

(수) ～ 8. 27(수)까지 태국(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참석자는 11
개국: 149명, 1개 국제기구: 5명 등
- 금번 회의에서는

총 154명이 참여하였음

아.태 지역 국가간의 우주기술, 과학 및 활용분야

에서의 정보교환과 협력촉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우주전문가의 상
기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음.

이 회의의 주제는 “인류의 봉사에서의 우

주기술” 임
- 참석국가는

11개국 방글라드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

본, 말레지아,

필리핀, 한국, 러시아, 태국이며,

국제기구로는

UN-ESCAP 등임
○ ‘03. 8. 21(목)일 개최된 IPC회의 ( Preconference

Meeting

of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에서는 IPC 의장으로 태국 정보
통신부의 Mr. Kraisorn Pornsutee ( Deputy Permanent Secretary)를
참가회원국의 만장 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이 회의의 각분과인

원격탐사와 활용/GIS, 항행과 포지션닝, 재난관리/정보와 통신기술, 원
격교육과 의료 등의

의장을

선정하였음

- 이 회의에서는 제 8차 APC-MCSTA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과 활
용 회의)개최장소에 관하여, 파키스탄 SUPARCO (Pakistan Space and
Upper Atmosphere Research Commission)는 2005년도에 상기 대회
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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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개회식을 통해

Khunying Dhipavadee Meksawan ( 태국 정보

통신부 Permanent Secretary)을 통해

역내 국가간 우주기술협력을

강조하였음. Dr. Sun Laiyan ( 중국 항천국 부국장)은
산출물인

APC-MCSTA

소형다임무위성개발사업은 현재 엔지니어링 단계에 있으며,

아울러 2개 우주기술훈련 교육과정에 역내 30개국 50명이상이 참가하
였다고 말하고,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6차 APC-MCSTA회의에

서 채택한 중국(북경)의 APC-MCSTA사무국 설립이 지난해에 이루어
진 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음.
중국,

태국,

파키스탄,

말레시아,

2003년 8월 태국에서

방글라디시

정부의

도움으로,

APC-MCSTA 사무국과 태국 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제1차 아.태 우
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가 개최되어 대부분의 협약
(안)을 완료하였으며,
하고,

이어

중국이 이 기구의 주관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우주활동, 역내 우주기술협력, 우주

기구설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Surapong Suebwonglee (태국 정보통신부 장관)은 태국은 중국과 공
동으로 10년전에 1차 APC-MCSTA회의를 태국에서 개최한 바 있다
고 전제하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보와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한 우주기술은
분이 되고 있다고 말함. 이어 태국은

중요한 부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와

역내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하

였음
○

참가국

대표들의

Keynote

Speech

실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Dr.Amwar ALI (Bangladesh)는 Bangladesh의 우주응용개발사업 소
개, Mr.Ok-Kyu Le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의 현행 우주개발사
업 소개, Dr.Alexander Alamil (The Philippines)는 필리핀의 우주응
용개발사업
Mr.Kraison

소개를

각각

Pornsutee

발표하였으며,
(Thailand)는

이어

태국

대표인

소형다임무위성개발사업

(SMMS)에 관하여 통신, 우주과학연구와 지구원격탐사용으로 개발되
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태국은 위성에 설치되는 Ka-band 탑재물을
개발하는데 책임을 맡았다고 언급하였음. 2003년 8월 5-7일까지 태
국에서 중국, 태국, 파키스탄, 말레시아, 방글라디시 참가자들은

아.

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안)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이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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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가 차기 6개월이
내에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태국 정보통신부는 차기 2년이내

에 상기 기구설립 참여를 위한 출연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각 Working Group의 발표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 차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Mr.Wang Karen,

협약

기초그룹회의

중국APC-MCSTA 사무국 부국장)는

보고

2002년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제도화에 관한 Workshop이 개최되었
으며, 이어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를 결성

하게 되었음. 이 기구설립 기대효과는 역내 공동발전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우주기술과 활용능력 제고에 기여함.

중국이 이

기구설립에 관한 주관국가로 선출되었으며, 2차 아.태 우주협력기구
(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가 앞으로 중국에서 6개월이내에 열려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안)을 최종 검토 및 확정지을 예정임
- 중국 우주기술 활동 (Mr.Xu Yansong, 중국 항천국 국제협력부)은
중국 우주분야는 우주기술, 우주활용, 그리고 우주과학 등 3가지 부문
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2종류의 발사체와 3개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HUANJING 2+1 Constellation" 이라는 환경과 재난감시․예
측 위성인 2+1 소형위성군을 계획 중임. 이는 10차 5개년계획에 따른
것으로

3개의 위성이 발사되어 지구에 대해 광학과 SAR 이미지를

촬영, 감시환경과 재해 능력을 가져다 줄 계획임
○ 또한 중국은 브라질과 공동으로 CBERS-1위성(중국-브라질 공동개발)
을 개발 수자원 보호에 활용하고 있음. 중국 자원위성자료활용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성의 자료는 농업, 수산업, 수자원, 국토이용,
지도제작, 광물질탐사, 해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다. 특기사항
○ 중국은

아.태지역내에서 우주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PC-MCSTA를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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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아.태

우주협력기구

(APSCO) 설치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기구의 설립
에 관한 역내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 지원국가 : 태국, 파키스탄
- 미온적 국가 : 일본, 인도
○ 또한, 아.태지역내에서 우주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일
본, 인도 등 3개 우주선선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따라서, 우
리나라도 앞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통하여 주변국가의 동향을 파악하
고, 아울러, 아.태지역내에서의 우주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2. 아 ․ 태우주협력기구(APSCO) 설립준비회의
가. 추진 배경
○ ‘01.9.17 - 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
주기술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
나. 추진 현황
○ ‘02. 12월 말레지아 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이 공동 주관으
로

중국 등 13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P-MCSTA

기구제도화에 관한 Workshop 이 말레지아에서 개최되어 아․태우주
기구 설립계획 및 정관(안)을

논의하였음.

- 참가국가 : 방글라드쉬, 브라질, 부루나이, 중국, 인도, 이란, 한국, 말
레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일본, UN-ESCAP
○ ‘03. 8.5-7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주관
으로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안) 검토그룹 회의가

제1차 아․태 우주기구 설립

태국에서 개최되었음

- 참가국가 : 방글라데시, 칠레, 중국, 이란, 말레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러시아, 태국

- 154 -

-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태우주기구 정관(안)의 31개 조항 확정,

중국이 제1차 아․태우주기구 설립주관국가 선정에 동의, 참가국은

AP-MCSTA 사무국이 일부 정관(안)에 관한 수정을 요청하였음
○ ‘03. 11.10-12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
주관으로 15개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 회의를

제2차

개최하였음

- 참가국가 : 방글라드쉬, 중국, 이란, 말레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태국,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너,
UN-OOSA, UN-ESCAP

-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을 ‘03년 12월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하

여 아․태지역 국가에 송부하고, 상기 국가는 ’04년 5월 31일까지

AP-MCSTA 사무국에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 서명에 관한 의견

을 송부토록 촉구하였고, 아․태우주기구(APSCO) 설립주관국가인 중
국이 아․태지역 국가에게 ‘04년 7-9월중에 개최예정인 회의에 지속
적으로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을

서명할 장관급 수준의 대표를

지명토록 요청함. 또한, AP-MCSTA 사무국은 APSCO 이사회의 승
인을 받기 위해 절차,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안)을 준비해야하고,
APSCO 이사회의 승인전에
점에

상기 (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회의가 소집되어야한다

고 말함

․APSCO 설립주관국가인 중국은 가능한 빨리 APSCO본부 건물의
선정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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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 아.태 우주기구 설립준비회의 관련 참가국 현황
구분

1차 Workshop

1차 검토회의

2차 검토회의

( ′02.12 )

( ′03.8 )

( ′03.11 )

①방글라드쉬

o

o

o

②중국

o

o

o

③이란

o

o

o

④말레이시아

o

o

o

⑤파키스탄

o

o

o

⑥필리핀

o

o

o

⑦태국

o

o

o

⑧몽고

o

-

o

⑨부루나이

o

-

-

⑩한국

o

-

◎

⑪일본

◎

-

-

⑫인도

o

-

-

⑬인도네시아

-

-

◎

⑭러시아

-

o

◎

⑮우크라이너

-

-

◎

⑯브라질

o

-

◎

⑰칠레

-

o

◎

⑱페루

-

o

o

･UN-ESCAP

◎

-

◎

-

-

◎

참석국가

참
가
국

옵
서
버

･UN-OOSA

(○ : 대표단참석,

◎ : 옵서버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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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다. 아․태우주협력기구 정관(안) 주요 골자

제 1조(설립)
○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 ( 이하 “기구”라 한다)는

설립되며, 이

기구의 본부는 중국에 위치함 ( 이하 : “주관국가”라 한다 )
○ 주관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기구는 주관국가 영토내에 분소와 관련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타 회원국가와 협의하여 기구는 타 회원국

가의 영토내에 분소와 관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음

제 3조(법적 지위)
○ 기구는 정부간 조직이며, 완전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비영리독
립기관임

제 4조(목적)
○ 우주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회
원국간의 협력우주프로그램의 발전을 증진하고 강화하고,

회원국가가

우주개발정책을 발전시키고 수행함으로써 우주기술연구와 개발,

활용

과 훈련과 같은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 협력과 공동개발을 증진하고 지역의 협력잠재능력을 이용함으로서 회
원국간의 우주기술과 활용뿐만 아니라 우주과학연구의 성과를 공유하
고, 회원국의 관련 기업과 기관간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우주기술과 활
용을 산업화를 증진할 것임. 우주기술과 활용분야의 국제협력활동에
관한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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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산업정책)
○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회원국의 산업
계에 우선권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과
정과 우주기술과 제품에 관련된 개발업무 수행시, 기구는 회원국의 참
여를 동등하게 참여를 보장하고, 기술투입이 포함된 각자의 재정투자
에 상응한 대우를 하게 될 것임

제 6조(협력분야)
○ 기구는
으로는

다음과 같은 협력분야에 관한 활동을 수행할 것임. 주요 내용

지구관측․ 재난관리․ 환경보

우주기술과 활용프로그램,

호․ 위성통신과 위성항행 및 위치,

우주과학연구,

과학자와 기술자

의 교육․ 훈련과 교환, 기구의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중앙데이터은행

의 설립,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련된 기술 및 기타정보의 제공,
회원국간의 합의된 기타

협력프로그램임

제 9조(회원)
○ 기구는 아.태 지역에서의 UN 회원국에게 개방되며,

회원국은 모든

투표권을 갖으며, 모든 회원국은 기구가 추구하는 협력프로그램과 활
동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짐
○ 모든 회원국은 기구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출연하며,

기구 활동

에 참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원국과 기존 또는 미래의 쌍무 및
다국간 협력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함
○ 우주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UN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도
회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옵서버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

옵서버는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아.태지역 이외의 국가와 UN회원국은 준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구는 동의에 의하여 준회원국 가입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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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또한, 기구는 동의에 의하여 가입에 대한 조건( 재정기여, 기구
의 기본 및 협력활동에 참여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고,

준회원국

은 이사회 회의에서 어떠한 투표권한이 없음
제 10조(기구 조직)
○ 기구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됨

제 11조(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기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며, 기구는 국가우주기관의
관이나 장관급 대표로

장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대표할 장

관이나 장관급 대표를 지명함
- 이사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2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임
제 13조(이사회 회의)
○ 이사회는 필요시 소집되며, 적어도 년 1회 개최되고,

이사회가 다른

장소를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며, 회의 정
족수는 2/3의 회원국 대표의

참여가 필요함

제 16조(사무총장)
○ 사무국장은 기구의 최고 집행간부이며 법적인 대표자이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짐
제 18조(재정계획)
○ 기구의 자금은 회원국의 기부금, 주관국 정부와 회원국의 자발적 기
금,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서비스를 통해 제

공되고, 각 회원국가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재정계획에 따라 기구의 예
산을 기부함
○ 이사회는 상호 동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재정기부금의 규모를 결정
하며, 이 기부금은 매 3년 마다 검토되고, 각 회원국의 재정기부금의
규모는

회원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GDP에 따라서 계산됨

○ 각 회원국은 2/3 다수결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구의 기본출연금이라
하는 최소의 재정기여가 요구되며,

어떠한 회원국가도 기구의 승인예

산중 18%를 초과하는 재정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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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 아․태 우주기관 설립 소요추정예산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예산(미화)

5

6.5

예산(원화)

6,000

7,800

7.5

9.8

계

11.2

9,000 11,760 13,440

40
48,000

주) 단위: US$ Mil./백만원)

제 22조(지적재산권)
○ 발명, 제품, 기술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기구에 의해 수행된 프
로그램과 활동이나 기구가 소유한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술과 지적재산은 기구에게 귀속되며,

얻어진 기

이사회는 발명, 제품, 기술자료

또는 기술을 보유한 회원국과 기구가 소유한 다른 지적재산 활용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채택함
○ 이사회는 발명, 제품, 기술자료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구와
과 적절한 합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회원국이
활용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채택하고,

회원국

소유한 다른 지적재산

기구는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함

제 23조(기술보호와 수출통제)
○ 기구는 이러한 보호물품/제품을 다루는데

능숙한 회원국의 대표와 인

력에 의한 직무의 수행의 보장과, 이를 조정하는 감시와 보호에 목표
를 두고 특수기술의 안전계획의 검토와 수행을 위하여 보호 정보, 품
목과

관련기술/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합법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 기구의 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기술안전
조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특수한 경우에 특수기술안전계획을
검토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이나 타 위임기관에 의하여 협정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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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촉진함. 회원국은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각국가의 규정과 수출통제법에 따라 행동함

제 28조(서명과 비준)
○ 이정관은

2006년 7월 31일 까지 서명이 개방되어 있음

제 29조(효력발생)
○ 이정관은 UN회원국인 아.태지역의 적어도 5개국이상이 서명시 효력이
발효되며, 비준 또는 수락문서는

주관국에 비취됨

제 33조(탈퇴)
○ 이정관이

5년동안 효력이 발생한 후, 회원국 탈퇴의사를 갖고 있는

어떠한 회원국도 서면으로 최소 1년전에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신청
함
라. 특기사항
○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태 우주기구 설립 준비는 현재 태국,
파키스탄, 이란 등 5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설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이 기구는

최초에는 우주

개발보다 우주활용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금번 회의는 이 기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회원국가의 재정분담이
주요 이슈로서, 특히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고는 자국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연금분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 기구의 정관에 따르면, 회원국이 되었을 때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산업체의 시장진출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의 무역교역량과 선진우주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대미 우주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상기 우주

기구설립에 관한

참여를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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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니크호 발사로 시작된 우주개발은 태생적으로
국제정치적인 환경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국제적 규범의 기초위에서
발전해 왔음.
○ 따라서, 우주개발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미시적 접근에
불과하며, 각종 제도적 국제법적 환경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추
진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주개발과 관련한 국제법 체제
및 R&D 국제협력 전략을 연구하고 있음.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금년의
주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제적으로 우주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은 우주 5조약이며, 이와
관련한 현안사항과 변화의 필요성을 UN COPUOS (우주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UN
COPUOS 의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
며, 적극적 관점에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고 있음.
○ 둘째, 우리나라는 2005년을 전후하여 우주발사체를 개발발사 할 준비
를 하고 있음. 우주물체의 발사에는 많은 기술적 위험성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엄격한 국제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한 어떠한 법
적 준비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책임있는 우주개
발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과
기부를 주축으로 국내 우주법 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여 필요한 자료와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셋째,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우주의 지역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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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아시아지역의 이러한 움
직임은 일본이 주도하는 APRSAF와 중국의 주도하는 AP-MCSTA
양대 기구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측은 AP-MCSTA를
확대발전시킨 APSCO (아태우주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우주개발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국
가 간의 미묘한 역학관계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 착수한 바 있음.
○ 넷째, 항공우주분야는 전통적으로 복합기술인 동시에 민군겸용기술의
성격을 갖고 있어,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주발사
체기술은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어, 핵무기
나 화학무기의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각종이
부품이나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분야이기도 함.
○ 우리나라는 MTCR 가입국으로서 미사일관련 기술의 대외유출을 엄격
히 통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동시에, 아직까지 해외로부터 우
주발사체관련 기술을 획득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음.
○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을 위한 동향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차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우주법 기초연구를 통해, 우주법의 국내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초안을 완성하여 과기부를 적극 지원할 예
정으로 있음.
○ 아울러, 국제기구의 움직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요
우주선진국의 수출허가 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해외 선진기술의 원활한 확보와 MTCR 비회원국에 대한 엄격한 기술
통제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는 1-2년에 달성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
니고, 지속적인 자료입수와 분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신중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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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보고
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
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
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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